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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열린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도봉구

 도봉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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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년 사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본격적인 아레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기틀을 닦고, 구민 여러분과 

오랜 시간 갈망하며 그려 온 변화의 밑그림에 하나 하나 채색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29일 플랫폼 창동 61의 개관을 통해 국내 최초이자 최대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립을 공고히 했고, 

도봉구의 문화 정체성과 자긍심의 시작인 역사문화관광벨트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둘리뮤지엄으로 향하는 쌍문역의 둘리테마역사 조성,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던 대전차방호시설의 예술

창작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컬처시티 도봉에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더불어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

시로 지정되어 우리 자녀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2017년도 ‘기분좋은 문화도시 Variety 도봉’의 성장을 기대해 주십시오. 

창동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우리 구가 지닌 잠재적 자원들을 극대화해 주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사람답게 대접받고 외로운 

이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계속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지혜의 상징이던 원숭이의 해가 저물고 새벽 여명을 부르는 닭의 해가 

떠오릅니다. 아무리 춥고 긴 겨울밤일지라도 그 끝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둠을 환히 밝히고 또 견디게 하는 촛불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사랑을 모아 가슴 뜨거운 이들과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도봉구청장  올림도봉구청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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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 도봉구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열 가지 

원칙을 모두 통과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감격스러운 날이랍니다. 조건 

없는 완전한 인증으로는 전국 최초라 더욱 뜻 깊은데요.

도봉구는 그동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모든 아동(18세 미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

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5년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전

담팀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해외의 모범사례를 직접 방문하고 ‘도봉구 아동친화도

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제도를 갖추었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아동 권리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유니세프 협력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옴부즈퍼슨을 위촉해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답니다.

참여로 완성된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도봉구는 아동친화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아동의 참여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아동·

청소년 희망위원회를 운영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동·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 ‘도발’의 성공적 개최와 청소년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도봉구 곳곳에 반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2016년 12월 7일에는 도봉구 홍보대사인 가수 아웃사이더가 아동의 권

리를 주제로 한 근사한 강의와 공연을 펼쳐 모두가 공감하며 즐기는 인증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아동이 행복한 도시 도봉구가 열린다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2017년. 도봉구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에서 ‘아동·청소년 의회’로의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이는 구정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주체

로 아동을 인식하며 참여권을 확대시키려는 어른들의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더불어 아동 권리를 대변하는 도봉구 옴부스퍼슨을 운영합니다. 옴부즈퍼슨은 도봉구 내 아동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들의 대리인이 되어 고충을 직접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

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권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구민과 아동 업무 관계자에게는 지속적인 교육을, 아동에게

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열어 아동권리 증진에 꾸준히 힘쓸 

예정입니다.

아 동 친 화 도 시  도 봉 구
전국 최초 조건 없는 유니세프 인증에 빛나는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워크숍

방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리를 주제로 한 근사한 강의와 공연을 펼쳐 모두가 공감하며 즐기는 인증 기념식이 열리기도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2017년. 도봉구는 기존의 아동·청소년 희망위원회

에서 ‘아동·청소년 의회’로의 변화를 꾀하는 중입니다. 이는 구정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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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를 이끄는 신경제 중심도시

동북권 체육공원, 동북권 창업센터,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으로 

도봉만이 지닌 지역적 특성과 장점을 살려 주민 여러분의 기대와 욕구에 

부합하는 신경제 중심도시로 비상하겠습니다. 

창동민자역사 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창동 신경제중심지권역 거리가게 

개선 지원, 쌍문동 제일종합시장 정비, 도봉구 양말산업 지역특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봉구 내 튼튼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로 도봉 전 구간 지하화(2019년 완공)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동·상계 동서 연결 교량 

및 KTX·GTX-C 노선 연장까지 더하여 획기적 광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음악중심 문화예술도시

서울아레나(2021년 완공)와 함께 창동역 일대를 문화예술중심지로 주목하

게 만들 아레나광장, 창동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진미술관, 로봇박물관 건립으로 예술과 과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방학2동 마을극장(꿈빚는 마을 방아골 내)의 성공적 운영, 버스킹 등 청소년 

거리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전폭 지원과 시민예술동아리 신규 발굴, 만화도시 

도봉으로의 한걸음 전진을 위한 무대리 거리(가칭) 조성·만화인마을 건립

으로 주민 여러분의 삶을 문화로 아름답고 충만하게 채워나가겠습니다.

