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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주민센터란 무엇인가?

•   서울은 25개구, 424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로서 각 동에는 이를 

대표하는 동주민센터가 있고, 서울시는 이러한 동주민센터의 촘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공과 시민의 밀착 공간이자 유기적 

시스템으로 서울을 살아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을 

만나고 행정은 이곳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과거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복지의 혜택을 고루 확산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서울시의 건축가들이 협업하여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을 함께 시작했고, 

그 결과 동주민센터는 개성있고 참신한 모습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와 재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   2015년 80명의 건축가와 80개 동의 참여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올해 

185명의 건축가와 203개 동으로 확대되어 18개구 283개 동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What is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  Seoul is organized into 25 districts(gu) and 424 villages(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represent each village community, and the city of Seoul 

is made up of a dense network of these community service centers. The 

network provides space for public and citizens to be closer, in which the 

organic system keeps Seoul alive. Citizens meet with the administration 

through the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the administration begins to 

serve the citizens here.

•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 is a project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signed to shift the focus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from passive administration to seeking out the residents in 

need to spread the welfare benefits to areas that policies had overlooked in 

the past and empower the residents to solve the village problems on their 

own. For this, residents and architects of Seoul have collaborated to improve 

the spac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As a resul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ommunity space with unique and 

innovative forms and a space for culture and regeneration.

•  In 2015, the Reaching Out Community Service Centers started with 

participation of 80 architects and 80 dong and this year, it has been expanded 

to 185 architects and 203 dong. In 2017, the project will cover the remainder 

of Seoul and be comple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