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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모든 것을

구민과 함께 합니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구민과 함께 모든 정책을 결정·집행합니다.

협치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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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아동권리를 위한 옴부즈퍼슨 위촉하다!

지난해 11월 도봉구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12월에는 인증기념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현판식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 옹호를 도울 ‘옴부즈퍼슨’으로서 박동국 교육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했는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다소 낯선 이름 옴부즈퍼

슨(아동권리 옹호관)은 도봉구 내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

한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더불어 여론 형성, 법령 등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

으며 활동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도봉구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과 시설종사자, 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권리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세요.

전화 : 2091-2023, 2363

E-mail : dongguk70@dobong.go.kr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 민원 - 행정서비스헌장 - 의견수렴게시판 이용

 교육지원과 ☎ 2091-2361∼3

도봉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안내합니다.

대상 :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만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지원방법 :  신청 및 의뢰 대상가구에 방문상담 진행 후 대상가구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수준 등을 파악하여 지원여부 결정 
 복지정책과 ☎ 2091-3095~9

•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 공공, 민간, 법원, 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활동은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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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찾아가는 도봉

지금, 도봉교육에서        이 피어난다

“모든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부의 정성과 부지런함 없이는 작물이 성장할 수 없듯, 사람 농사를 짓는 교육 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른들의 정성과 관심, 사랑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심신과 창의적 사고를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까지 교육을 생각하면 가정도, 지역사회도 학교 교육만을 떠올리곤 했다.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가르치고 보살펴 주리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자치구의 역할은 학교에 보조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지역사회와 학교의 전면 결합을  

내세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됐다. 학교 안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함이었다.

도봉구 곳곳이 배움터가 되다

 2015년 도봉구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지정되면서 학교와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정규수업에 문·예·체 마을

교사를 파견했으며, 방과 후 마을학교를 운영해 수업이 끝난 뒤에

도 마을 곳곳이 배움터가 되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아동·청소년이 직접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개(開)판 

5분전 프로젝트’를 열어 주어진 밥상에서 밥만 맛있게 먹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지,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고 어떻게 먹을지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청소년동아리를 활성화시켰

고 특기적성 개발, 자기주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다양한 문화공연과 축제기획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고 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학부모 역량 

강화사업 추진,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성으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위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했다. 

 그 결과 도봉구는 2016년 11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로 재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 2년간의 사업평가와 

계획서 평가에서 ‘매우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

를 이루기도 했다.

※  현재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서울형혁신교육

지구 지정 받음. 매우 우수구는 9개 자치구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그만, 

도봉구·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新교육협력 모델 운영

2기를 맞는 도봉혁신교육지구(2017~2018년)는 아동·청소년의 삶

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실현을 위해 ‘마을 - 학교 - 자치구간

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다.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교과연구·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도봉구와 지역사회는 방과 후 활동을 책임

지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수업을 마친 후에도 방과 후 학교·학원에서 배움을 이어나가야  

했던 현실에서 탈피, 방과 후 활동을 중심으로 쉼이 있는 교육,  

여가가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이다. 운동장은 온

전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학교 안팎에서는 적성에 맞는 다양

한 교육을 제공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동아리·프로

젝트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다양

한 스포츠 클럽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

터’가 운영된다.

 도봉에서 자라는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배움과 평등한 기회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주인이

자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도봉혁신교육. 아이들에게는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도봉의 내일을 여는 새 

플랫폼이 될 것이다.

혁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주민설계형 마을학교 <숲속애, 생태놀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도봉구가 지원하는 진로직업교육 <3355멤버링 진로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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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7년‘든든예산’4,433억원 편성

2017년 도봉구의 예산규모는 총 4,433억원으로 구민의 복지를 든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금액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도봉의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민선6기 활력 있는 경제 도시,  

따뜻한 배려가 넘치는 복지도시로 나아가는 데 집중 지원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강화,  

교육·문화도시, 생태·복지도시, 안전·안심도시 도봉의 틀을 닦는데 편성하여 올 한해도 살기 좋은 도봉의 문을 활짝 열겠

습니다.

일반회계 4,344억원(8.65%↑), 특별회계 89억원(5.04%↑)

※ 일반회계 기준 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의 54.4%(2,413억원)

세입

4,433억원

보조금
1,871억원

42.2%

보전수입등
317억원

7.2%
지방세
575억원

13%
세외수입
328억원

7.4%
지방교부세
45억원

1%

조정교부금등
1,297억원

29.2%

세출

4,433억원

경제도시
94억원

2.1%

교육·문화
146억원

3.3%

복지
2,413억원

54.4%
생태·환경
241억원

5.4%

예비비
46억원

1.1%

일반공공행정
1,306억원

29.5%

안전·안심
187억원

4.2%

(단위: 억원)

주민과 함께 한 노력의 성과로
도봉동에 있는 화학부대가 
2016년 11월 30일 이전하였습니다.

도봉구는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공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무상사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 2091-2612

화학부대
이전부지

주둔지

훈
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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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bong-gu Office Brand Design Manual

브랜드마크 기본형

브랜드마크는 도봉구 도시브랜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사용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임의로 

작도하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브랜드마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축소 및 확대하여 사용해야 한다.

최소사용규정

15mm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닌, ‘탁구’치기 위해 예배당을 찾다 

 작고 가벼운 공을 라켓으로 주고받으며 경쟁하는 ‘탁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상대방과

의 호흡이 척척 맞는데서 오는 기쁨, 찰나의 순간 상대를 이기는 데

서 오는 짜릿함, 이웃들과 함께여서 두 배로 재미나고 소중한 시간

들. 나눔교회 탁구동아리 회원들이 손에서 라켓을 놓지 못하는 이

유 역시 이 때문이리라.

동주민센터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던 이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탁구를 칠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프로선수가 아닌 아마

추어 동아리 회원들에게 선뜻 공간을 내어주는 곳을 발견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더 나은 장소를 찾아 헤매던 중, 도봉구 방

학동에 위치한 나눔교회에서 일층 예배당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5시까지 무료로 빌려주겠다고 제의했다.

“다른 곳도 아닌 예배당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배려

인지 알고 있어요. 공간 대여료는 물론이고 전기세를 비롯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100% 무

상으로 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사한 마

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매일 이곳 화장실을 청소한답니다.”

나눔교회 탁구동아리 총무는 정작 동아리 회원 중 신도는 없지만 

교회 사람들과 오랜 시간 인연을 맺으며 친구가 되었다고 했다. 

“야유회를 즐기거나 일년에 두 차례씩 동아리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교회 분들이 오셔서 밥도 해 주시고 응원

도 해 주시고… 또 같이 시합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담배꽁초를 태우거나 음주하고 오는 

회원들이 계셔서 탐탁치 않아 하는 신도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을 바꿔 

보려고 회칙을 만들어서 교회 

근처에서는 음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라 생각해요.” 

탁구 덕분에 만난 새로운 가족들, 활기찬 인생

어느덧 110명에 달하는 회원 수는 ‘함께 탁구를 치니 건강도 챙기

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참 좋다던데’하고 알음알음 입소문을 탄 덕

이다. 좁은 공간, 한정된 탁구대의 수 때문에 한 팀당 운동할 수 있

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때론 다투기도 하지만 이내 화해하고 다시

금 즐겁게 운동한다고.

“회원 수에 비해 탁구대가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

예요. 그래도 오랜 시간 탁구공을 주고받으며 쌓인 정, 추억을 떠

올리면 모두가 내 언니오빠 같고 동생 같죠. 40대부터 70대까지 우

리 동아리는 연령대도 다양해서 서로를 자식처럼, 부모님처럼, 형

제자매처럼 생각해요. 처음 만난 건 탁구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가

족이나 다름없어요.”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다면 무료했을 지도 모를 평범한 일상. 그 평범

함을 행복으로 채우는 일등공신은 사실 ‘탁구’가 아닌 ‘사람’임을. ‘혼

자’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기 때문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나눔교회 탁구동아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으

며 회원가입에 제한은 없다. 연회비와 정기총회에서 정해진 회칙을 

준수한다면 누구나 이곳에서 탁구도 즐기고 가족 같은 이들을 만나 

활기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행복으로 채워가는 
나눔교회 탁구동아리

매서운 겨울바람에 몸도 마음도 절로 움츠러드는 1월의 어느 날, ‘통통’ 하고 탁구공 튕기는 소리가 

울려펴지는 나눔교회를 찾았다. 일층 예배당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은 탁구동아리 회원들로 평일 점심을 

갓 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탁구를 즐기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도봉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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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따뜻한 성장에 구민 여러분이 만족하셨습니다 도봉구의 사회지표?

