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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11월

▶▶ 2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2017.10.31. 오후5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5일대

도봉, 도시재생으로 피어나
다

~

10 보건소 19 도봉 이야기 21 도봉 사람들20 구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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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픈 역사를 다독이고 갈등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답

 - ‘문화예술의 위대한 힘’입니다.

6ㆍ25 한국전쟁 때 북한이 탱크로 내려왔던 길목에 1층 방호시설과 3층의 아파트로 사용 

하여 유사시엔 건물을 무너뜨려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건립된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2004년에 1층의 군사시설만 남기고 상층부인 주거

시설은 철거하였으며,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12년 동안 방치되면서 지역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슬럼화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도봉산 근처를 지날 때마다 깔끔하게 단장한 도봉산역과 고운 꽃이 만개한 창포원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하고 낡은 시설에 많은 주민들이 새롭게 바꾸자는 목소리를 높였 

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이기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몇몇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곳 -  

대전차방호시설이 전쟁과 분단과 상처를 씻어버리고 평화와 문화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평화문화진지_이렇게 운영합니다.

2017년 7·8월 서울시 온라인 투표로 ‘평화문화진지’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서울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봉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연면적 1,902m²(576평), 지상 1층 5개동 규모로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평화광장,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평화광장에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장벽’  

세 점이 전시됩니다. 아울러 기존 벙커는 군사시설로  

존치하되 나머지 공간은 예술가와 주민을 위한 창작동, 

문화동, 예술동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예술,  

문화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6·25 한국전쟁, 남북분단의 상처가

평화의 문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대전차방호시설이 평화문화진지로

도시를 문화로 지키다 평화문화진지 개관식

일시 : 10.31.(화) 16:30~19:30

장소 :  평화문화진지 내

내용 :  개관기념식, 전시, 오픈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세부내용 16:00~17:00 자유전시 관람 

상설전시 : 대전차방호시설 스토리텔링

기획전시 : APT1탄(아카이브아트프로젝트)

17:00~17:20 라운딩

코스 : 1동~5동 전망대에서 평화광장

17:20~19:00 개관식

-  개관 축하 퍼포먼스  

(군악대 히든퍼레이드 행진 및 

비보이 공연)

- 개관점등식, 개막 축하공연

평화문화진지 운영시간 9:00~18:00(매주 월요일 휴관)

기획·상설전시

APT(Archive Art Project)  

전시기간 : 2017.10.31.~12.31.

관람시간 : 10:00~ 17:00

시설 대관 커뮤니티실, 다목적전시실, 공유공방

▶▶ 평화문화진지 ☎ 3494-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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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공연예술도시에는 가 있다?” 바로 아레나!

중국 상해, 일본 요코하마,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허브이자 문화중심지인 이곳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레나를 보유했다는 것. 검투사들이 싸우던 경기장에 모래(라틴어 Harena)를 깔아놓는 데서 파생된 아레나는 오늘 날에는 대규모 

경기장이나 공연장을 의미하며, 인근의 문화·쇼핑·숙박 시설 등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레나의 경제·문화적 효과는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는데, 영국 런던의 경우 2007년 O2아레나 개관으로 대형 콘서트 

시장이 10배 증가했고 연간 방문객은 8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서울아레나, 문재인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격상

도봉구 창동이 지닌 가능성에 주목하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창동역 일대의 인적 자원 및 교통접근성  

등에 주목, 음악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2016년 4월  

마중물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창동 61’의 문을 열었

으며,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서울 

아레나 건립이 포함되면서 올해 말 착공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전문가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다. 서울아레나가 세워지면 

음악·문화 관련 기업이 들어서고, 창동역 일대에 대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의 문화 콘텐츠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 세계 음악 산업 시장에 활기를 더해 줄 서울아레나. 이곳에

서 쓰일 도봉구의 새 역사를 기대해도 좋다.

창동 서울아레나, 

세계 음악 산업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다

도봉구는 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 ‘서울아레나’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21년 창동역 일대에 들어설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이자 최대 공연장 서울아레나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자.

2만석 규모 국내 최초·최대 공연장 창동 ‘서울아레나’ 조감도

영국 O2 아레나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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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공원 가을 한마당’

일시 : 10.28.(토) 13:00~16:00

장소 : 도봉환경교실, 발바닥공원 일대

내용 : 생태체험,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순환 물품만들기 등 체험부스 

주관 : 도봉환경교실(도봉구 환경교육센터)

▶▶ 환경정책과 ☎ 2091-3205, 도봉환경교실 ☎ 954-1589

‘도봉구 평생학습 동아리 한마당’ 개최

일시 : 11.17.(금) 10:00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참여 : 도봉구 150여개 평생학습 동아리

내용 : 평생학습 동아리 소개 및 대토론, 체험부스 운영 

▶▶ 교육지원과 ☎ 2091-2324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도봉의 11월 문화행사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구 ‘버스킹’

기간 : 8.12.(토)~11.19.(일) / 무료관람 

일시 내용 출연 장소

매주(목)

15:00~16:00

7080 가요,

신청곡 연주
플러스원 등

하나로마트 

앞 분수대

매월 2, 4주(토)

16:00~17:00

국악, 가요 

올드팝
통큰기타 등

도봉산 

수변무대 앞

매월 2, 4주(토)

16:30~17:30

실용음악,  

댄스

장미꽃 버스킹 

기획단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61 앞

매월 2, 4주(목)

12:00~13:00

시낭송, 미술 

퍼포먼스

못난이 

힐러 등

도봉구청뒤 

야외공연장

매월 2, 4주(금)

20:00~21:00

창작, 신예, 

인디
이진 등

도봉구민회관 

창동역사문화공원

매월 마지막주(토)

16:30~17:30

실용음악,  

댄스
이상군 등

창동역 1번 출구 

플랫폼61 앞

매월 1, 3주(금)

18:30~19:30

7080 가요,

댄스, 매직
희원 등

도봉동 중랑천 

삼환아파트 앞

▶▶ 문화체육과 ☎ 2091-2258

제6회 꿈(Dream)팡 Festival 개최

일시 : 11.27.(월) 17:30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참석 :  200여명(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 등) 

내용 :  아동 작품전시 및 기념식

(유공자표창), 축하공연, 

포트락파티 등

▶▶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 ☎ 2091-3092

작품전시회

기념식 작품발표회

환경영화 다큐 ‘내일(DEMAIN)’ 상영

일시 :  11.7.(화) 16:00~18:00(15세이상 

관람, 상영시간 118분)

장소 :  구청 2층 대강당(※일반관람 

예약 불필요, 단체 관람시 

사전예약)

내용 :  지구 환경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농업, 에너지, 경제, 

민주주의,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희망적 내용

감독 :  멜라니 로랑, 시릴 디옹 / 

수입·배급사 : 플랫폼 C 

-  2016 세자르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 다큐멘터리 

신기록 갱신 중인 화제작

▶▶ 환경정책과 ☎ 2091-3205

게임문화 TALK 콘서트 
“우리아이 게임 어떻게 할까요?”

▶▶ 교육지원과 ☎ 2091-2324

일시 : 11.6.(월) 10:00

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대강의실    

주제 : 우리아이 게임 어떻게 할까요?

참여 : 도봉구 학부모 100명 

강연 : 김상균 교수, 김용준 본부장(웹게임 융합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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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회 도봉 외국어 체험 축제

일시 : 11.25.(토)~26.(일) 10:00~17:00

장소 : 도봉구청(1, 2층 로비, 2층 대강당, 지하 아뜨리움) 

내용 

  -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동화 마을(※ 유료체험)  

(피노키오,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셜록 홈즈 등)

  -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란어, 인도어, 터키어 등 외국어 체험

  - 생생하고 이색적인 문화 체험 및 문화 공연

▶▶ 교육지원과 ☎ 2091-2305

‘도봉EM센터’ 운영! EM배양액 무료 공급

시기 : 8.16.부터

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내 EM공급기

운영 :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한 코인을 공급기에 투입, 최대 1.5L 공급

활용 : 가스렌지 기름때, 씽크대 및 화장실 등 악취제거 및 수질정화

▶▶ 환경정책과 ☎ 2091-3206

2017년 7차 도봉 역사문화탐방

일시 : 11.18.(토) 9:00~12:00, 무료

대상 : 주민 30명 내외(※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필요-여행자보험가입용)

모집 : 11.6.(월)~11.8.(수), 선착순 전화접수(9:00부터 접수, 사전접수 불가)