2017년 도봉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하세요!
구민이 사랑하는 행복도시

도봉구는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민선6기 다양한 공약 사업을 펼치며 도봉기적의도서관 개관, 둘리뮤지엄 건립, 간송 전형필 가옥 보수와 함석헌기념관 건립 

등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선5기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서울아레나의 마중

물 사업 ‘플랫폼 창동 61’이 4월 29일 개장하여 창동역의 랜드마크로 급부상중이며, 이 일대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로봇

박물관, 사진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구민들의 바람을 최대한 수렴하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6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SA) 등급!”

▲ 방학2동 <꿈빚는 마을극장>

▶  서울시와 도봉구가 함께 추진중인 

<동북권 체육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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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몸소 느끼는  생태·힐링도시

초안산생태공원·서울창포원·초안산들꽃향기원에 이어 무수골 생태치유

공원을 조성해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을 만끽하고 향유하는 삶이 가능함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골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 공원이용 생태프로그램 활성화, 노원교부터 

창포원에 이르는 중랑천 둑방길 산책로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녹색 복지의 기반 위에 펼쳐지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민관협치 강화

구청사 일부 공간을 구민청으로 증축하여 구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과 같이 구민이 직접 기획

하고 만드는 마을계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을 모집하여 각 분야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들을 지원하고,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문을 열겠습니다.

도심 속 마을학교로 따뜻한 혁신교육 실현

도봉 문화예술교육특구를 조성하여 명품교육도시의 기틀을 닦고, 지역주민의 

학습기회를 확대시켜 평생학습도시 도봉의 문을 열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추진으로 문화교육 부문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학교와 마을이 

힘을 모아 방과후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출발부터 평등한 도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도봉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해 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로 활동하도록 지원

하며 음악도시 도봉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공동체 구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도봉구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추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및 어르신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웃 간 따뜻한 배려와 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2017년 준공 예정)을 개관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재활·여가활용에 대한 지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  도봉구청 뒤로 흐르는 중랑천 옆 산책로

▲  지역문화가 꿈틀대는 연극교실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주민참여예산 페스티벌> 제안사업 홍보부스

▲ 도봉동에 들어설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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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센터
아픈 역사를 감싸 안을 문화·예술의 부드러운 힘

‘분단과 대결의 상징’에서 ‘예술창작의 공간’으로 

도봉구에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이 있다. 바로 의정부와의 경계구간이자 7호선 도봉산역 옆에 위치한 대전차방호

시설이다. 이곳은 길이 약 270m에 이르는 군사시설로, 민족 최대 비극인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침하던 길목에 만들어 유사시 건물

을 폭파해 통행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때는 시민아파트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애당초 군사시설을 위장하려던 목적으로 세워

져 초기에는 주로 군인들이 거주했고 후에 일반 시민들이 살았다. 

설계 이후 30여 년이 흐른 2004년. 건물노후로 아파트 부분은 철거되었지만 군사시설의 기능을 하던 벙커를 비롯해 각종 화기를 

발사할 수 있는 구멍 등은 여전히 흉물처럼 남아있었다. 2013년 도봉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이곳을 

리모델링해 주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본격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주축이 된 추진단 

역시 결성되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도시재생 워크숍, 도시재생 아카데미, 공간재생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지원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15년에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시민공유 작은음악회를 열어 음악으로 화합하고 치유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서울시

향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해 폐허의 공간을 용서와 사랑의 하모니로 가득 채우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는 관할 부대인 제60보병사단과 ‘군사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식’을 맺음으로써 서울시와 도봉구, 군부대가 뜻을 모아 

예술창작센터 설립 의지를 공고히 했다.

2017년 여름, 상흔 남은 그곳에 문화가 피어난다

2016년 12월 14일 첫 삽을 뜬 대전차방호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예술가들의 목공예 활동·지역주민들이 생활예술을 시도하는 자유로운 창작공간

으로 활용하되, 유사시 군 기능은 유지할 예정이다.

시민동에는 교육장·체험장·창작공방이, 예술창작동에는 전시판매장·입주공방·

카페테리아 등이 자리해 예술과 상업을 병행하는 역할을 하고 센터 앞 광장에는 독일 

통일의 상징 ‘베를린장벽’ 세 점이 전시된다. 이는 이동진 구청장이 제주 4·3 평화의 공원

에 설치된 것을 보고 직접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다.

아픈 역사의 산물 위 주민의 바람과 행정의 실천력이 만나 의미를 더하는 대전차방호시설. 

이곳은 올해 여름,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전쟁의 상흔마저 감싸 안을 문화예술의 위대한 힘으로, 잊혀진 공간에 다시 

한 번 숨결을 불어넣으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재탄생할 대전차방호시설의 놀라운 변신을 

기대해도 좋다. 