구민의 삶의 질 수준, 관심사항에 대한 

사회변화의 흐름 종합분석

•조사대상 : 도봉구내 1,700여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관 :   2016.11.01~2016.11.30, 월드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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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엄마가 
되기까지 

이정연(쌍문동)

초등학교 1학년과 5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34살 엄마입니다. 

제가 12살이던 때,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사를 와 어느덧 22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창 예민했던 중학교(백운중) 시절 이 동네로 이

사 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산꼭대기

에 있는 여고(정의여고)를 다니며 학교 앞 분식집 컵떡볶이, 매점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공부하던 시간들이 여전히 행복한 기억으

로 남아있습니다. 

예민하고 웃음 많던 사춘기를 지나 대학에 입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며 22년 가까이를 

도봉구민으로 삽니다. 

가끔은 새로운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과의 시간, 근처 발바

닥공원에서의 산책, 세심천 뒷동산 나들이가 아쉬워 동네를 쉽게 

떠날 수 없네요. 한 달에 한번 전해지는 도봉뉴스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어들 때마다 아이와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지, 어

떤 소식이 있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들여다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도봉구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일상들이 기

억 속에 아름답게 남기를 기도합니다.

추억어린 창동에 살며
김미란(창동)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자신의 생일날에 나를 초대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친구네 동네는 집들이 띄엄띄엄 한 채씩 있는 허허

벌판이라 ‘서울에 이런 곳도 있나?’ 하며 깜짝 놀랐었다.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마당에 놓여 있는 커다란 돌절구에 찹쌀을 떡메로 

쳐 손수 인절미를 만들어 주셨다. 뜨끈뜨끈하고 고소한 인절미는 

정말 맛있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그 옛날 친구네 동네였던 창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20여 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살고 있다.

며칠 전 볼 일이 있어 도봉구청에 들렀다. 구청의 위용을 보면

서 나는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처음 창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구청이 집 근처 작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청이 현

재의 주소로 옮기게 되었을 때는 왠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

었는데, 지금은 잘살고 있는 딸네 집에 왔다가는 것마냥 흐뭇해

진다. 이제 창동은 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앞으로도 창동과 

함께하며 따뜻하게 살고 싶다.

구민의 소리 안내

접수 2017.2.5.(일)까지 A4용지 1/2장 이내(200자 원고자 3장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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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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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mia88@dobong.go.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게재된 작품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 2091-2902~4

우리말 길라잡이 

넙죽/넓죽

《한글 맞춤법》제21항을 보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

면 '넓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넓죽'으로 적고 관련이 없으면 '넙

죽'으로 적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가 고기를 넙죽 받아먹었다. (O)

개가 고기를 넓죽 받아먹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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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261회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

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활동이다.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도봉

구의회 의원들의 중요한 구정활동 중 하나이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희)는 구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7건,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미자)는 감사담당관 외 2개의 국

과 1개의 추진단 소속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96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용)는 복지환경국 외 2개의 국과 보건소 소속 부서에 대하여 134

건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봉구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진식 의원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열악한 

보행환경과 제도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지원 정책 

등의 노력이 필요함.

홍국표 의원   

냉·난방 에너지 절약, 

도시 열섬현상 감소, 

정서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시행된 

옥상녹화사업이 공사 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된 곳이 

있음. 구청의 적극적 대책 

강구 바람.

강철웅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 

시정되지 않은 곳이 많음.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 

생각하며 시정을 촉구함.

이은림 의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도봉 

실내수영장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미집행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함.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 해소와 

함께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강신만 의원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청렴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을 갖고 직원들에 

관한 철저한 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함.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 이영숙 위원 이은림 위원 조숙자 위원 홍국표 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용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

강신만 위원 박진식 위원 유기훈 위원 차명자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요구와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도봉구의회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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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웅)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적정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7년 본예산에 요구된 ‘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 

예정 부지와 ‘청소년종합예술활동교육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였다.

예결위 위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해당부서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았고, 우

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발의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원안가결) 

- 박진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의 책무,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활동,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박진식 의원은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

었다. 생명권 존중 관점에서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된 만

큼 구민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찾을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수정가결)  

- 유기훈 의원 대표발의

민관협치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치도봉구회의 설치 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협치조정관 채용,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관협치 운영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기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

하고 실행할 수 있어 도봉구 협치를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며, "협치는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구정 전반

에 협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방청 안내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 여러분 누구나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  방청 신청 → 방청 허가 → 방청권 교부 → 회의 방청

문의 : 2091-4712~3

의정인터넷 방송 모바일서비스 개시

도봉구의회는 본회의 영상을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재생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용방법

검색창에 ‘도봉구의회’를 찾아 홈페이지 접속 →  

‘의정인터넷방송’ 클릭 →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시청 

(와이파이 환경에서 접속 권장)

•일반방청 : 일반구민을 위한 방청

본회의 개회 당일 도봉구의회 3층 안내데스크에서 방청권에 주소, 성명 

등 소정사항을 기재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음(1회용)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한 방청

개인별 신분증 제시 후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 

• 장기방청 :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신청에 의한 방청  

해당 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청권 발행 

도봉구의회는 활짝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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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마을도서관  901-5190, 5194
시루봉로 218(방학동) www.hakmaeul.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애니메이션 
무료영화 상영

만 24개월 
이상

2/11~12, 
2/25~26

13:00~15:00

•2/11(토)~12(일): 주토피아(108분)
•2/25(토)~26(일): 앵그리버드더무비
  (97분)

장애인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시각,지체,청각,
뇌병변,심장,

신장장애1~6급
상시운영

도서관 방문 없이 책배달 서비스 시행
•신청: 전화(901-5190) 및 
   홈페이지 접수

구청사 신규회원 모집 : 지하1층 중앙관제실（901-5151）

체육강좌 수강료(월)

•SNPE체형교정운동(금 09:00~10:50 / 수업시간 50분 / 쉬는시간 10분)
40,000원

(도구별도)

 901-5160~2도봉구청사

도봉구체육회  990-4141∼2
www.dobong7330.or.kr

종목 일시 장소 강습비 비고

배드민턴

월,수,
금

09:30~12:00 도봉동 
배드민턴장

강습무료
초급반 1개월(2월)
공값,대관료 2만원

02-990-4141,2

탁구 09:00∼13:00 중급 및 개인강습 별도 010-6264-6970

탁구 월~일

11:00~23:00
챔피언탁구클럽

(쌍문동) 회원&강습자 모집/
결손가정,

유공자 50%할인

02-999-0779

10:00~22:30
리라탁구장
(방학동)

010-2954-6109

족구 토, 일 14:00~18:00
정보도서관 앞 

족구장
무료 010-2009-7745

지루박,
댄스스포츠

월 10:30

보건소 
지하

1개월 15,000원

댄스스포츠
연합회

010-6271-3865
지루박 수 12:00 1개월 15,000원

지루박,
부르스

토 10:00 회원제

기체조·
호흡

명상 교실
월~금

06:00~07:10
단월드창동

센터
1개월

(무료 체험)

국학기공 
연합회

02-903-9321

검도 15:00~23:00 검도 연합회
문의요망
(장비별도)

010-3648-8500

주짓수 화,목 15:00~19:00 Top 체육관
기초수급자 등 

50%할인
일반 문의요망

010-4448-3033

배구 일 10:30~13:30(남)
백운 초등학교 

체육관
회비 월 2만원 010-2420-3354

택견 월~금

07:00~08:00
도봉산 

산정약수터
1개월 10,000원 010-5244-4818

19:30~20:30 도봉천

생활체조 월~금

08:00~09:00
쌍문근린공원

(개나리)

회원제 
(수시접수)

010-7221-6461

07:00~09:00
쌍문근린공원
(쌍문1,2부)

010-4045-5361
010-8783-2661

09:00~10:00
정보도서관
건너편(창골)

010-9150-2803

06:30~07:30
도봉산매표소
위(도봉산)

010-6632-3020

09:00~11:00
초안산

(초안,신초안)
010-2905-6981
010-7725-4427

21:00~22:00
도봉천

(러브라인)
010-9166-0016

19:00~20:00
서원아파트 앞 

중란청변
010-9098-6133

접수 : 체육회 전화(990-4141∼2) 후 강습비 계좌 입금(분기별 개월 수는 다를 수 있음)  

 강습비용은 대관료 등으로 선 지급되므로 환불되지 않음.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070)7858-3210~5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bongwoman.or.kr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취업연계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인턴제
대상 : 4대보험 가입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1,000인미만)

지원내용 : 인턴 1명당 기업에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2017년 운영(예정) : 조리, 사무(IT, 회계), 강사(지도사), 

복지관련종사자 양성 등

집단상담 

‘취업Dream’

MBTI성격유형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1회차 : 2017년 3월 예정) ※ 참여 희망자는 유선 문의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직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교육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993-9900
도당로2길 12-13(쌍문동) www.dobongnoin.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굿&바이
네트워크사업
(긴급장례지원

사업)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거주 
만 60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
(수급권자,
저소득)

수시

• 장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긴급 
장례종합지원시스템

•신청방법 : 내방 및 전화
• 준비서류 : 대상자의뢰서(기관양식), 

주민등록등본,수급자증명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위임장 
(기관양식)등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

•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방문접수
• 준비서류: 신분증, 이력서,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해당자)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성인봉사자 
10명

매주  수
14:00~17:00

•도봉구 내 저소득 어르신 밑반찬배달 

* 병설)도봉 
데이케어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누구나

평일
09:00~18:00
(시간협의)

• 입소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보조 및  
안전관리

나래 한국무용단·
실버사진단 행진 

참여자 
모집

서울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2.25.~ 3.6.