코스 : 김수영문학관 등 도봉구 대표 역사·문화 시설 7개소

내용 : 방학동 명소 도보탐방 및 오침안정법 책자 만들기 체험 활동

▶▶ 문화체육과 ☎ 2091-2264

제3회 김수영 시(詩)낭송 대회

일시 : 11.25.(토) 14:00(본선) 

장소 :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

경연 : 자유시 및 지정시 각 1편씩 낭송(본선, 총2편)

시상 :  9명(대상1명 100만원, 금상1명 50만원, 은상2명 30만원,  

동상5명 10만원)  

주최/주관 : 도봉구·김수영문학관 / 도봉문화원

▶▶ 김수영문학관 ☎ 2091-2259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도봉의 11월 문화행사

장소 : 도봉문화원(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

일시 상영작 비고

11.6.(월)

14:00
장수상회

2015년 한국 112분

감독 강제규 12세 관람가

극영화

11.13.(월)

14:00

다방의 푸른 꿈

+

감독과의 대화

2017년 한국 70분

감독 김대현 전체 관람가

다큐멘터리

11.20.(월)

14:00

족구왕

(배리어프리)

2013년 한국 104분

감독 우문기 15세 관람가

화면해설김경아(아나운서)

일시 상영작 비고

11.27.(월)

14:00
판도라

2016년 한국 136분

감독 박정우 12세 관람가

극영화

11.29.(수)

19:00

소나기(배리어프리)

화면해설 

라이브 공연

2017년 한국 48분

감독 안재훈 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

▶▶ 문화체육과 ☎ 2091-2256, 905-4026

과거와 현재-기억에 살다 

좋은영화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소극장

제6회 쌍문4동 마을축제 소통나눔기쁨

일시 : 10.28.(토) 12:30~17:00

장소 :  둘리쌍문근린공원 내 

(쌍문청소년문화의집 옆)

내용 :  마임마술, 방송댄스, 버스킹 등 

공연, 우리동네 건강왕 선발,             

체험 및 놀이부스 운영,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경품추점 등 

주최 : 쌍문4동 마을축제추진위원회 

▶▶ 쌍문4동 주민센터 ☎ 2091-5579,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 908-0457

출산가정에 축하선물을 드려요!

대상 : 도봉구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시기 : 2017.11.1.(수) 이후 출생신고 가정 

선물 : ‘아이! 깨끗해’ 손세정제(3개입 1box, CJ라이온 후원)

수령 : 출생신고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

▶▶ 여성가족과 ☎ 2091-3143(314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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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구정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하는 지방분권 강연

지방분권 출발점은 개헌이다

일시 : 11.6.(월) 15:00~16:30

장소 : 도봉구청 16층 다목적회의실

대상 : 자치분권에 관심있는 구민 누구나

강사 :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

▶▶ 기획예산과 ☎ 2091-2602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접수 :  11.14.(화) 9:00~15.(수) 17:00 평생학습관 

-  홈페이지(edupia.dobong.go.kr) 및 관내 동주민센터 

(본인 핸드폰, 신분증 지참)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11.15.(수) 18:00이후 당첨자 문자 개별 통보

교육장소 : 도봉구청 전산교육장 (B1층)

대상 교육과정 교육일시 수강료

누구나
인터넷활용 12.4.~12.27.

(월/수)

10:00∼13:00
12,500원

UCC 제작 기초 14:00∼17:00

60세이상 스마트폰 기초
12.5.~12.28.

(화/목)

9:30∼12:00 무료(교재 유료)

누구나
컴퓨터기초(윈도우7) 13:00∼15:30

12,500원
한글2010 활용 15:30∼18:00

※ 60세 이상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정보화교육 콜센터 ☎ 1577-2066

도봉환경교실

프로그램 대상 일시

절기를 아는 꼬마농부

(배추도사, 무도사를 찾습니다.)
초등 10명

11.1.~12.13. 매주 수

15:00~16:30

생태과학교실 

<지폐에 불을 붙이면>
초등 15명 11.2.(목) 15:00~16:30

자연에서 배워요<자연모방공학> 초등 15명 11.7, 14.(화) 15:00~16:30

재생에너지 실험실 초등 15명
11.9, 16, 23.(목) 

15:00~16:30

알아두면 쓸모있는 

환경(세제)이야기
성인 15명  

11.10, 17, 24.(금) 

10:00~11:30

멸종위기식물 관심갖기 프로젝트

(테이블매트 속 멸종위기 식물)

가족단위

10가족
11.10.(금) 19:00~20:30

자연은 내친구<나뭇잎과 열매> 초등 15명 11.17.(금) 15:00~16:30

EM 응용생활제 만들기 성인 15명 11.18.(토) 10:00~11:30

열매가 쿵! 초등 15명 11.21, 28.(화) 15:00~16:30

우리가족 야간외출 

<아낌없이 주는 나무>
10가족 11.24.(금) 19:00~20:30

▶▶ ☎ 954-1589  www.ecoclass.or.kr

도봉구 공원여가 프로그램

뚝딱뚝딱(모험)놀이터(운영 10:00~17:00, ☎ 994-7108)

희망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 954-2020

대상 프로그램 비고

유아·초등 모형자동차, 칠판액자

1회(10:00~12:00)

2회(13:00~15:00)

3회(15:00~17:00)

초등·일반 박스형의자, 무전력스피커, 원목도마 등

실용목재 체험(다용도정리함, 화장품수납함,  

장식장 등) 우드버닝(자작나무합판 6.5T), 

스크롤쏘(기본-냄비받침 15T)

숲해설가가 들려주는 자연과 숲에 관한 이야기 ☎ 990-9879

프로그램 일시 대상(장소)

절지동물 곤충이란? 11.18.(토) 10:00~12:00 초등 이상(세대공감공원)

엄마랑 아기랑 11.20.(월) 10:30~12:00
30개월 이상 

(세대공감공원)

도봉구 생태 탐방 11.25.(토) 10:30~12:00 가족 단위(세대공감)

둘레길 걷기 11.26.(일) 14:00~16:00 누구나(방학동은행나무)

주말 유아숲 체험(※대상 : 부모와 5~7세)

일시 및 장소 프로그램 연락처

11.11.(토), 25(토) / 둘리 유아숲체험장
가을나무,  

새의 노래소리 
903-0057

11.4.(토),18(토) /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떼굴떼굴 

열매이야기
906-0098

▶▶ 공원녹지과 ☎ 2091-3782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도봉의 교육 프로그램

6

도봉교양대학 제58강 

하종강 교수와 중식이 밴드가 함께하는 신나는 인문학 

일시 : 11.22.(수) 14:00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출연 : 하종강 교수, 중식이 밴드

참여 : 도봉구 고등학교 3학년 500명  

▶▶ 교육지원과 ☎ 209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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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열린구정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도봉의 교육 프로그램

시니어를 위한

‘내 인생의 봄날, 희망을 노래하다’

일시 : 11월 1·2주 목요일, 14:00~16:00(총 2회)

장소 : 구청사 지하1층, 다목적 교육장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20명

내용 : 그림책과 삶의 주제어를 결합해 인생을 중간 점검하는 기회 마련

▶▶ 문화체육과 ☎ 2091-2274

도봉구청

행복공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 봉사에 열의가 있으며, 3개월이상 가능하신 분(※ 전화신청)

내용 : 월~금(14:00~18:00/1일 4시간), 도서대출 및 장서정리 등

▶▶ 문화체육과 ☎ 2091-2274

찾아가는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장소 일시 과정 교육내용

행복한 

이야기

10.25.(수) 10:00∼12:00

심화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11.1.(수)  10:00∼12:00 공정무역과 마을운동

11.15.(수) 10:00∼12:00
라이프스타일 등 

(핸드드립커피 체험)

너른

마루

11.2.(목)  10:00∼12:00 일반
공정무역 역할 

(핸드드립커피 체험) 

11.9.(목)  10:00∼12:00

심화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11.16.(목) 10:00∼12:00 공정무역과 마을운동

11.30.(목) 10:00∼12:00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협동문화

▶▶ 행복한 이야기 ☎ 954-7145 /  

너른마루 ☎ 904-5682 / 마을공동체과 ☎ 2091-2483

도봉구 일자리카페 11월 취업프로그램

대상 : 청년구직자(만 18세~39세), 각 회당 10명 

기간 및 신청 : 11.6.(월)~11.17.(금), 전화신청

내용 일시 장소

- 공기업 입사준비를 위한 -

NCS 기반 채용 서류작성법

11.21.(화) 

14:00~16: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층 대강의실)

- 공기업 입사준비를 위한 -

NCS 채용의 이해(필기&면접)

11.22.(수) 