방호벽(T=800mm)

다목적홀, 교육장 등으로 활용 투상도 전시복도로 활용

전차출입구

예술창작공간(신설)

대전차방호벽

군인이동통로

2017 찾아가는 도봉

군사시설 공동활용 서울시·도봉구·60사단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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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수상은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 도봉의 위상을 

높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상 역시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바라며 펼쳤던 다양한 정책의 결실입니다.

2017년에도 착한 변화, 따뜻한 성장을 염원하며 참여로 투명한 도봉구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2016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8개 분야 수상)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서울, 꽃으로 피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기타 외부평가사업
(13개 분야 20개 수상)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자치구 평가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법정민원 처리분야)

하반기 민원응대 품질점검(전화응대) 결과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도시재생분야)

15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15회계연도 시 세외수입 평가

15회계연도 시세종합평가

15회계연도 시세 법인 세원발굴평가

상·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도시농업 우수자치구 평가

15년 부동산정보분야 주요시책 업무 평가

토지정책 및 부동산정보분야 업무 평가

제4회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15·16년 제설대책 추진 종합평가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환경 및 정책적 접근분야) 최우수

대사증후군관리사업 평가

14~15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올바른의약품사용사업

14~15년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올바른의약품사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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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丁酉年) 신년사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2017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봉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후의를 베풀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

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도봉구의회는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

방자치를 발전시키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

다. 어수선한 시국과 경기 침체,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 등 어려

움도 많았으나,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며 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제7대 도봉구의회도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도봉구의회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 도시

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고히 제시하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고 명석하며 정이 많은 닭처럼 새해에는 지혜와 화합의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봉구의회 의장 이근옥

열린생각 함께하는 도봉구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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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다.

정례회 첫날인 23일은 개

회식에 이어 본회의에서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

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2017~2021 도봉구 중

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

고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박진식 의원(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시설 개선 관련), 홍국표 의원(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 실태 관

련), 강철웅 의원(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관련), 이은림 의원(도봉

실내수영장 미집행 예산 관련)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11월 24일

부터 12월 2일까지 2016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사업들을 검토·보

완해나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구

청은 올 한 해 추진한 사

업에 대해 점검하고 2017

년도 사업과 관련한 예산

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도봉구의회 청탁금지법 교육 도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도봉구의회는 구의

원 및 사무국 직원

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 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

라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사는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의 이지문 본부장

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 사유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

행하였다. 

교육을 경청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정활동 및 직무에 관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령을 더 자세히 이해하는 시

간을 가졌다.

도봉구의회는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심

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강철웅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신만 의원을 선출하였다. 김미자 의원, 이성희 의원, 이영

숙 의원, 차명자 의원, 홍국표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4,083억 1천 2백만원 보다 8.6% 증가한 4,433억 

2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 3,998억 3천 1백만원 보다 8.7% 증

가한 4,344억 1천 7백만원, 특별회계는 2016년 84억 8천 1백만원보다 5% 

증가한 89억 9백만원이다.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

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

하였다. 상정된 안건으로

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및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

하여 고독사를 맞이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

라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박진식 의원(대표발의)외 6인이 발의

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민

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

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기훈 의원(대표발의)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등 23개 안건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3일

간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

여 의결함으로써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였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사업예산안 심사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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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인종합복지관  993-9900
도당로2길 12-13(쌍문동) www.dobongnoin.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굿&바이 
네트워크사업

(긴급장례
지원사업)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거주 
만 60세 이상 무연고 
어르신(수급권자 및 

저소득)

수시모집

• 장례의 전 과정을 
전문봉사자와 함께 가족과 
같이 정성껏 지원하는 
긴급장례종합지원시스템

•신청 : 방문, 전화
• 준비서류 : 대상자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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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취업알선사업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 희망자

•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 : 방문
• 준비서류 : 신분증, 이력서,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해당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대학생 이상 
누구나 

평일
(월1~2회)

10:00~13:00

•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

* 병설)도봉
데이케어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평일 
09:00~18:00
(시간협의)

• 데이케어 입소 어르신 프로그램 
진행보조 및 안전관리 실시

도봉여성센터  955-0104
방학로12길 28(방학동) www.dobongwoman.or.kr

제44기 도봉여성센터 교육생 모집 

신청 : 인터넷(www.dobongwoman.or.kr)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기간 : 12.1.(목) 09:30~12.28.(수) 17:30 선착순 마감 ※2017.1.8.까지 추가접수 가능