• 분야 : 나래 한국무용단(20명), 실버 
사진단 행진(20명)-중복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선착순 40명 전화 
(3월 경 면접 진행)

•수업 : 3월~12월, 주1회(예정)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도봉구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2월~10월

• 참여자기준 : 사회적 관계가 단절 
되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독거노인

• 내용 : 우울증 진단, 정신과전문의  
집단치료, 활동 프로그램 
(원예, 미술, 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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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여성센터  955-0104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bongwoman.or.kr

제44기 도봉여성센터 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  단기교육과정 수시접수 

 (교육기간 : 2.1.~3.25. - 홈페이지 참조 시 강좌와 세부내용 확인가능) 

 ※인터넷(www.dobongwoman.or.kr)으로만 접수 가능

인문사회교육 타로카드, 장르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사,나를 찾는 도형심리

일자리교육 요리제빵, 지도사, 공예&미용, 컴퓨터 과정

문화예술교육 노래교실, 영어, 요가, 우쿨렐레, 기타, 하모니카, 몸살림 체조 등

단기/기타교육 바우처산후도우미, 수납컨설턴트 양성과정, 복부비만탈출관리 등

바리스타 바리스타 전문 과정(자격증대비), 라떼아트, 꽃차 소믈리에 등

단기교육과정 일시 수강료

바우처 산후도우미(3/6~3/24) 월~금 14:00-18:00 120,000

바우처산후도우미경력자(3/13~3/24) 월~금 14:00~18:00 90,000

수납컨설턴트 양성과정(2/13~3~13) 월 10:00-13:00 60,000

에코라이프-안심하고 사용하는 생활세제 화 10:00-13:00 30,000

우리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혈테라피 (2/2~2/23) 목 13:30-16:30 45,000

복부비만 탈출관리(3/2~3/23) 목 13:30-16:30 45,000

버터플라워 크림케익디자인(2/3~2/24) 금 14:00-17:00 30,000

주말 줌바댄스로 즐거운 다이어트(2/4~3/25) 토 10:00-11:00 30,000

바리스타 전문과정(자격증대비)(2/15~4/10) 월,수 10:00-13:00 250,000

꽃차소믈리에 입문과정(2/7~3/28) 화 10:00-13:00 90,000

신청: 2.22.(수)~2.24.(금) 09:00~18:00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pia.dobong.go.kr) 선착순 접수

        (강좌정보>평생학습관 강좌>수강신청) 

대상: 도봉구 거주 성인(정원 미달 시 타구 거주자도 수강 가능)

교육: 3.7.(화)~4.27.(목) 평생학습관 2층 전산실

평생학습관  2091-2325
시루봉로 128(방학동) www.edupia.dobong.go.kr

제1기 전산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 일시 정원 수강료

키보드 익히기에서 문서실무까지 화ㆍ목 10:00 ~ 12:00
26명 40,000원

사진 동영상 편집과 SNS 활용 화ㆍ목 14:00 ~ 16:00

신청:  2.13(월)~2.14(화) 09:00~18:00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pia.dobong.go.kr/)에서

 성인 대상 선착순 접수(강좌정보>평생학습관 강좌>수강신청)

봄맞이 컴퓨터 무료 특강

프로그램 일시 정원 준비물

나도 이제 카드로 
인터넷에서 결제한다!

2.16.
(목)

10:00~12:00 15명
USB, 신용카드,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검색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기본기 다지기

14:00~16:00 26명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문화체육과  2091-2294
마들로 656(방학동) www.dobong.go.kr

복지 체육교실 수강생 모집(무료)

구분 일시 및 장소 대상 문의

도봉구
여성배구교실

화·목 19:00~21:00
쌍문초등학교

도봉구 거주 만20세 
이상 여성 누구나

※다문화가정 
여성환영

010-9498-8332
2091-2293

도봉구 
여성축구교실

월·수 10:00~12:00
창동 인조잔디축구장

2091-2294 

도봉환경교실  954-1589, 2091-6483
시루봉로6길 33(방학동) www.ecoclass.or.kr

프로그램 일시 대상 내용

아낌없이 주는 나무
2/1.2.(수.목)
15:00~16:30

초등학생 
15명 즐거운 나무공작수업 

자연을 드로잉
2/.3.10.17.(금)
10:00~12:00 

성인 
15명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는 드로잉 수업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환경특강

2/7~9(화~목)
15:00~16:30

초등학생
20명

지구사용설명서 활용 
환경상식 알아보기 

우리 동네 철새들 
2/11(토)

11:00~12:30
가족단위 
10가족 

새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교육

겨울새는 겨울을 
지나고 있다  

2/14~16(화~목)
15:00~16:30

예비초등생 
15명

새에 대해 알아보는 
환경교실 입문프로그램  

EM발효액 배포
2.18.(토)

10:00~11:30
누구나 준비물 : 빈페트병 1.5L

 자연이 주는 선물
2/21~23
화~목

10:00~
12:00

초등학생
15명

자연이 주는 고마움에 
대해 알아보기

冬(동)動(동)同(동)
겨울학교 3기

15:00~
16:30

초등학생
15명 겨울 숲 체험 프로그램

아름다운 살림
-건강한 거품이 뽕뽕뽕-

2.24.(금) 
10:00~12:00

성인
20명

오일을 이용해 
미용비누 만들기

소원하나! 촛불하나! 
2.25.(토)

11:00~12:30
가족단위 
10가족

우리가족 새해 소원을 
등을 밝히며 빌기

자연해설단 19기 
양성 과정

3/7.9.14.16.21.
23.28.30(화.목),

4/4.6.11.13.(화,목)
10:00~12:00

성인
20명

환경교육자원봉사자 
모집/12강 중 10강 이상 
참여 수업종료 후 
참관4회, 실습4회

인터넷 접수 : 1.31.(화) 10:00~ www.ecoclass.or.kr

※프로그램 참여 확정은 신청하신 문자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3494-3557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ccic.go.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행복한  
아기놀이터

6~30개월 
월~토

(운영시간  
홈페이지 참조)

발달에 적합한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 제공  

신나는놀이방 24개월~7세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놀이할 수 
있는 유아 신체 놀이 공간 제공

성평등 부부교육

영유아 
부모

목 19:00
육아에 대한 부부인식을 개선하고 영
유아 가족 내 양성평등 육아문화 조
성을 위한 부부교육

미술치료로
만나는 힐링망

화 10:30
공통의 육아스트레스를 미술치료를 
통해 해소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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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21.(화) 9:00 ~ 2.22.(수) 17:00

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pia.dobong.go.kr) 접수 

 (강좌정보>구민정보화 교육>수강신청)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경우 관내 동주민센터 방문(본인 핸드폰, 신분증 지참)하여  

 접수 요청

선정방법 및 확인 :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2.22.(수) 18:00 이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확인가능, 당첨자에게 문자 개별 통보) 

 ※ 구청사 주차장 최대 1시간 무료

3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구분 대상 교육과정 교육일시 인원 수강료 장소

1개월 
과정

(20시간)
누구나

파워포인트2010

3.6.~3.29.
(월/수)

09:30∼12:00

36명 12,500원

구청 
전산

교육장
(B1층)

스마트폰중급 13:00∼15:30

한글2010 활용 15:30∼18:00

인터넷활용
3.7.~3.30.
(화/목)

09:30∼12:00

컴퓨터기초
(윈도우7)

13:00∼15:30

 2091-2674
마들로 656(방학동)

홍보전산과

• For family program inquiries, Please call the contact number     indicated on the top right corne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강가정사업 http://dobong.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사업 http://dobonggu.liveinkorea.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만12세의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자녀
상시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수업, 
부모상담, 부모교육

Multicultural Family Language Development Service - 
Language development evalauation, Language Development Class, 

Parents Counseling, Parents Education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업

다문화가족 상시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본인이 아닌 친구 등 
주변인 신청 가능)