14:00~16:00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 

(창동역 1번출구)

▶▶ 일자리경제과   ☎ 2091-2863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장소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내용 : 책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활동을 할 자원활동가(성인)

▶▶ 문화체육과 ☎ 2091-2272

둘리뮤지엄 11월 프로그램

길동이의 <만화일러스트 엽서 만들기> 수강생 모집

일정 :  11.2.~12.21. 매주 목 10:30~12:30

모집 :  10.1.(일)~11.1.(수),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게시판 신청

장소 :  둘리도서관 제1강의실

대상 :  성인 선착순 10명(수강료 

3만원, 총 8회)    

내용 :  포토샵, 태블릿PC 활용한 

나만의 <만화일러스트 

엽서>제작

  

둘리뮤지엄 문화가 있는 날  

‘11월 둘리cine 주토피아’ 

일시 : 11. 29.(수) 18:00~21:00(18:30 영화해설, 19:00 영화상영)

장소 : 둘리뮤지엄 지하1층 기획전시실 및 상영관

▶▶ 둘리뮤지엄 ☎ 990-2200 홈페이지 www.doolymuseum.or.kr

행사기간 : 11.3(금)~11.19(일) / 17일간

장소 : 청계광장~관수교(약 1.3km)

주최 : (사)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후원 : 서울시, 강원도·평창조직위)

주제 : 서울에서 빛으로 보는 평창동계올림픽

주요내용 : 주제燈/초청燈/캐릭터燈/라이트아트/시민참여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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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운영

8 구의회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운영하였다. 

임시회 첫날인 25일은 개회식에 이은 본회의에서 제26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 

하였으며, 박진식 의원이(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운영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규약안 등의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8일 제2차 본회의 

에서는 홍국표 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관련)과 차명자 의원(원당

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이 5분자유발언을 하였다. 아울러 상임위

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최종 원안의결 하였다. 

상정된 안건은 ▲ 도봉구 50대 구민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실시하는 현행 조례가 제한적이고 불합리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 

하여 지원하고, 법률에 위임이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나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개의 안건이다.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소식
홈페이지 http://www.council-dobong.seoul.kr

트위터 https://twitter.com/dobong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bongcouncil

자치법규 입법 활동 [의원발의 조례]

이태용 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

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

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

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정서생활 향

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원안가결).

이영숙 의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동 문화의 거리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

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려

는 것임(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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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시작

5분 자유발언 주요내용

9구의회

도봉구의회가 소속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도봉구 생태하천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원 연구단체 ‘생태하천 살리

기’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단체 ‘생태하천 살리기’ 구성 의원은 차명자 의원(대표), 강신만 

의원, 박진식 의원, 유기훈 의원, 이경숙 의원, 이성희 의원, 이은림 의

원, 이태용 의원, 조숙자 의원 등 9명으로 하천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사하여 생태계의 훼손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봉구 하천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다.

제26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계획이 승

인된 ‘생태하천 살리기’에서는 하천 생태환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방학천·우이천·도봉천 환경정화 활

동 등을 통하여, 12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9월 25일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우리구의 하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하천 생태계

를 보존하고 구민 여러분이 맑고 깨끗한 하천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며 활동 다짐을 했다.

박진식 의원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는 

현재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90%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

임. 하지만 협소한 공간, 운영 예산의 

부족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 구청의 관심과 

개선을 요구함.

홍국표 의원

우리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

지 않고 있음. 간접흡연으로부터 어

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

을 촉구함.

차명자 의원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 등과 둘

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

함에 따른 원당공원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거주민들의 민원

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둘레길을 이

용하는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방문차량의 안전한 주차를 위한 공

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함.

지방 우수사례 비교시찰 - 경주시의회 몽골사회복지사협회 의회 방문 제18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도봉구의회 활동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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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평일(991-0199), 야간·주말(1577-0199)

보건소 및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가진단 

▶▶ 지역보건과 ☎ 2091-4582

마음건강평가(상담) 이용 안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영아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내용 :  기저귀(월 64천원), 조제분유(월 86천원) 비용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접수(복지로) 

▶▶ 지역보건과 ☎ 2091-4692~4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

대상 : 11종 희귀난치질환자(지체장애1급, 뇌병변장애1급)

내용 : 의료비 지원 및 간병비 월 30만원

신청 : 전화 및 방문접수(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 지역보건과 ☎2091-4562

초안산 둘레길 생명존중 숲길 걷기 캠페인

대상 및 방법 : 누구나, 창3동 주민센터 주차장(집결)

일시 및 장소 : 11.10.(금) 10:00~12:00 도봉산 둘레길

내용 : 초안산 둘레길 생명존중 걷기 캠페인, 표찰 달기

▶▶ 지역보건과 ☎2091-4583 

아토피 힐링교실(이론) 

일시 및 장소 : 11.09.(목) 10:30~11:30 보건소 7층 소강당

내용 : 호흡기 알러지를 위한 겨울철 대비 [11.16.(금) 친환경 세탁세재 만들기]

※  이론 강의 참여자에 한하여 실습 참여
▶▶ 보건정책과 ☎ 2091-4426

도봉구 심폐소생술 무료교육 

대상자 : 누구나, 초·중·고생은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인정

신청 : 전화·방문·구청 홈페이지 사전 접수

내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실습위주)

장소 : 심폐소생술 교육장(구청 지하1층)

구분 일정 인원 교육시간

평일교육 연중, 1일 2회 40명 10:00~11:30, 15:00~16:30

토요교육 둘째, 넷째 토요일 40명 10:30~12:00

전문교육 첫째, 셋째 목요일 40명 13:00~17:00

어린이 안전교육 매주 수요일 40명 10:00~10:30, 11:00~11:30

▶▶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장 ☎ 2091-4507~9

아토피 의료비 지원 및 보습제 지원

▶▶ 보건정책과 ☎ 2091-4426

분류 기준

연령 출생영아~2005년생

대상자 아토피·천식 진료 진단을 받은 환아 중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수당 수령자 포함)자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자녀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전지홍 정신과 의원 창1동 999-6644

2 마음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창5동 991-9596

3 성모휴정신과의원 쌍문2동 949-1966

50대 무료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대상 : 50대(’58년~’67년생) 도봉구민   절차 : 의료기관 사전예약(신분증지참)

내용 : 검진 및 상담료(초진자 1~3회 본인부담금 무료)

▶▶ 지역보건과 ☎ 2091-4583

11.1.(수) 15:00 

∼

16:00

다양한 방법으로 색깔을 경험하는 놀이

11.8(수) 동물의 소리를 인지하고 분류하는 놀이

11.15.(수) 목욕 퍼포먼스 놀이 

오감발달, 통합놀이 프로그램

대상 : 엄마와 33~37개월 아기 10쌍(선착순 전화접수)

장소 : 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  내용 : 집중력과 주도력을 키워주는 

오감발달 통합놀이, 소근육·대근육 발달놀이, 퍼포먼스 놀이

▶▶ 지역보건과 ☎ 2091-4692~4

구분 정부지원(서울시 공통) 도봉구 추가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전국 공통) 

    출산가정 -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공통)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아 출산가정

- 소득기준 없음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실시  

기간 : ~2017.12.31.까지

내용 : 산모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준비물 : 신분증, 산모수첩(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신청 : 방문접수(보건소 3층 도봉아이맘건강센터)

▶▶ 지역보건과 ☎ 2091-4693~4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건강검진 

일시 : 1월~12월(연중실시), 무료 방법 : 공단발송 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사전예약 

▶▶ 의약과 ☎ 2091-4522,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구분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
[1978년~1998년생 세대주, 1953년~1976년생 

세대주 및 세대원] 중 홀수 출생년도

1977년생

1951년생

검진항목
흉부방사선촬영, 뇨, 혈액검사등 

기본검진 + 암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암검진

검진주기 2년마다 짝·홀수 출생년도 해당 연령 1회

도봉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족   장소 : 도봉구보건소 7층 대강당 

▶▶ 지역보건과 ☎2091-4554

일정 시간 내용

11.6.(월)

14:00

~

16:00

참부모 되기, 애착교육

11.13.(월) 태교, 신생아 관리(목욕하는 법 등)

11.20.(월) 임산부 구강, 투약관리

11.27.(월) 출산, 순산체조

12.04.(월) 모유수유 “완모수 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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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모집

일시 : 수시 지원 가능

대상 : 도봉구 지역 모든 예술 동아리 / 전화접수

내용 :  관내 활동중인 생활예술 동아리 및 활동 원하는 동아리 지원

▶▶ ☎ 070-4949-7642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다스리기 <만화로 나와 대화하기>