Livelihood Guidance Service – 
Personalize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struggling with various problems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다문화가족(개인) 
또는 기관

상시
의사소통 통역, 서류번역, 
위기상황시 지원, 기관 동행통역

Interpreting & Translation Service for Marriage Immigrant - 
Accompanied by interpreter, assistance during crisis situations/document translation 

모두가족품앗이
관심 있는 

도봉구 가족
상시

이웃간 육아정보와 재능을 
공유하여 양육부담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두드림 
학습봉사

봉사를 원하는 
대학생

시간 조율 
가능

언어발달서비스/교과목 학습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한 수업 진행

야간,주말
맞벌이가족상담

맞벌이가족

매주 화,목 
18:00-21:00

매주 토
10:00-17:00

일하는 엄마·아빠의 라이프싸이
클에 맞춘 야간/주말상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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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민회관 신규회원 모집 : 1층 고객지원실 선착순 마감

유아강좌 수강료(1개월)

•다중지능놀이 위즈펀(화/10~39개월/3개반) 
•두뇌팡팡 베이비톡(수/5~36개월/9개반)
•뮤직가튼(금/15~36개월/2개반)  
•뮤지컬잉글리쉬(화/5~7세/1개반)  
•엄마랑 아가랑 발레(금/20~40개월/1개반) 
•놀이발레(금/4~6세/2개반)
•창의력을키우는미술교실(금/6~7세/3개반) 
•키즈밸리댄스(금/5~8세/1개반)
•<신규> 날아라병아리(월/5~22개월/3개반) 

25,000원
(재료비 별도)

초등강좌 수강료(1개월)

줄리스영어발레(월/6~10세/2개반) 27,000원

체육강좌 수강료(1개월)

•사교,댄스스포츠 종합반(토,14:40~16:40)
•사교,자이브댄스(토,13:00~14:30) 
•재즈댄스(토,09:30~11:30)
•박병천 구음살풀이춤(화,13:20~14:50) 

20,000원

•줌바&스트레칭(월/수,11:00~12:30)  
•라인댄스(목/토,11:40~12:50)
•최신K-POP댄스(화/목,19:00~20:10) 
•요가2(월/수/금,19:00~20:00)
•기본무,승무(화,15:10~17:10) 
•다이어트벨리댄스(월/수,19:00~20:00) 
•박병천류 진도북춤(금,15:00~17:00) 
•요가1(월/수/금,13:30~14:30) 
•국선도1(월/목,09:00~10:00) 
•국선도2(화/금,09:00~10:00)
•직장인요가(화/목, 20:40 ~ 21:50)

25,000원

•댄스스포츠(화/목,19:00~20:20) 
•SNPE체형교정운동1(화/목,20:40~21:40) 
•SNPE2(월/수,20:40~21:40) 
•SNPE3(화/목,19:20~20:20) 
•SNPE4(월/수,19:20~20:20)

27,000원

•댄스로빅1(월~금,09:00~09:50)  
•댄스로빅2(월~금,10:00~10:50)
•다이어트댄스(월~금,17:30~18:30)  
•파워댄스(월~금,20:30~21:30)

30,000원

•국선도 집중수련(토,09:00~11:30) 
•부부댄스스포츠(토,19:00~20:30)
•요가3(월,수,금 09:00~09:50) 
•요가4(월,수,금 10:00~10:50)

40,000원

검도(월/수/금, 20:40~21:40) 50,000원

노래강좌 일시 수강료(월)

이영재 웃음치료 노래교실
수

14:00 ~ 16:00 7,000원

이영재 민요·판소리 교실 16:00 ~ 17:30 25,000원

서도소리 목 15:00 ~ 16:30 20,000원

도봉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901-5160~2
도봉로 552 (창동) www.dobongsiseol.or.kr/index_ha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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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어린이 기자단 
모집

초5-중3
모집: ~2.7(화)까지
면접: 2.11.(토) 

지역과 도서관의 각종 
행사 취재 및 신문 발행

영화가 있는 수요일

누구나

2.22.(수) 18:00~20:00
문화가 있는 저녁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

주말 무료 영화상영 토,일 14:30~16:30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무료상영

부모역할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

성인 월 10:00~12:00  

3개월 
각 15,000원

〈문화
 교실
  2기〉
3월초 

접수진행
4월 수업

시작

놀이로 배우는 
자연관찰교실

초등 금 15:00~17:00 

창의력NIE와북아트 초등1-3 수 14:00~16:00 

우뇌발달에 좋은 
클레이아트

7-9세 목 16:00~18:00 

한자교실 초등학생 목 14:00~16:00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어린이경제교실

초등1-3 금 15:00~17:00  

꿈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동화놀이

6~7세
수 15:00~16:00 
     16:00~17:00

동화구연을 통하여, 
표현력과 올바른 
의사표현 방법을 
배움(3개월 7,500원)

맛있는 책읽기, 
신나는 말하기

초등2-3 월 14:00~16:00  3개월 15,000원

찌그락빠그락 
말놀이(신규)

초등1-2 수 16:00~17:00 말놀이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는 수업 
(3개월 7,500원)초등3-4 수 17:00~18: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901-5280~2, 5221
노해로 69길 132(창동) www.dobongsiseol.or.kr

프로그램 신청 : 안내데스크 방문 및 인터넷 접수(일부제외)

초안산 창골축구장 축구교실

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대상 강습료 장소

댄스스포츠1 화/목 12:00~12:50 성인 33,000원 다목적2실

매직테니스1
토

10:00~10:50 7세~ 29,700원

체육관매직테니스2 11:00~11:50 초등학생 29,700원

어린이합기도1

월/수/금

17:00~17:50 초등학생 44,000원

어린이음악줄넘기3 16:00~16:50 7세~ 39,600원
에어로빅실

어린이음악줄넘기2 17:00~17:50 초등학생 39,600원

SNPE체형교정운동6 18:00~18:50 청소년 이상 55,000원 다목적2실

SNPE체형교정운동7 화/목 18:00~18:50 초등학생 44,000원 다목적1실

인라인레이싱 월/수 18:00~18:50 어린이 38,500원
체육관

주말농구교실3 토 16:30~17:50 청소년 33,000원

프로그램 대상 일시 문의

축구교실
(평일반)

유치부 5, 6, 7세 월~금 17:00~ 18:00

창골축구장 직통 : 901-5126

※근무자의 축구 강습으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반(상담 후 결정) 월~토 17:00~ 18:00

선수육성반 초등부 월~금 17:00~ 18:00

축구교실
(주말반)

유치부 5, 6, 7세 토 11:00~12:00

초등부 1, 2학년 토 12:00~13:00

수영, 축구, 헬스, 배드민턴교실

프로그램 문의

수영
새벽수영,아쿠아로빅

주부수영, 어린이수영, 저녁수영 등
수영장 직통 : 901-5239

창동 축구장 평일유치반, 주말유치반, 선수육성반 등 창동축구장 : 901-5249

헬스 수영 + 헬스, 개인레슨(P·T), 헬스교실 등 헬스장 직통 : 901-5246

초안산 
배드민턴

새벽반, 오전반, 저녁반
초안산 배드민턴장 직통 :  

901-5125

창동문화체육센터공연장
 시설관리공단   901-5225

국악놀이극 “호랑이 가(歌)”
일시 : 2.16.(목) 1회-10:10, 2회-11:20

장소 :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

대상 : 만 24개월 이상

입장료 : 일반 10,000원, 단체 5,000원

예매 : 전화

문의 : DUBU기획(2654-6854), 창동문화체육센터(9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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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기(1월~3월)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구분 프로그램 수강료(3개월)

국악교실 •김매자류춤 (금 11:10~13:10) 60,000

인문학교실 •소설쓰기반 (월 15:00~17:00) 30,000

미술공예
교실

•유화 (월 09:30~12:30)•색연필일러스트(금 09:30~11:30) 
•보태니컬아트(목 10:00~12:00)
•서각 (화 15:30~17:30) •프레스플라워 (화 10:00~12:00)

60,000

•목요수채화 (목 13:30~15:30)•인물크로키 (금 13:30~15:30) 45,000

음악교실
•플루트앙상블(수 11:30~13:00) 
•별빛 기타반 (목 13:20~14:50) •바이올린(월 10:00~11:30)

60,000

생활문화
교실

•명심보감(목 13:30~15:30) 
•교양한자(수 초급 09:30~11:30·중급 12:00~14:00) 

30,000

•손금과 적성 (월 16:00~18:00) 
•사주와 관상 (화 13:00~15:00) •논어강독(수 16:00~18:00)

45,000

•교양한자 고급(화 10:30~12:30) 60,000

서예교실 •한글궁체반 (금 14:30~16:30) 30,000

야간교실
•야간시중과 명리(월 19:00~20:30) 
•야간드로잉(화 19:00~21:00) •야간주역 (수 19:00~20:30)

45,000

토요교실

•토요서예 (토 10:00~12:00)  
•우쿠렐레 (토 초급 09:00~11:00·중급11:10~12:40)

60,000

•토요수채화 (토 10:00~12:00) 80,000

청소년 소리예술단
매주 금 16:00~18:00

(현재접수중- 1월부터 운영)

대상 : 초등전학년  
정원 : 20명  수강회비 120,000원(6개월)

판소리와 민요를 중심으로 전통 및 창작 창극부터 
국악 뮤지컬, 마당놀이 등의 작품을 통해 가(歌)무
(舞)악(樂)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995-4171~2
노해로69길 151(창동) http://www.kidlib.dobong.kr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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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일시 내용

보나놀이터 7세 이하
화~일

(홈페이지 참조)
‘전통’을 주제로 한 역할, 
블록, 감각, 신체놀이

유
아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요리

4~7세 
유아, 부모

토 
11:00, 13:00

요리 활동을 통하여 
친밀감을 형성

놀이하고 
미술하고

5~7세  
유아, 부모

수, 금 
15:00, 16:00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퍼포먼스미술활동

보나아뜰리에
목 16:00, 
토 14:00

부모님과 함께 공작 활동과 
자유로운 물감놀이 경험

맛있는 
그림책 놀이

5~6세/7세
아동 

수 15:00, 16:00
다양한 주제의 독서 및 
독후활동

가족과 함께하는 
신체놀이

5~7세 
 유아, 부모

토 12:00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놀이 경험 

도봉문화정보도서관  900-1835~6
덕릉로 315(창동) www.dobonglib.seoul.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2017 함께읽는도봉>
구민 책 투표

누구나 2월 중
<올해의 책> 선정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17 함께읽는도봉>
서포터즈 모집

중·고등
학생~
대학생 
40명

~2/12(일)
까지

활동내용: SNS홍보/UCC제작/
월별미션 수행 등
활동기간: 3월~10월
자격: 월1회 이상 모임 참석 가능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접수
(dbreader@naver.com)

함께읽는 
교과서 테마탐방

<인문학 역사기행>

초등4~6
선착순 
20명

2/9(목)
13:40∼16:40 장소: 외교사료관

〈도봉구립도서관 소식지〉
이용자 사연 접수
※책 속 한 문장

누구나 상시접수

여러분이 밑줄 그어 놓은 책 속 
한문장을 소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려요~
전자우편: dblibnews@daum.net

어린이자료실
자원봉사자 모집

고등학생~
성인

누구나

매주 월~일
(화 휴관)

10:00~17:00

※도서배가 및 어린이프로그램 
   재능기부(외국어/동화구연)
※1365 시간 인정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

단체
(20명 이내)

매주 목~금
09:00~12:00

※사전신청 시 동화구연 가능
   (영어/우리말)

1분기(1~3월) 교육문화 프로그램

창동청소년문화의집  908-0922~4 
덕릉로62길 89(창동) www.dazzl.org 

프로그램 일시 대상 정원 수강료(월4회) 비고

수요드럼 수
11:00, 12:00,
13:00, 14:00

성인
시간별 

4
45,000원

개인 드럼실 
1:1 수업 진행/

50분 수업

초등역사
논술교실

수 17:00-18:30 11세 이상 10 35,000원
교재비(5,000원)

별도

성인영어회화
(초급)

목

10:00-11:00

성인

10 27,000원

필기도구 지참
성인영어회화

(중급)
11:30-13:00 10 30,000원

유아발레 16:00-16:50 유아 10 30,000원
발레복 강사 협의

초등발레 17:00-17:50 초등 10 30,000원

초등독서논술 금 16:30-18:00 9세 이상 10 30,000원 필기도구 지참

토요드럼 토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11세
이상

시간별 
4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개인 드럼실 
1:1 수업 진행/

50분 수업

토요플루트 15:00-16:30
청소년
이상

10
청소년 

50,000원
성인 55,000원 개인 악기 

지참

통기타
10:00-10:50 청소년 10

35,000원
11:00-11:50 초등 10

초급벨리 11:30-12:30 아동 10 25,000원
간편한 복장

중·고급 벨리 12:30-14:00 아동 30 30,000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993-3222
덕릉로329(창동) www.changdong21.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사

회

교

육

피아노
초등학생, 

성인
월~금

성인: 오전 반
아동: 오후
         1~5시부

피아노 :  바이엘, 

체르니(1시간 레슨)

파티쉐
초등학생~

중1
2, 4주 토 9:30-12:30 다양한 제과제빵수업(월 2회)

아동발달 

지원센터 

영유아~

고등학생, 

학부모(상담)

월~금 09:00~18:00

•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아동  
치료서비스 진행

• 언어, 놀이, 미술, 인지치료/ 
집단치료/부모상담

• 저소득가정 무료·감면 대상자 
모집(담당자 문의)

점프 플러스 

교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주 4회 

이상
16:00-20:00

학습지도, 진로탐색프로그램, 사
회성프로그램 등

경계선지능

아동 점프교실

도초등 저학년

(1~3학년)

주4회 

이상
14:00-18:00

1:1인지치료, 그룹치료, 
학부모 교육 등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주민
(6개월 이상 
봉사 가능자)

매주 
월~금
(주1회)

•경로식당 취사 및 배식 보조 봉사

•밑반찬제작 / 배달 봉사 (매주 화)

• 어르신 목욕봉사 매주 수 

(장소: 현대사우나)

• 도봉지역지킴이단 

(복지사각지대 발굴)

•아동·청소년 학습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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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愛)플(+) 봉사 동아리』 신규 청소년 회원 모집

대상 : 지역 내 중 · 고 · 대학생 

신청 : 2.9.(목)까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참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올바른 사용법

일시·장소: 2.14.(화), 16.(목), 21.(화), 23.(목) 14:00~16:00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대상 : 초등3~6학년 선착순 20명

신청 : 2.10.(금)까지 유선 및 방문 접수

비용 : 1인 5,000원(4회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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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기적의도서관 시설관리공단   3493-7171
마들로757(도봉동) www.miraclelib.dobong.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놀면서 크는 
우리

6세~초3학년 
자녀 가족

2/25(토)
10:00~12:00

내용: 자연 속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활동 
장소: 열두대문 극장 및 야외
※2/1(수)부터 홈페이지 접수

책통소통 
가족낭독회

초등1~6학년
아동과 
보호자

2/15(수): 1~2학년
2/16(목): 3~4학년
2/17(금): 5~6학년

16:00~18:00

자녀와 함께 독서를 즐기며 소통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주세요!
※2/1(수)부터 홈페이지 접수

어린이사서 
2기 모집

초4~6학년 매주 목 16:00~18:00

매주1회 교육활동 및 1회 봉사활
동 진행
(작가와의 만남, 동시교육 등) 
※2월 중 홈페이지 공지

2017 서울까치
서당 1학기

초3~6학년 매주 수 16:00~18:00 한학 및 전통놀이 체험
※2/20(월)부터 홈페이지 접수

도봉 YOUTH,
미디어로 
날다!(4기)

중2~고2학년
매주 토 14:00~16:00
3/18(토) 활동 시작

미디어를 활용해 건강한 자기표현과 
직업 세계 체험
※홈페이지 신청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공단   3492-0078
도봉로 175길 10(도봉동) cafe.daum.net/dongbong1kidlib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리딩 버디 토요반 유아~초등 
저학년

매주 토일
14:00~15:00

중·고등학생 리딩버디들이 
영어동화책 읽어줌(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리딩 버디 일요반

이야기 담요에서 
그림책 읽기

유아
매주 화

16:00~17:00
할머니 선생님들이 그림책을 읽어줌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음)

일요일에는 
조조영화보러
도서관에 가자!