일시 : 11.11, 18, 25.(토) 3회 진행, 10:00~12:00

장소 : 서울특별시 다방구 카페(서울 도봉구 노해로60길 65)

대상 : 직장에 근무 중인 도봉구 주민 10명 선착순 모집

신청 : 홈페이지(www.dbfac.or.kr) 및 전화접수

내용 :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법, 직장 동료와 소통의 기술 등

▶▶ 도봉문화재단 기획홍보팀 ☎ 908-2900

<도봉 예술마을 만들기> 결과전

일시 : 11월 말(장소 추후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내용 :  <도봉 예술마을 만들기> 활동결과 전시

▶▶ 도봉문화재단 기획홍보팀 ☎ 908-2900

함석헌 기념관 생활문화강좌(원예)

일시 : 11.9.~11.30.(매주 목요일) 총 4회

장소 : 함석헌 기념관 유리온실

대상 : 도봉구민(선착순 15명 전화접수)

내용 : 다육식물 미니가드닝 강좌(재료비 회당 5천원/총 20,000원)   

▶▶ 함석헌 기념관 ☎ 905-7007

간송 오마쥬,  솜씨좋은 나날

일시 : 10.28.(토)~29.(일) 2일간

장소 : 간송옛집

내용 :  오픈행사, 작은음악회, 동아리작품전시, 간송문화재사진전 

전통공예체험, 문화가 있는날 ‘간이역 따라 시간여행’

▶▶ 간송옛집 ☎ 954-5757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소공연

일시 : 11.11.(토) 17:00

장소 : 방학1동 주민센터 학둥지 마을활력소

내용 :  7월 개관한 마을활력소에서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소공연

▶▶ ☎ 070-4949-7642

프로그램 일시

<도서관과 인문학> 저자 강연 

(정희진, 엄기호, 김지우)
11.4, 11, 18.(토) 14:00~16:00

인문학 역사기행(한양도성과 낙산) 11.12.(일) 10:00~13:00

<김수현 작가와의 만남> 11.25.(토) 14:00~16:00

창골붕붕도서관 자원활동가 모집 금, 토 11:00~14:00

주말어린이프로그램(초등학생) 매주 토요일 

소식지 사연모집(이용 및 프로그램 후기 등) 상시/dblibnews@daum.net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프로그램

▶▶ ☎ 900-1835~6

프로그램 일시

경제야 놀자(초3~6학년) 11.4.(토) 10:00~12:00

가족과 함께 연극놀이 11.4.~25.(토) 14:00~16:00

만화작가와 함께하는 ‘나만의 만화책 만들기’ 11.9.~12.14.(목) 16:00~18:00

우리랑 영어놀이 할래?(5~7세) 11.11, 18, 25.(토)

영화가 있는 수요일(전연령) 11.29.(수) 17:30~20:00

언니와 함께하는 영어동화(5~8세) 매주 토, 일요일

북스타트데이(3개월~취학전) 2, 4번째 목요일 10:00~12:00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프로그램

▶▶ ☎ 995-4171~2

프로그램 일시

문학이 흐르는 샘말 미니공방(성인) 11.3.~12.22.(금) 11:00~13:00

꽃으로 만드는 동화책 속 한 장면(초2~4학년) 11.7.~22.(화) 16:00~17:00

북스타트데이(3개월~취학전) 2, 4번째 목요일 10:00~12:00

영어책 읽어주면 안잡아먹지(유아) 매주 토, 일요일 15:00~17:00

학마을도서관 프로그램

※  11월 테마도서 전시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 할머니, 할아버지와 관련된 도서전시 / 독후활동지 추첨 선물 증정

▶▶ ☎ 955-0655

프로그램 일시

부모특강<다산의 자녀교육법> 11.4.(토) 14:00~16:00

아동권리교육<소중한생명 소중한어린이> 11.18.(토) 17:00~18:00

<열매들의 외침> (7세~초3 가족) 11.25.(토) 10:00~12:00

문화가있는수요일 <빛그림 공연> 11.29.(수) 19:30~21:00

서울까치서당 2학기(초3~6학년) 매주 수 16:00~18:00

글쓰기의 숲에서 치유를 만나다 매주 목 10:00~12:30

도봉YOUTH 미디어로 날다 5기 매주 토 14:00~16:00

기적의 시네마 매주 일 14:00~

도봉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

▶▶ ☎ 3493-7171 

일정 전시명

11.8.(수)~11.19.(일) 실 & 바늘이야기(자수공예)

11.22.(수)~12.3.(일) 허수정 작가 개인전(금속공예)

함석헌 기념관 11월 주민참여 작품전시회

장소 : 함석헌 기념관 씨알갤러리(도봉구 도봉로 123길 33-6, 쌍문동) 

▶▶ 도봉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070-4949-7583

프로그램 일시

마음을 나누는 친구인형 만들기(초4~6학년) 11.18.(토) 9:30~12:00

북스타트 후속활동 2, 4번째 목 10:30~11:30

북스타트데이(3개월~취학전) 매주 목 10:00~12:00

이야기담요에서 그림책읽기(유아) 매주 화 16:00~17:00

일요 시네마극장(누구나) 매주 일 14:00~16:00

무수골도서관 프로그램

▶▶ ☎ 3492-0078

도봉 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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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 901-5033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

아쿠아로빅8반 토 16:00 20,800원

GX : 건강한 생활을 원한다면 창동 GX 901-5024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대상 강습료

댄스스포츠1 화, 목 12:00 성인 33,000원

이지최신방송댄스 화, 목 18:00 청소년 이상 33,000원

주말야구 토 11:00 초등학생 66,000원

주말SNPE체형교정운동2 토 12:30 누구나 55,000원

주말농구교실3 토 16:30 어린이·청소년 33,000원

헬스 : 901-5039

프로그램명 시간 대상 강습료

3040다이어트 1회 60분, 2개월 20회 30·40대 616,000원

창동축구장 : 중학생 체력증진을 위한 축구교실 901-5033

창동문화체육센터   901-5024
도봉구 노해로 69길 www.dobongsiseol.or.kr 

 901-5170, 5174
도봉로 180나길 한신쇼핑타운 지하 2층 www.dobongsiseol.or.kr  

도봉실내수영장

프로그램 대상 일시 수강료

효도수영 만55세 이상 월, 수, 금 15:00

<성인 남녀>

주5회 : 72,600원

주3회 : 48,400원

주2회 : 32,300원

여성수영 만65세 미만
월, 수, 금/

화, 목/월~금
10:00

아쿠아로빅 성인남녀
월, 수, 금 18:00

화, 목, 토 14:00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배드민턴

교실

성인, 

청소년

월, 수, 금 18:30, 19:30, 20:20
84,000원

화, 목, 토 18:30, 19:30, 20:20

도봉실내배드민턴장  901-5180
도봉로180길 84 www.dobongsiseol.or.kr  

도봉구민회관  901-5160~2
도봉구 도봉로 552 www.dobongsiseol.or.kr 

영유아강좌 : 우리 아이 두뇌 up! 성장 up!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위즈펀 10~39개월 화
10:30, 11:20

12:10, 13:00
25,000원

날아라병아리 5~36개월 월 11:20, 12:10 25,000원

베이비싸인 5~20개월 목 14:30, 15:20 25,000원

키즈밸리댄스 5~12세 금 16:30, 17:30 25,000원

놀이발레 4~7세 금 14:50, 15:40 25,000원

체육강좌 : 건강 생활 지킴이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1개월)

올댓댄스
성인여성

화, 목 11:00 25,000원

라인댄스 화, 목 12:00 25,000원

사교, 자이브
성인남녀

토 13:00 20,000원

k-pop댄스 화, 목 19:00 25,000원

<도봉구민회관 지하식당 및 예식홀 공사 안내>
도봉구민회관 지하식당 및 예식홀 재조성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이 예상

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사기간 : 2017.8.21.~11.30.   문의 : 901-5160~2

<도봉청소년독서실 휴관 안내>
도봉청소년독서실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보강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공사기간 : 2017.10.1.~2017.12.31.(예정)  

공사내용 : 도봉청소년독서실 구조체 보강 공사

※ 2017년 10월 1일부터 도봉청소년독서실 전면 폐쇄로 시설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계획은 공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뮤지컬 <이솝이야기 / 엄마의 잔소리>
일시 : 11.23.(목)~11.24.(금)(1회 10:10 / 2회 11:20)

장소 :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

대상 : 만 24개월 이상

요금 : 일반-10,000원, 단체-전화문의

예매 : 전화(DUBU기획 : 2654-6854)