누구나
매주 일

10:00~12:00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면 관람 가능

마음을 나누는 친구
인형 만들기(2월)

초등
4~6학년

12명 

2/18(토)
09:30~12:00

양말을 활용하여 나만의 
친구같은 인형 만들기
※도봉기적의도서관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3494-4755~6
마들로668(도봉동) www.dbsw.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비용 내용

언어치료
언어발달 
지연자

월/수/목/금

회당 
27,500원

언어발달·의사소통 능력 향상

미술치료 만4세 이상 수,목,금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굳센카드 
소지자

월/수/목/금(언어)
수,목,금(미술)

교육청 굳센카드 :  
월 12만원이내 치료비 지원

수학전문 
교실

아동
월/화/목

14:00~19:00 내
45,000원

수업 1시간/상담 필수/ 
학년별 시간 상이/5층 수학교실

피아노 
교실

월~금
아동 13:00~18:00

성인 11:00~12:30, 18:00~19:30

바이엘 
50,000원 •아동 이용시간대 전화 문의

• 기존이용자 매월 15~24일, 신규이
용자 매월 25~말일 사이에 등록체르니 

55,000원

마을영화관 주민 1.21.(토) 13:00~
•영화 <슈퍼배드2> 상영
•클래식 연주와 함께합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주민 상시모집
어르신 도시락 도보배달, 밑반찬 도보/ 
차량배달 (화요일) / 밑반찬 조리 (목요일)

열려라 
참깨

성인
매주 화 

10:00~12:00
동화구연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동참하는 활동
(2월말부터 시작예정)

늘벗 
(공간대여)

주민 월~금 09:00~20:00 좌식(약4평) 복지관 1층에 위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상시)

• 이용자 모집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장애인
• 활동보조인 모집 :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만18세 이상 성인

창동청소년수련관  950-9600~1
노해로69길 132(창동) www.cdyouth.or.kr

프로그램 일시 대상 내용 수강료(월)

잉글리시
아카데미-

리틀

상시 

유아 
5세

우리아이영어첫걸음!즐겁게배우는
참여형영어교육!
• 리틀5:월,수(17:00~17:45) 주2회: 

원어민1,내국인1
• 리틀6세:월~금(16:00~16:45)주3회: 

원어민2,내국인1
• 리틀7세:월~금(17:00~17:45)주3회: 

원어민2,내국인1 

5세:월75,000원
6~7세:월99,000원
(교재비,
재료비별도)

잉글리시
아카데미-

주니어

초등 
1~3학년

영어를시작하는초등생을위한
추천강좌!
• 주니어A:월,수,금(14:00~15:50): 

원어민3,내국인2
• 주니어B:월,수,금(14:00~15:50): 

원어민3,내국인2
• 주니어c:월,수,금(14:00~15:50): 

원어민3,내국인2
    - 주3회(5시간) 미국교과서,  
       과학, 리더스 프로그램

월145,000원
(교재비,
재료비별도)

잉글리시
아카데미-

에프터

원어민과함께하는수업!
• 톡톡A:월수(18:00~18:50): 

기초파닉스반
• 톡톡B:화목(18:00~18:50): 

리딩프로그램

월55,000원
(교재비별도)

재미재미 
영어

초등 
1~6학년

서영란선생님과함께하는재미재미영어
• 재미재미-파닉스:화금 

(16:00~16:50)
• 재미재미-단어문장놀이:화금

(17:00~17:50)

월45,000원
(교재비별도)

자기주도
학습관

3월부터
월목/화금/

수 16:00

초등
5학년
~고등
학생

• 자기주도학습능력 지도,
• 1:1 코칭 지도 등 

모집기간: 상시모집 
전액 무료

With dobong 15창동 & 도봉동   
With dobong

프로그램명 시 간 요일 정원 대상 강습료 등록

배드민턴교실A 
(초/중급)

18:30∼20:00
월/수/금
(수준별
선착순)

14명

성인 84,000원

1.25.(수)
부터 도봉
배드민턴장 
현장등록

배드민턴교실B 
(상급)

20:00∼20:50 7명

배드민턴교실C 
(초/중/상급)

18:30∼20:50 화/목/토 21명

배드민턴교실D 
(초/중/상급)

07:30∼08:10

월/수/금
(시간별 
선착순)

7명

배드민턴교실E
(초/중/상급)

08:15∼08:55 7명

배드민턴교실F
(초/중/상급)

09:00∼09:40 7명

 901-5180
www.dobongsiseol.or.kr

도봉실내배드민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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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누구나 익명검사 가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밝히지 않고 검사

장소 : 보건소 4층 임상병리실(2091-4662)

시기 : 감염의심 행위 후 3개월(12주) 이후

절차 : 임상병리실 방문 → ‘신속검사’말하기 → 검사 → 20분 뒤 결과 확인 

※  감염자는 본인 희망 시 정기적인 건강상담 및 감염내과 치료비 지원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분 지원)
 보건위생과 ☎ 2091-4482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대상 : 20세~64세 주민(검사 전 10시간 금식)

운영 

 - 평일 (월~금) 09:00 ~ 18:00

 - 둘째, 넷째주 토요일 09:00 ~ 13:00

장소 : 보건소 5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내용 :  대사증후군 5가지 검진 및 상담, 체성분 검사 

<혈압,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091-4623-7

대사증후군, 보건소와 함께 하세요 

구분 대상 접종시기 장소

어르신폐렴구균 1952년생 어르신 2017.1월부터 보건소

어린이 인플루엔자 생후6~59개월 2017.10월부터 전국 지정의료기관

자궁경부암예방접종 2004~2005년생 2017.1월부터
보건소,

 전국지정의료기관

 지역보건과 ☎ 2091-4692~4

2017년 달라지는 예방접종 사업

대상 : 암에 관심 있는 주민 선착순 70명

장소 : 보건소 7층 대강당

강사 : 한일병원 전문의  

일 시 내용

3.8.(수) 09:00~11:20 갑상선암, 난소암 및 자궁경부암

3.15.(수) 09:00~11:20 폐암, 위암

3.22.(수) 09:00~11:20 유방암, 간암

3.29.(수) 09:00~12:00
비뇨기계암, 암환자의 식생활

※ 초음파 무료검진(전과정 이수자 중 희망자)

 의약과 ☎ 2091-4523

‘암! 바로알기’ 2017년 암건강대학

일시 2.7.(화) 14:00~16:00, 2.11.(토), 2.25.(토) 10:00~12:00

장소 보건소 3층 도봉 아이맘 건강센터(건강교육실)

대상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수유부 등

내용 모유수유전문가에 의한 개별상담 및 장애요인 해결 등

 지역보건과 ☎ 2091-4692~4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모유수유클리닉 

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도봉구 지역주민

활동내용 :  센터업무보조(안내데스크, 기억키움학교, 홍보행사 도우미, 검진안내활동 등) 

치매환자가정방문(투약 및 안전확인, 인지훈련도우미 등)

활동교육 : 치매관련 교육 시행 - 2월 중 예정

활동혜택 : 봉사확인서(VMS)발급가능, 우수봉사자표창

 도봉구치매지원센터 ☎ 955-3591~3

치매예방 봉사자 모집

계단걷기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붙이고, 건강계단 걷기로 건강생활 실천해보세요~

배부처 : 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 2091-4422

건강계단 걷기 홍보물 무료 배부

대상 :  희귀난치 산정특례자(지원질환 133종)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의료비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간병비 등 :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

•지원대상 : 근육병 외 10종 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지원내용 : 월 30만원 지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조회시 모두 적합자

구분
환자가구(4인가구) 부양의무자가구(4인가구)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액(원) 5,360,856 290,557,698 8,934,760 484,262,830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역보건과 ☎ 2091-456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

등록방법 및 수수료(택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인식표 소유자가 준비) : 3천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30일이내)

 - 소유주 변경시

 -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미등록시,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40만원이하 부과

 보건위생과 ☎ 2091-4498

동물등록제(반려견) 등록

심폐소생술 무료 교육

신청 : 전화·방문·구청 홈페이지 사전 접수

장소 : 심폐소생술 교육장(구청 지하1층)

구 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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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목요일 40명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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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 교육장 ☎ 2091-4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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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대상 : 가정용 전용용기(2,3,5리터)를 사용하는 일반주택

적용사례 (기 지급받은 전용용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배출 불가능시)  

① 음식물쓰레기를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묶기

②  용량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증(스티커)을 부착 

(예 : 약 6리터인 경우, 2리터 3매 또는 3리터 2매 부착)

③ 전용용기 옆에 배출

기타 적용사례 (이사, 냉장고 정리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발생시)

:  점성이 높은 음식물(밥, 떡)과 상한 음식물은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니, 

얇은 봉투에 넣은 후 용기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수분 결빙에 따른 용기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  

봉투는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 ☎ 2091-3294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일반 주택은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됩니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되며,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 3499-3341~3

주민자율청소 및 골목길 분양 참여단체 모집

주민자율청소 대상 :  각종 단체(직능단체, 종교단체 등), 학교(학생),  

지역동호회, 사업장, 주민자치위원회  

※ 학생 참여시 봉사활동 시간 인정

신청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

 청소행정과 ☎ 2091-3262

17알림마당 
With dobong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

신고대상 및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 : 2만원

-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8만원

신고시 필요 사항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청소행정과 ☎ 2091-3264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 사업 추진

창3동 521번지 일대 노후화된 주택·점포 지역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한 ‘창3동 주민과 함께 꾸미는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협의를  

통해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구민이 주가 되어 시도하는 마을 변화를 위한 방법의 예