※ 극단 사정으로 공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일공연은 단체대상으로 단체 및 일반예약 필수

공단소식     901-5000
www.dobongsiseol.or.kr 

초안산창골축구장 : 즐거운 축구교실 901-5127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강습료

단체반(상담 후 결정) 월~토 15:30 40,000원 주1회

선수육성반(초등부) 월, 수 17:00 88,000원 주2회

유치부(5~6세) 토 11:00 44,000원 주1회

유치부(7세반) 토 13:00 44,000원 주1회

초등부(1, 2학년) 토 12:00 44,000원 주1회

초등부(3, 4학년) 토 11:00 44,000원 주1회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강습료

축구교실 중등부 일 16:00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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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4기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기간 : 2017년 10월~12월<3개월> ※현재 방문접수중 (905-4026) 

강좌명 수강료

•명심보감 •교양한자(초급·중급) •한글궁체반 30,000원

•우아한멋 동양매듭 •목요수채화 •인물크로키 •손금과 적성 

•사주와 관상 •논어강독 •자연과멋과붓의만남(한글서예) 

•야간시중과 명리 •야간 드로잉 •야간주역 

45,000원

•김매자류춤 •유화 •여행드로잉(1반·2반) •색연필일러스트 

•우쿠렐레(초·중급) •플루트앙상블 •별빛 기타반 •바이올린 

•보태니컬아트 •프레스플라워 •영어말하기를 위한 기초문법 

•영문캘리그라피 •교양한자 고급 •야간 수요서예(한글, 한문) 

•토요서예 •청소년 소리예술단

60,000원

•속성여행드로잉(매주 토/ 10:00~13:00 / 11월 1개월 과정) 60,000원(1개월)

도봉문화원  905-4026 
도봉로552(창동) www.dobong.or.kr

서원창건 444주년 도봉서원 추향제 봉행  
일시 : 10.29.(일) 11:00  장소 : 도봉산 제1휴식처 

정암조광조, 우암 송시열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는 도봉서원 추향제 봉행

제18회 도봉문화예술제_여기가 행복 무대라오.
일시 : 11.18.(토) 16:00  장소 :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11월 역사문화탐방 참가자모집 
탐방일 : 11.8.(수) 인천 강화

접수일 : 11.2.(목) 9:00 도봉문화원 302호 방문접수00명 / 참가비 40,000원

프로그램 대상 일시

통기타A/B, 드럼A/B/C/D 초4 이상

4분기

(10~12월)

다이어트

댄스는 

매월접수

주니어발레A, 가베A/B, 창작미술B 유아

주니어발레B/C, 창작미술A, 한자 초등

한마음특화 (미술, 댄스, 체육, 음악) 장애청소년

금요드럼A/B/C/D, 수요드럼, 

발레핏, 다이어트댄스A/B
청소년, 성인

쌍문동청소년 문화의집  908-0457
시루봉로2길 34(쌍문동) www.smy.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창작미술, 영어발레, 체형교정 유아발레, 가베 5세~초2

프로

그램별 

상이

바이올린, 통기타, 드럼, 보컬, 뮤지컬댄스, 초등발레
초~고

캐릭터교실, 스피치교실, 캘리그라피, 토요바둑

필라테스, 발레, 우쿨렐레, 통기타, 드럼, 캘리그라피, 요가 성인

부모교육무료특강 “심리적 접근” 부모 10.25. 14:00

쌍문동청소년랜드  999-0170
노해로 140(쌍문동) http://www.youthland.net

프로그램 대상 일시

토요 드럼 10세 이상 매주 토 9:00 ~

창의력 쑥쑥 종이접기반 초등학생 매주 토 13:00

역사와 함께하는 역사논술 초등학생 매주 수 17:00

즐거운 통기타 청소년 매주 토 10:00

성인 영어 회화 성인 매주 목 10:00

창동청소년 문화의집  908-0924
덕릉로62길 89(창동) www.dazzl.org 

대상 : 9~24세 학교 밖(위기) 청소년, 전액 무료(선착순 모집)

프로그램 일시 내용

이루다 상시 심리, 정서지원 및 학업동기강화 

꿈드림 스마트교실 상시 검정고시 준비 1:1학습멘토링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9.12.~11.23. 캘리그라피 자격증 취득과정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50-9646, 8~9
www.db1318.or.kr 

대상 : 9~24세 청소년

프로그램 일시 비용 내용

개인상담 상시
청소년 5천원

성인 1만원

심리적 지지와 

문제해결력 향상 도모

심리검사 상시 종류별 상이
종합심리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 진로검사 등

찾아가는 상담 상시 무료
위기(가능)청소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 지원

학습클리닉
매주 수, 목 

15:00~20:00
1회당 3만원

학습동기, 자신감이 부족한 

청소년의 학습전략 고안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0-9641~5
www.db1318.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요리교실 프로그램 유아~성인 11월 중

K로봇대회 전국 청소년 11.12.(일)

이동과학관(저소득 및 소외계층 청소년 단체 대상) - 협의

토요성문화놀이터 초등고학년 11.4. 14:00

토요성문화놀이터 유아 11.18. 14:00

창동청소년수련관  950-9600
노해로69길 132(창동) www.cdyout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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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여성센터  955-0104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bongwoman.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바우처산후도우미 인터넷접수 여성
신청 10.10.~11.6.

교육 11.6.~11.24.

정리수납전문가 인터넷접수 구민 누구나 11.20.~12.18.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956-9620~3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bongwoman.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집단상담(취업Dream) 16회차 경력단절여성 11.6.~11.10.(총5일)

워킹맘을 위한 똑똑수납정리1 취업여성 11.7.(화) 19:00~21:00

워킹맘을 위한 똑똑수납정리2 취업여성 11.9.(목) 19:00~21:00

업무능력레벨up! 4대보험실무처리 취업여성 11.27.(월) 14:00~17:00

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  994-3341~2
우이천로4길 24-5 www.doccic.go.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영아

아장아장 요리야 놀자 18~36개월 (화) 11:00

아장아장 오감놀이 12~24개월 (수) 15:00

아장아장 신체놀이 18~36개월 (화) 15:00

맛있는 그림책놀이 18~26개월 (수) 14:00

클로버 부모자녀체험 18~38개월 (금) 12:00, 15:00

유아

도담 신체 나눔이 요리 4~7세 (토) 11:10, 12:10

보듬이 미술 나눔이 요리 4~7세 (토) 10:00, 13:00

놀이하고 미술하고 4~5세, 6~7세
(수) 15:00, 16:00

(금) 15:30, 16:30

보나아뜰리에 5~7세 (목) 16:00

맛있는 그림책 놀이 5세, 6~7세 (수) 15:00, (수) 16:00

맛있는 그림책 극놀이 6~7세 (수) 17:00

맛있는 그림책 영유아부모 매주(목) 11:00

시간제보육 6~35개월 월~금 9:00~18:00

육아종합지원센터(방학동)  3494-3557
우이천로4길 24-5 www.doccic.go.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존중받는 아이, 함께 크는 부모’

영아부모 11.7.(화) 10:30

유아부모 11.14.(화) 10:30

가정내놀이환경점검 부모교육 영유아부모 11.16.(목) 11:30

대체교사 인력(인건비) 지원 관내 보육교사 연중 수시 지원

부모상담(방문양육상담) 영유아부모 둘째, 넷째 화 오전

놀이치료 10세 이하 월~토 운영시간 내

시간제보육 6~35개월 월~금 9:00~18:00

※ For program inquiries, please call the contact number indicated on the top right corner
※ 건강가정사업 http://dobong.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사업 http://dobonggu.liveinkorea.kr

프로그램 대상 내용

중국언어와 

문화놀이 

6~7세 자녀를 

둔 가족

내용 : 공동육아나눔터(구민회관 2층) 

가족프로그램

일시 : 11.8.~11.22.(매주 수) 16:00~17:00

부부힐링 

결혼검진

관계점검을 

원하는 부부

내용 : 부부관계 심리검사 및 해석

일시 : 목요일 야간, 토요일 오전(일정 협의)

음악치료 

집단상담

“가족 하모니”

초등 4~6학년 

자녀와 부모

내용 :  음악을 활용한 부모-자녀 관계 증진 

집단상담

일시 : 10.11.~11.15.(매주 수) 19:00~21:00

놀이치료 

집단상담

“즐거운 우리집”

유아~초등 

3학년 자녀와 

한부모

내용 :  놀이를 활용한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및 양육코칭

일시 : 10.21, 28.(토) /11.11, 18.(토) 14:00~15:30

청소년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자녀 부모

내용 : 청소년기 이해와 부모역할, 대화법, 

자녀의 진로

일시 : 11.13.(월), 15.(수), 17.(금) 19:00~21:00

예비부모·

출산교실

임신, 출산 

계획 중인 

예비부모

내용 : 영·유아 물품 만들기, 손 유희, 

재무관리 교육 등

일시 : 11.7.(화) 13:30~15:3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도봉로 552(창동) 구민회관 2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 

   무료 가족상담(법률관계 상담 및 놀이, 미술치료, 전화, 사이버 상담)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외국인·북한이탈가족

프로그램 대상 일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료상담 도봉구민 누구나
월~금

10:00~16:00

창동노인복지센터  906-2968
www.changseni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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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체육 & 보육

＊접수 및 문의사항 ☎ 990-4141∼2(도봉구체육회)

＊접수방법 :  체육회 전화 연락 후 각 종목 강습비 계좌 입금 

(분기별 개월 수는 다를 수 있음)  

강습비용은 대관료 등으로 선 지급되므로 환불되지 않음.