- 건물 외관 디자인, 지붕모양,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마련

- 보행로와 학생 통학로 확보, 바른 주차하기

- 쓰레기수거 장소와 반출시간 지키기, 집 앞 청소하기

 도시계획과 ☎ 2091-3572

2017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일자리경제과 ☎ 2091-2863

대상 : 도봉구 거주자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정기소득이 없는 자 및 신용등급 미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무소득자·신용불량자는 융자대상 제외, 관외 이주 및 타용도 사용 시 즉시상환 

신청 : 2.13.(월)~2.24.(금)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 3.20.(월) 이후 대출 예정

-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 추천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대출용도 : 소규모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운영 자금,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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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평균소득(월) 2,501,630원 3,753,790원 4,987,570원 5,704,870원 5,768,650원

설 연휴 쓰레기 수거 중지

배출금지 기간 : 1.27.(금)∼1.28.(일), 2일간

정상배출 일시 : 1.29.(일) 18:00~24:00 까지 배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

니 반드시 내 집, 내 점포(사유지)에 배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 ☎ 209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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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교양대학 제55강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강사 초청 강연 

‘나, 정답을 묻다’

일시 : 2.21.(화) 10:00 구청 2층 대강당

강사 :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대상 : 구민 누구나(선착순 무료 입장)

 교육지원과 ☎ 2091-2324

               서울시 도봉구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공공·민간의 채용 정보, 공채일정, 이력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되는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자리 키오스크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와 취업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신청 : 2.1.(수) ~ 2.10.(금) 일자리경제과 전화 접수(2091-2863)

내용 일시 및 장소 인원

‘마케팅 분야’ 현직자가 전하는 
맞춤형 취업정보 가이드

2. 14. (화) 10:00~12: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층 대강의실

10명

‘영업 분야’ 현직자가 전하는 
맞춤형 취업정보 가이드

2. 15. (수) 10:00~12:00
행복한이야기 (창동역 1번출구)

10명

 일자리경제과 ☎ 2091-2863

2017 『마을사서 양성과정』 교육

신청 : 2.13.~2.24. 도봉구 홈페이지(참여-인터넷접수/예약) 

대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선착순 40명

교육 :  3월~5월 매주 금 09:30~12:30 구청 16층 다목적회의실 

- 도서관 이론 / 프로그램 기획 / 독서토론 등

 문화체육과 ☎ 2091-2272

봄맞이 무료 특강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기본기 다지기

신청 :  2.13.(월)~2.14.(화)09:00~18:00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pia.dobong.go.kr)에서  

구민 26명 선착순 접수

대상 :  컴퓨터와 인터넷을 처음 접하시는 분,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교육 : 2.16.(목) 14:00~16:00 평생학습관 2층 전산실

준비물 :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

 교육지원과 ☎ 2091-2325

공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신청 : 3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문화체육과 전화 접수

일시 및 장소 :  평일 10:00~17:00 공립작은도서관 

(쌍문2동, 창3동, 창5동)

활동 : 1일 3시간 도서대출 및 장서정리 등

 문화체육과 ☎ 2091-2272

도봉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여울 학부모 진로코치단(4기) 모집

초안산 어르신 문화공간 
청춘만세

분기별 프로그램(1~3월)

월 화 수 수 금

냅킨아트
라인댄스

바리스타교육
요가

어르신태권도
노래교실

공연

우리춤체조
바리스타교육

오카리나
장구 

바리스타교육
스마트폰

공연
요가

시니어에어로빅
노래교실

공연

※ 자세한 시간 및 비용은 전화 문의(906-9988) 바랍니다.

상시모집 프로그램

상담(가정, 개인문제) / 초안산 가꾸기 /  

둘레길 걷기 / 도봉구역사탐방 / 바둑 & 장기

 노인장애인과 ☎ 2091-3054

교육 :  2.28.~4.4. 매주 화 구민회관 2층 

- 기본 교육: 도봉 학부모 코치 활동 관련 교육 

- 심화 교육:  자유학기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관련 교육

문의 : 2091-2342~3

대상 : 도봉구 학부모 20명(무료)

신청 :  2.1.(수)부터 도봉 꿈여울센터 홈페이지 접수 

(http://www.dobongdream.or.kr) 

꿈여울센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도봉구 내 중학교에서 현장직업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꿈여울 학부모 진로코치단(4기)’을 모집합니다.

 교육지원과 ☎ 209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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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봉사단 모집 

도봉구 청소년과 성인(부모 등)으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을 선착순 모집

합니다. 1년(3월~11월) 동안 지속적인 봉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  2.1.(수)~2.8.(수) 도봉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vol.dobong.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lwg2929@dobong.go.kr) 제출)

봉사단 활동일시 및 장소 내용 인원

그루
터기

둘째·넷째 주 토요일 
09:00~13:00
09:00~17:00

도봉산, 
사패산 등 

장애인 나들이 
활동보조

20

도봉
단비

매월 1~2회 
주말(2시간)

도봉재가노인
지원센터,

홀몸어르신 자택

홀몸 재가어르신 
말벗 등

20

자연
지킴이

둘째 주 토요일
10:00~12:00

초안산 
세대공감공원

초안산 유해식물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 등

20

 도봉구자원봉사센터 ☎ 2091-2235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구분 북서울중학교 창북중학교

개방시간 평일 09:00~17:00
평일 13:00~19:00
주말 10:00~18:00

이용방법 대출 및 상호대차 대출·열람 및 상호대차

휴관일 매주 주말, 법정공휴일, 방학기간 매주 월 및 법정공휴일

문의 956-1108 070-8230-5263, 5200

 문화체육과 ☎ 2091-2273

시민예술동아리 활성화 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도봉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권역·장르별  

예술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시민예술동아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활동 가능한 분들은 문화체육과로 연중 전화 

신청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 2091-2265

도봉구민 누구나 사설 봉안당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도봉구 추모의 집’을 

안내합니다. 매장과 달리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토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재) 효원가족공원

문의 : 효원가족공원(031-354-2325)

대상(화장 전 또는 화장 후 5일 내 신청)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배우자·직계존속·비속 사망시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 이미 설치된 분묘,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부부 중 1명이 이미 기 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원) 기타관리비

일반주민
최초 15년 200,000

최초15년 : 
45만원
1회 연장 시 : 
16만원

5년 연장 100,00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최초 15년 100,000

5년 연장 50,000

대전차방호시설과 서울창포원 사이 도로 폐쇄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및 대전차방호시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대전차

방호시설과 서울창포원 사이 도로를 폐쇄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로폐쇄일시 : 1.10.(화) 06:00부터

도로폐쇄구간 : 대전차방호시설 전면 도로 

 문화체육과 ☎ 2091-2253

창1동 주민센터 건축법률 무료 상담소

일시 및 장소 : 2.15.(수) 13:30~17:30 창1동 주민센터 

신청 : 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내용

- 건축허가(용도변경, 소규모 증축신고, 허가 등) 절차 및 관련규정

-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건축물 해소 방안

-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

 건축과 ☎ 2091-3657

웰다잉문화조성·생명사랑생명존중을 위한 
웰다잉지도자 양성과정(기본)

대상 : 50세 이상 도봉구 주민

일시 : 3.9.~5.25. 매주 목 14:00~17:00, 1일 캠프(예정)  

비용 : 교육비 100,000원(캠프 경비 포함)

주제 : 웰다잉(죽음준비) 교육의 필요성, 죽음의 의미와 철학 등

주관 : 창동노인복지센터 웰다잉연구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  창동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changsenior.org)를 참고하세요

 창동노인복지센터 ☎ 906-2968

 노인장애인과 ☎ 2091-3056

도봉구 추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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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전문봉사단원 모집

저소득층 주민의 집수리(도배, 장판 교체, 새시· 

 방범창 설치, 세면대·싱크대 수리, 전기시설,  

보일러 수리 등)를 도울 전문봉사단원을 모집합 

니다. 집수리 재능이 있고 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자치행정과

로 연중 신청 바랍니다.

※  우대사항 : 자원봉사 상해

보험 가입, 자원봉사 실적 

관리

 자치행정과 ☎ 2091-2233

서울형 뉴딜일자리

우리동네 
복지자원조사 
코디네이터 
모집

도봉구 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사각지대 전반

에 대한 발굴 활동(3월~9월) 등을 해줄 ‘우리동네 복지자원조사 코디네이터’

를 모집합니다.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분

신청 : 서류 구비하여 2.10.(금)까지 복지정책과(구청 3층) 방문 접수

근로여건 : 1일 65,600원, 주 5일 근무(1일 8시간), 도봉구 각 동 주민센터 근무

※ 제출서류 및 사업배제 사유 관련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전화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 2091-3024

도봉실버합창단 단원 모집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며 어르신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봉

사활동을 진행할 도봉실버합창단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취미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봉구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 방학동노인복지센터 회원가입 후 참여

활동 : 정기연습 매주 수 14:00~16:00 

알림마당 
With dobong

 방학동노인복지센터 ☎ 3491-4651

긴급복지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을 안내합니다.