종목 일시 시간 장소 전화문의

배드민턴
월, 수, 금 9:30~12:00 도봉동 

배드민턴장

990-4141, 2

화, 목, 토 9:00∼13:00 010-6264-6970

탁구 월~일 10:00~23:00 챔피언·리라탁구장 990-4141, 2

족구 토, 일 14:00~18:00 정보도서관 앞 족구장 010-6339-8646

지루박,

댄스스포츠, 

블루스

월, 수, 토
10:00, 10:30,

12:00
보건소 지하

010-6271-3865

줌바댄스,

지루박
화 11:30 방학1동 주민센터 지하

검도 월~금 15:00~23:00 검도 연합회 010-3648-8500

주짓수 화, 목 15:00~19:00 Top 체육관 010-4448-3033

배구(남) 일 10:30~13:30 백운 초등학교 체육관 010-2420-3354

택견 월~금
7:00~8:00 도봉산 만남의광장 010-5244-4818

19:30~20:30 도봉천 010-9988-1571

육상 화, 목/일 20:00/7:30 창동교/도봉교아래 010-3631-9120

생활체조

(에어로빅)
월~금 7:00~22:00

쌍문근린공원/초안산/도

봉천/도봉사매표소위등
990-4141, 2

도봉구체육회  990-4141∼2 

구분 운영요일 장소 대상 및 인원 연락처

여성배구
매주 화·목

19:00~21:00

쌍문 

초등학교

도봉구 거주 

만20세 이상 

여성 누구나

※다문화가정 

여성환영

2091-2292

여성축구
매주 월·수

10:00~12:00 창동 인조잔디

축구장
2091-2294  

장애청소년축구
매주 월

16:00~18:00
누구나

※선착순 접수, 강습비 무료

복지체육교실  2091-2292, 2294

도봉구청 테니스선수단과 함께하는 

『원 포인트 클리닉』 강습생 모집 

일시 : 11.15.(수) 10:00∼12:00 

장소 : 창동실내테니스코트

대상 :  테니스를 좋아하는 도봉구민 누구나(50명),  

무료(전화접수)

내용 :  도봉구청 테니스 선수단 감독, 선수가 강습자 단점보완 및 기술전수

▶▶ 문화체육과 ☎ 2091-2293 / 창동실내테니스코트 ☎ 902-5775

행사 1 개막공연

행사 2 아동친화시설 ‘위드’ 개관식 및 축제부스 운영

제1회 도봉 아동권리축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도봉구에서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아동친화시설을 개관하고,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이 

참여한 전통과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아동권리축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일정 -

11.15.(수)~16.(목) 사전행사 ‘길놀이’(플래시몹 등)

11.17.(금) 19:00 개막공연 ‘신소공녀’

11.18.(토) 창2동 ‘위드’ 개관식 및 축제 체험부스 운영

『아동친화도시 인증 1주년 기념』 융합퍼포먼스 신소공녀

일시 : 11. 17.(금) 19:00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대상 :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 

(무료관람) 

내용 :  프린시스 호지슨 버넷의 원작 

소공녀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작품

신청방법 :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 

참여 → 구정참여 →  인터넷접수/예약 

(선정자 400명 개별문자통보) 

신청기간 : 10.26.(목)~11.10.(금)까지 

 

▶▶ 교육지원과 ☎ 2091-2362

도봉청소년누리터 ‘위드(WITH)’ 개관

구분 사전행사 개관식 아동권리축제 부스

일시 11.15.(수)~16.(목) 11.18.(토) 14:00
11.18.(토) 

11:00~17:00

장소
‘위드’ 주변 

(신창시장 옆)
‘위드’ (2층) ‘위드’ 시설 안팎

내용

아동청소년이 

기획, 참여하는 

길놀이,플래시몹 등

아동친화시설 위드 

개관기념식

체험부스, 축하공연

(마리오네뜨 인형극) 

등

▶▶ 교육지원과 ☎ 2091-2364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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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결정공시일 : 10.31.

이의신청기간 : 10.31.~11.29.(30일)(※제출자-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 :  방문(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신청  

-  도봉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

 ※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방문 및 전화상담)

▶▶ 부동산정보과 ☎ 2091-3723~5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상담 안내

상담 및 접수 대상 

: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공익침해·청탁금지법위반 신고, 

무료법률상담 등

상담 및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전화(우편은 접수, 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전화 : 국민콜 110(정부민원상담), 부패신고 1398

 - 위치 :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5호선 서대문역 7번 출구 200m,  

2호선 충정로역 3번 출구 500m)

알아두면 유용해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2017.1.1.이후 출생신고하는 자)

신청 : 동 주민센터(신청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 통장사본 등 )

사업내용 장애등급 지원금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6급 150만원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1~3급 150만원

▶▶ 노인장애인과 ☎ 2091-3077

서울형 긴급 주거비 지원

지원기준(※신청 :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1인 1,404,991원, 4인 3,797,273원)

  - 재산 18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거주에 필요한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기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 복지정책과 ☎ 2091-3013 정치후원금 기부하세요

정치후원금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이자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게 하여 

발전적인 정치풍토를 조성하며, 후원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는 

경제적 해택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 정치후원금 센터 www.give.go.kr /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 2281-1390

창5동 주민센터 건축법률 무료 상담소

일시 : 11.15.(수) 13:30~17:30

장소 : 창5동 주민센터(직접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 :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내용 : 건축허가절차, 위법건축물 관련, 각종 분쟁, 민원서류 대행

▶▶ 건축과 ☎ 2091-3664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신청 안내

기간 : 2017년 10월∼12월

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조정이 필요한 다수민원단지 5개소

내용 :  분쟁이 심각한 아파트에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팀을 파견하여 상담·조정 등을 통해 분쟁 해결

▶▶ 주택과 ☎ 2091-3502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일자리경제과 ☎ 2091-2864

신청기간 : 2017.11.13.~11.2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사업기간 : 2018.1.10.~6.30.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도봉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근로조건 : - 65세 미만 : 주5일, 1일 6시간 근무, 1일 46,000원(식비 3,000원 별도)

- 65세 이상 : 주5일, 1일 3시간 근무, 1일 23,000원(식비 3,0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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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조건 :  2억원 이하, 연리 2%(2년거치 3년균등상환),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

절차 :  은행 사전상담 → 도봉구청 신청서제출 → 대출  

→ 사용내용확인서 제출

내용  :  중소기업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설, 운전,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구청 교부),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일자리경제과 ☎ 2091-2874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감지기와 소화기만으로도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지킬수 

있습니다. 가족 생명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가족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 발생을 단독으로 감지하는 장치) 

(※ 구입 : 소방용 기기 취급 판매업소, 대형마트 등) 

▶▶ 도봉소방서 예방팀 ☎ 3492-3447

알림마당 17
알아두면 유용해요

2017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신청 : 11.13.(월)~24.(금)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일자리경제과

대상 :  도봉구 거주, 재산세 연 20만원이하,  

월평균 소득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구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인 가구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5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금액 2,501,630원 3,753,790원 4,987,570원 5,704,870원 5,768,650원

용도

(※ 생활비, 빚 상환 등 용도 불가, 관외이주 및 타용도 이용시 즉시상환)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융자조건 : 3천만원 이하, 이율 연2%,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심사 :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 3491-1188 내선 311)

 ※ 12.20.(수) 이후 대출예정, 은행 신용대출심사 통과해야 함

  - 융자 후 지출 증빙서류 구청 제출(증빙서류 미제출시 융자금 환수)

▶▶ 일자리경제과 ☎ 2091-2863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만나는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며,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경제성장, 안정과 통합, 환경보존의 조화를 지향하는 성장을 

뜻합니다.

접속 방법은요?

   - 모바일 : ‘버라이어티 도봉 APP’ 다운 → [지속가능] 메뉴 선택

   - 인터넷 : sd.dobong.go.kr

▶▶ 지속가능발전과 ☎ 2091-4823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대상 :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폐질환이 의심되는 시민 

기간 : 2016.7.1~ 

지원 :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

신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조사 신청

 ※ 문의 : 전화(1833-9085) 및 인터넷(www.healthrelief.or.kr)

▶▶ 환경정책과 ☎ 2091-3244

주제 :  우리동네(도봉구)를 주제로 한 5분 이내의 영상 

(도봉구 역사문화시설, 우리 동네의 독특한 행사,  

축제 등 도봉구와 관련된 일상을 담은 영상)

일정 : 7.3.(월)~11.24.(금) 18:00까지 

대상 : 전 국민 누구나

작품규격 : 2분~5분 미만의 영상

※  서식다운로드 : 도봉구 홈페이지 >> 알림/예산>> 공지사항 

도봉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dbs.dobong.go.kr)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스마트폰 영상제

▶▶ 홍보전산과 ☎ 2091-2668

접수방법  

 -  우편(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스마트폰 영상제 담당자 앞)

 - 방문 :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  

이메일 yoons@dobong.go.kr

시상 :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2명(팀) 70만원  

장려상 5명(팀) 30만원

구립 봉안당 ‘도봉구 추모의 집’ 이용 안내

사용자격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재) 효원가족공원 내

사용기간 및 사용료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기타관리비

일반주민
최초 15년 200,000

최초 15년 :  

45만원

1회 연장시 :  

16만원

5년 연장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장애인연금수급자

최초 15년 100,000

5년 연장 50,000

▶▶ 노인장애인과 ☎ 2091-3056, 효원가족공원 ☎ 031-354-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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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1동 마을활력소 학둥지 이모저모

「현직 커피 CEO에게 배우는」 바리스타 One-stop 프로젝트

대상 : 만19세~40세 미혼 남녀

접수 : 11.3.까지 (※ 강의 11.4.부터)

내용 :  바리스타교육(수강료 무료) → 자격증 → 실무 인턴십 

「주민이 기획하고 후원하여 참여하는」 방학1동 변신은 무죄 - 라온축제

일시 : 11.11.(토) 11:00~18:00

          (※17:00 특별공연 : 도봉구 주민예술 동아리)

내용 : 생활용품의 다양한 변신(자전거, 깡통, 조각천, 커피 등), 

이뻐지는 나, 버스킹 공연, 작은 장터 등

벼룩시장 참여자 모집 :  전화접수 및 1365포털

주관 :  방학1동마을계획단 마을축제분과 및 마을활력소 운영진

▶▶ 방학1동주민센터 ☎ 2091-5603, 5607, 5612

방학2동 ‘좋아서 하는 마을총회’

일시 및 장소 : 11.4.(토) 17:00 / 방학초등학교 체육관 

대상 : 방학2동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내용 :  마을계획 및 마을의제 발표, 주민투표 등

[사전마당] 아동청소년 작은축제(13:30~16:30) 보드게임대회, 먹거리마당 등

주관 : 방학2동 마을계획단

▶▶ 방학2동 주민센터 ☎ 2091-5648

마을회관 “꿈빚는 마을 방아골” 대관

위치 : 도봉구 시루봉로15라길 31(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옆) 

시설 : 모모의 다락방(2층), 꿈빚는 마을극장(지하 1층)

시간 및 대관료 :  월~금 9:00~18:00 / 시간당 5천원

▶▶ 협동조합 방아골사람들 ☎ 010-4755-8563 / 마을공동체과 ☎ 2091-2472

2017 찾아가는 마을학교

기간 : 2017.10.~12.(3개월 간) 

장소 : 어디든 찾아갑니다(수강료 무료)

내용 :  마을공동체 및 마을사업 프로세스 이해, 실천사례 공유

대상 : 지역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있는 주민모임(최소 5명이상, 신청제)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6952-6722~5

마을·사회적경제 어울림한마당

행사 일시 장소

마을명랑운동회
11.17.(금) 

10:00~15:00
도봉구청 지하1층 실내체육관

사회적경제장터
11.18.(토) 

12:00~18:00

플랫폼창동61 일대

(창동역 1번 출구)

▶▶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6952-6954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프로그램

위치 : 창동역 2번 출구 역사하부

프로그램 기간 참가비

캘리그라피(초급반)
매주 화 19:00(A반)

매주 목 10:30(B반)
11월∼1월(3개월)

수강료 : 3만원

재료비 : 3만원캘리그라피(중급반) 매주 수 18:00

▶▶ 너른마루 ☎ 904-5682 / 마을공동체과 ☎ 2091-2472

마을북카페 “행복한 이야기” 프로그램

위치 : 창동역 1번 출구 역사하부

프로그램 기간 참가비

한자사랑 고전읽기

(논어로 배우는 지혜)
매주 월 10:00 무료

창동인문학(순자) 1, 3주 금 9:30 무료

행복한불끄기

(캔들나이트)
매월 마지막주 금 20:00 무료

캘리그라피
매주 수

19:00(A반) / 20:30(B반)

2만 5천원

(재료비 별도)

화공뭐공

(핸드메이드 바느질 공방)

11.7.∼11.28.(화)

10:00∼13:00

5만원

(재료비 포함)

▶▶ 행복한 이야기 ☎ 954-7145 / 마을공동체과 ☎ 2091-2472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 11월 프로그램

위치 : 도봉구 도봉로 143길 38(도봉구 쌍문동 정병원 주변)

대상 : 주민 누구나, 10명 내외, 수강료(무료), 재료비(별도부담)

※ 3인이상 주민모임 대관 : 화(14:00∼18:00), 금(10:00~14:00), 시간당 5,000원

모임명 프로그램 요일 시간

마즐

(마을에서즐겁게)
소품(컵보자기 등) 20일(월) 10:00~14:00

일자리경제과 우리동네 일자리 상담 13(월), 27(월) 14:00~17:00

함다락, 

도봉구 보육반장
찾아가는 육아상담 등 매주 화 10:30~12:00

클로버
창작심리미술활동 및 

상담 등
15일(수) 14:00~16:00

작은나눔의 행복

양말인형,  

아로마비누 만들기 등
매주 목 10:00~13:30

파스텔화 그리기 매주 목 13:30~15:30

페이스페인팅, 

캘리 중 1종
매주 목 15:30~18:00

수제bee
캘리 석고방향제 3일(금) 14:00~16:00

비즈팔찌 만들기 10일(금) 14:00~16:00

▶▶ 마을공동체과 ☎ 2091-2463, 방학생활 ☎ 955-0808

18 우리마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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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저곳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 되었다고 문구를 보았지만 우리 동네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인지 쉽게 찾아가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여 교육받으러 방문하게 되었다. 교육은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강당은 무대가 아래에 있고 사람들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만들어 져 있었다.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고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적의 도서관 설립정신 꿈의 텃밭,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 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별자람터라는 곳에는 추천도서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동하니 수많은 책들이 즐비하게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수납을 해 놓았다. 모든 시설에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담겨있었다.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깨끗하고 정돈된 곳에 와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려 책보며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기적의 도서관을 다녀와서

지난 9월 엑스퍼트 대부도 연수원에서 도봉구 마을 리더 통합 연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도봉구 14개동 마을 리더가 모여 열띤 토론을  

펼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며 협치 도봉을 위한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하루였다.

각 마을 리더는 그 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성과와 함께 개선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리를 옮겨 리더를 바꾸고 더 나은 마을을 만들

기 위한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서로 협력해야만 가능한 게임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확연히 깨닫는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이웃의 리더를 만나고 

내가 사는 마을이 더욱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

다. 문명의 발전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좋아졌으나 개인의 삶은 오히

려 예전보다 더 외로워진 요즘 이웃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따뜻한 도

봉을 기대한다.