지원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 3,350천원)

일반재산 기준 :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복지정책과 ☎ 2091-3013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자)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구분 장애등급 지원금액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6급 1,500천원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1~3급 1,500천원

 노인장애인과 ☎ 2091-3077

도봉도시농부학교 수강생 모집

교육 : 2.9.~3.16. 매주 목 10:00~12:00 평생학습관 2층 소강의실

신청 :  1.25.(수)~2.7.(화) 도봉도시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010-9898-5368) 구민 30명 유선 접수  

※ 수강료 무료, 실습비 3만원

내용 : 농사의 기본과 생태환경 (기초반, 심화반)

 교육지원과 ☎ 209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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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 31개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아파트봉

사단원들이 지난 12월 15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도봉2동 저소득가정에 연탄 배달을 실시했다. 행

사 며칠 전 강력한 한파가 올 것임이 예고되고 외출 자제

까지 요청될 정도여서 혹여 자원봉사활동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봉사단원들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

고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루돌프처럼 빨개진 서로의 코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

를 짓는 봉사단원들은 ‘이렇게 어렵고 추운 때일수록 우리

가 배달하는 연탄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사용될 될 거

라 여겨져 몹시 뿌듯하다’ 며 소감을 전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사랑의 연탄나눔 자원봉사
유승미

12월 30일, 쌍문1동 주민센터에서는 여성제품 전문브랜드인 ‘궁가’의 여성용품 전달식이 있었다.  

‘궁가’에서 근무하는 설진혁 총괄본부장은 자신이 자란 동네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직접 개발한 제품을 

기부는 뜻 깊은 행사였다.

설 총괄본부장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어 이렇게 찾아 

오게 되었다. 더욱 열심히 일해 내 동생 같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기부 받는 여성용품은 도봉구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주민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만 가격으로 인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기부가 여성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출신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배려하고 돕는 행사가 자주 열리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쌍문1동 출신 청년사업가 의 뜻이 있는 기부

지난 연말, 도봉구여성연합회(회장 김옥화)에서는 도봉구 내에 있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

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을 전달했다.

아침 일찍부터 도봉여성센터에 삼삼오오 모인 여성연합회 회원들은 제빵선생님으로부터 오늘 만

들 빵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빵의 맛을 결정하는 밀가루를 곱게 체에 내

려 중량을 맞추고,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숙련된 제빵사 같았다. 오

븐에 들어가 노릇노릇 구워져 나오는 빵들은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화려하고 우리 눈에 익숙

한 모양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그에 못지않았다.

박화분 회원은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를 4~5년 하다 보니 이제는 선수가 된 듯하다. 이웃들이 맛

있게 먹어주길 고대한다”고 말하며 웃어보였다. 여성연합회 회원들은 빵 만들기에 있어서는 아마추

어이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과 행동력에 있어서는 프로나 다름없었다. 올겨울 그들이 만든 ‘사

랑의 빵’이 외로운 이웃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기를 바란다.

노릇노릇 구워지는 사랑의 빵으로 이웃사랑 실천해요
이동희

도봉구의 살맛나는 이야기

도봉뉴스 
여성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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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obonggu

도봉구청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dobongguoffice

dobongguoffice 
도봉동

♥좋아요 173개

dobongguoffice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열심히 걸어주셔서 1,500

만원이 쌓였습니다. 도봉구청과 창동역에 설치된 둘리건강계단은  

1회 이용할 적마다 10원씩 기부금이 쌓여요. 

앞으로도 꾸준히 걸어주실거죠?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둘리건강계단 #도봉구청 #창동역

#렛츠런문화공감센터 #나눔문화

도봉구청

설탕 소금 줄이기 쉽지 않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습관을 잘 형성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달콤한 거 무지 

좋아하는데…

당줄이기 실천을 위한 ‘내리고당 영양캠프’에 참여한 중학생들~

당 줄이기 실천을 위한 다짐도 적어 보고

당도계로 식품속 당이 얼마나 들었는지 실험도 해보고

설탕 없이도 맛있는 당류 저감 요리(단호박쿠키와 당근쌀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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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민의 삶이 묻어있는 애장품전시회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봉구네에서 소개할 곳은 도봉구민회관의 도봉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는 도봉구민 애장

품전시회입니다. 도봉구민들께서 소중히 간직하셨던 애장품을 볼 수 있는 전시이지요. 물건에 세월이 깃들면 단

순한 사물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애장품들이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 애장품이 있었는데 그 중 인상 깊었던 몇

몇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홍혜숙 님의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사진, 음악, 전화 등이 다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아날로그

식 카메라가 집안에서 비싼 물품으로 대우 받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런 카메라로 추억을 많이 남겼고, 그 사

진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동희 님의 성냥갑과 몽당연필을 보니 ‘응팔’에서 우표를 모으던 정봉이가 생각나는군요. 저렇게 성냥갑을 모으

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몽당연필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씨를 배우고 하던 시절부터 손수 연필을 깎아주고 볼펜대

에 끼워 쓰며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게 한 추억의 물건이라 합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고 

싶어서 소중히 간직했다고 하시네요. 저 역시 몽당연필을 보니 볼펜대에 몽당연필을 끼워 

쓰셨던 피아노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밖에 백숙현 님의 베트남화폐, 조영규 님의 바둑판, 연적, 연상, 고영선 님의 반짇고리, 이

성희 님의 ‘88올림픽 기념 배지’ 한정판 등 정말 많은 구민 분들의 애장품이 있었어요.

저는 오래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애장품들을 보면서 저만의 추

억이 깃든 애장품이 어디 없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님 지금부터 저도 배지, 화폐, 우

표 들을 모아볼까요?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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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뮤지엄 2월 프로그램

둘리뮤지엄 설날 이벤트

• 일시: 1.27(금), 29(일), 30(월)  

둘리뮤지엄 및 둘리도서관 내 외부

• 대상: 일반 관람객(뮤지엄 입장 시 무료) 

• 윷놀이, 투호놀이 등  

즐거운 설맞이 놀이이벤트 진행

 둘리뮤지엄 ☎ 990-2200

만화사랑방 수강생 5기 모집(초급반, 고급반)

• 신청 : 1.25.(수)~2.28.(화)  

선착순 각 15명 2반 모집(홈페이지 게시판 신청)

• 교육 : 3.4.~4.22. 매주 토 15:00-17:00  

도서관동 2층 제1강의실, 제2강의실  

드로잉 이론과 실제, 컷 구성, 콘티제작 등(8주)

•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 비용 : 1인당 20,000원

문화가 있는 날 ‘1, 2월 둘리cine’

• 일시 : 1.25.(수), 2.22.(수)  

18:00~21:00 지하 기획전시실 및 상영관

• 1월 ‘겨울왕국’, 2월 ‘빅히어로’  

영화 무료 상영 및 영화해설

이혁진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수석전문위원

새해를 맞아 한 달은 늘 허둥댄다. 세모까지 

이런저런 일정에 쫓겨 내년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해 ‘도봉뉴스’ 편집회의 

방향도 아직 못 잡았다. 도봉뉴스를 받아보시는 

구민들께서 게으름을 탓할까 두렵다. 다행히 

새로운 편집진이 내 역할을 대신한다. 그간 

사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이관식
경복대교수, 교육학박사

도봉뉴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창기에는 디자인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느 기관 

소식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의 전문지로 

변모했다는 것을 40여 년간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등 소식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부지런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다방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편집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도봉뉴스가 구민의 

가장 중요한 메신저로 사랑받길 기원하며, 

그동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6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도봉뉴스가 

발행되기 전, 가편집 상태의 따끈따끈한 

소식들과 맨 먼저 만나곤 했습니다. 도봉뉴스 

편집위원으로서 유용한 정보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꼼꼼하게 정독(精讀)하며 수정을 

거듭해, 구민들의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각별한 애정을 기울인 

도봉뉴스를 늘 응원합니다.

도봉뉴스 
편집위원회 
편집후기

윗줄 홍보전산과 홍보팀 직원들, 

아랫줄 이관식, 김영옥, 이혁진 편집위원.

2011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도봉뉴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해주신 세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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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46% 인하(예정)

35만 도봉구민이 힘을 합쳐 이룬 결실

현행 4,800원 → 약 2,900원으로 인하

불공정한 통행료 개선을 위해 서명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부(민자)구간 Km당 132원 → Km당 80원으로 인하!

사업 재구조화·KDI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말 시행 예정
 기획예산과 ☎ 2091-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