다 함께 만들어요!! 협치 도봉
이병숙

정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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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된 작품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접수 : 11.4.(토)까지 A4용지 1/2장 이내(200자 원고지 3장 내외) 

※ 우편 접수하는 경우, 11.4.(토) 도착분까지 유효

주제 : 제한 없음(일상생활 이야기, 이웃들의 사연, 우리동네 자랑거리 등)

보내실 곳 : 

우편(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홍보팀)

이메일(amairo@dobong.go.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 홍보전산과 ☎ 2091-2902~4

구민의 소리 안내

가을愛 도봉
이수진

유난히 길게 느껴진

시커먼 먼지 뿌연 바람 가득찬 더위

차마 잃을까 오지 않을까 그리워 지켜보던 하늘

달력 끝으로 왠걸하며 싱그런 바람되어 인사하고

푸르른 하늘을 내어주며 미소짓게한다

도봉의 한길 한걸음마다

새 숨을 편안히 내어보게 하고

감사함에 새삼 마음마저 풍요롭다

누군가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외로웠다면 쓸쓸했다면 슬펐다면

하늘 한 평 내어주고 괜찮다 응원해주길…

시절은 가을을 잊지 않았고

고통은 변화 속에 옅어진다

잔뜩 예민해진 어깨도

이런 가을이 좋아 잠시 긴장을 내려놓는다

그래도 그럼에도 그래서…

블로그기자단 http://blog.naver.com/happydobong

10월은 축제의 시기입니다 여기저기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봉구에서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도봉구 등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봉구 등축제는 이번이 6회째 이어오는 도봉구의 대표적 가을축제입니다

올해 10월축제 밤에 갈만한 곳 도봉구 등축제는 2020년 완공 예정인 창동 로봇테마 

박물관과 만화마을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로봇을 주제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

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등축제인만큼 등으로도 둘리와 둘리 가족을 만날 수 있구요, 올해 도봉구 등축제의 

주제는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매달려 있는 로봇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로

봇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축제에서는 등을 보는것뿐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작성해 매달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소원 용지를 모아서 2018년 

정월대보름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시에 태울 거라고 하네요

도봉구 주민이 만든  등과 체험할 수 있는 재료들~체험도 가능합니다.

블로그 기자  임황근

도봉구 등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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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사람들

영원히 젊게 사는 그들 _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회원들을 만나다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는 1988년에 창단하였으며,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회원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다. 

2011년에는 국민 생활 체육 전국 게이트볼 연합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신년 교례회에서 전국 시군구 연합회 중 최우수 연합회로 

선정되기도 한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제24회 도봉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가 열린 10월 17일, 창동 게이트볼장을 직접 찾아가 박성덕 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을 만나 게

이트볼에 대한 이야기, 연합회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10월 17일, 창동에 위치한 도봉구 게이트볼장은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로 가득 차 있

었다. 이날은 제24회 도봉구청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지만, 사실 대회가 없는 날에도 많

은 회원들은 연습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찾는다고 한

다. 게이트볼을 즐기는 주민들간의 친목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해 왕성히 활동하는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

회 사무실도 이곳 게이트볼장 한편에 위치해 있다.

이날 만난 박성덕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은 게

이트볼을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남녀노

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있으며 특히 노인들이 부상의 

위험없이 체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운동을 하기위해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등, 게

이트볼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연합회 회원들 중에서, 친구의 

권유로 1년전부터 게이트볼을 시작했다는 김정숙 회

원(도봉2동)은 게이트볼을 하고부터 체력이 너무 좋아

졌고, 또 게이트볼이 자칫 정적인 스포츠로 보일수도 있지만 경기를 하다보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재미있고 즐거워

서 삶의 큰 활력이 되었다며, 게이트볼이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구민들이 함께 

이러한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매년 도봉구청장 배 게이트볼 대회,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며 현재 활동하는 회원은 170여

명으로 초보자 및 어르신을 위해 강습도 진행하고 있으며, 인조 잔디 

구장이 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다.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은 주민은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 995-3465)로 전화를 하거나 창동 게이트볼장 사무실로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는 회원들

도봉구 게이트볼 연합회 박성덕 회장 제24회 도봉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개막식 

게이트 볼[Gateball ]이란?

스틱으로 공을 쳐서 3개의 게이트를 정해진 순서대로 통과시킨 뒤 골

폴에 맞추는 것을 겨루는 경기로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것이 플레이의 

기본이며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이라고 이름 붙였다. 

게이트볼은 5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펼치며, 경기시간은 30분, 

출발선에서 시작해 1~3게이트 순으로 통과한 다음 중앙에 위치한 골폴

을 맞추면 끝난다. 

일반적으로 선공격 팀이 붉은색 공, 후공격 팀이 흰색 공을 사용하며, 

게이트볼은 격렬한 몸동작이나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노인과 어린

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체육학대사전, 2000, 민중서관)

도봉 사람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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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언론보도사항

“도봉산만 아시나요? 도봉구는 문화·혁신교육 도시랍니다”

서울의 끄트머리, 기껏해야 도봉산 정도의 이미지로 인식되던 도봉구는 2012년 유희경·이매창 시비가 건립됐고 2013년에는 김수영문학관이 문

을 연 데 이어 2015년 둘리뮤지엄과 함석헌기념관이 생겼다.

2015년 7월 쌍문동에 둘리뮤지엄을 개관한 우이천 둘리벽화, 둘리 테마거리, 만화인 마을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밖에도 도봉구에는 김수영문학

관, 시인이자 역사가인 함석헌 선생의 옛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함석헌기념관, ‘창동의 세 마리 사자’로 불렸던 가인 김병로, 고하 송진우, 위당 정

인보 선생을 기리는 역사문화공원 등이 있다.

문화에 이어 마을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추진중이다. 구는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지

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교육사업을 벌이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안에서는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사업을 펴고 있다. 도봉구는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역 내 5개 학교 등과 시범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

난 3월부터 비교과 방과후학교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해업소가 폐업한 방학천 일대는 곧 한글문화거리로 조성되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대전차방호시설은 이달 중 예술창작공간

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17.10.15.

도봉역 근처 성균관대 야구장,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개발

서울 도봉구 지하철 도봉역 인근 성균관대 소유 야구장 부지가 주거·

업무·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19일 성균관대 

측 대표와 첫 만남을 갖고, 사업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사전 협상에 들

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대 야구장 부지는 도봉역 일대를 동북권의 주요 지

역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역 내 주거·업무·판매 등 중심 기능을 도

입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문

화·체육센터와 공원 같은 편의시설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는 앞서 사업계획안을 통해 1천3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

고, 8만 3천㎡규모의 복합 문화·상업시설을 짓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3천㎡ 규모의 공원과 1만㎡규모의 문화체육시설 등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상공모와 사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도시관리

계획 입안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2019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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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kingbusking

NON SPECIAL(넌 스페셜) 제1회 도봉청년축제
일시 : 11.4.(토) 16:00~19:30

장소 : 창동 문화의 거리(플랫폼창동61 앞마당)

주제 : 평범해도 괜찮아! 넌, 특별하니깐!

주관 : 도봉청년축제 민·관추진위원회

내용

#1. 청년! 너만의 인생여행을 응원하는 토크콘서트

     - 박나래(방송인), 조준기(‘여행에 미치다’ 대표)

#2. 가을밤 달달한 어쿠스틱 콘서트

     - 비노(VINO), SWiiSS, 장미꽃버스킹 청년기획단

   #3.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는 재미난 파티

     - 추억의 ‘동네오락실’, ‘뽑기’

     - 도봉구 청년프로젝트,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스 등

 #4. 취업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 타로카페, 이미지메이킹, 캘리그라피 힐링카페

토크콘서트

박나래(방송인)

토크콘서트

조준기(‘여행에 미치다’ 대표)

▶▶ 일자리경제과 ☎ 2091-2893

▶▶ 노인장애인과 ☎ 2091-3054

경로의 달을 맞아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가요사랑 콘서트를 개최하니많은 관람 바랍니다.

경로의 달, 도봉구민과 함께하는

가요사랑 콘서트 개최

일시 : 10. 28.(토) 13:30 (무료관람)

장소 : 도봉구 시립창동운동장특설무대(창동인조잔디축구장)

주최/주관/후원 :  도봉구 / tㆍbroad 도봉강북방송 /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 아이넷방송

출연 : 설운도, 진시몬, 오은주, 박우철 등 / MC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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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명품 웃음, 도봉의 명품문화

일시 : 2017.11.7.(화) 10:30
장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대상 : 도봉구민 누구나(선착순 입장)

「도봉구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수능시험장에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구요!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봉구가 응원하겠습니다.

잘 읽고, 잘 풀고, 잘 찍어서 수능 대박나세요~

11월 16일(목)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과
잠

바

도봉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김미화의 웃음과 눈물의 인생 역경 스토리로 풀어보는 

도봉구의 명품 이야기로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홍보전산과 ☎ 2091-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