교육 : 2017.1.2.~3.25. 홈페이지 참조 시 강좌와 세부내용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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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일시 정원 수강료(3개월) 재료비

도전! 살아 숨쉬는 천연발효빵* 월 10:00~14:00 20 90,000 홈페이지참조

카페에 어울리는 예쁜떡&한과 화 10:00~13:00 32 60,000 120,000

앙금꽃 떡케이크(1/3~2/28)* 화 14:00~17:00 20 60,000 80,000

핫플레이스 베이커리&디저트* 화 10:00~14:00 20 90,000 120,000

샌드위치기초에서 창업까지 수 10:00~13:00 20 60,000 120,000

반찬&밑반찬 만들기 목 10:00~13:00 32 60,000 홈페이지참조

단체급식실무조리* 목 14:00~17:00 32 60,000 홈페이지참조

홈메이드 베이커리-미(米)사랑* 금 10:00~13:00 24 60,000 120,000

버터크림케익디자인* 금 14:00~17:00 20 90,000 120,000

행복한 우리집 건강식탁* 금 10:00~13:00 24 60,000 130,000

손님초대& 홈파티요리* 금 14:00~17:00 24 60,000 150,000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과정
(1인1실습)*

월·수 10:00~14:00 17 160,000 150,000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 

(1인1실습)*
월·수 14:00~17:00 17 120,000 150,000

제빵기능사 속성반 목 10:00~14:00 20 9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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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구인업체에게는 적합한 구직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취업연계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새일여성

인턴제

대상 : 4대보험 가입사업장(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지원내용 : 인턴 1명당 기업에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

(인턴자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취업장려금 지급 

- 기업 60만원, 인턴자 60만원)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2016년 운영과정 : 노인여가지도사, 창의인성교육지도사 등

2017년(예정) : 조리, 강사(지도사), 복지관련종사자 양성 등

집단상담 

‘취업Dream’

MBTI성격유형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 (1회차 : 2017년 2월 예정) 

- 교재 및 간식제공, 취업우선알선혜택 / 

신청 : 유선 문의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 

도봉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직장

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IT교육, 메이크업, 도형심리, 

가죽명함케이스 만들기, 압화 브로치 등)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양성평등, 

성희롱예방 교육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여성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908-0457~8
시루봉로2길 34(쌍문동) www.smy.or.kr

2017. 1분기[1월~3월] 교육문화강좌 접수 안내(방문접수만 가능)

프로그램 일시 정원 대상 수강료(3개월)

청
소
년
교
육

통기타A/B/C 토 11:00~15:20
10명 초4 

이상

90,000
통기타F(일요반)

일
12:40~14:00

드럼A/B/C/D 12:00~17:50 8명 105,000

SSC창의과학A/B 수 13:00~14:50
15명

초1~4 45,000

한자급수(초급) 금 16:00~16:50 초~중 60,000

상상톡톡 창작미술A/B 화·목 16:00~17:50 20명 6세~초2 60,000

집중력 서예교실(신설) 화 15:00~15:50 15명 초2~중3 60,000

가베 놀이 화 16:00~16:50

15명

5~7세 45,000

수요발레A/B 수 16:00~17:50 5세~초6 67,500

주니어발레A/B/C 화·목 16:00~18:50 5세~초6 135,000

한마음
특화

미술
토

16:00~16:50
각15명

특화(장애)
청소년

48,000
(50%감면금액)

방송댄스 17:00~17:50

체육Ⅰ,Ⅱ/
음악Ⅰ,Ⅱ

일 09:30~11:20 각10명

프로그램 일시 정원 대상 수강료(3개월)

사
회
교
육

금요드럼 A/B/C/D 금 15:00~20:50
8명

청소년~
성인

120,000
수요드럼 A 수 16:30~17:50

발레 핏 화/목 09:30~10:20 20명 120,000

다이어트댄스 A/B 화~토 09:10~11:30 30명 60,000(1개월)

사군자 수 10:00~12:00 제한없음 무료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협의)
진행보조 및 안전관리 실시

목 10:00~14:00 20 90,000 90,000

070)7858-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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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환경교실  954-1589
시루봉로6길 33(방학동) www.ecoclass.or.kr

프로그램 일시 대상 내용

冬(동)動(동)同(동) 
겨울학교 1기(식물)

1.3.(화)~1.5.(목)
10:30~12:00 초등

저학년 
각 20명

나무와 풀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冬(동)動(동)同(동) 
겨울학교 2기(놀이)

1.3.(화), 1.17.(화)
15:00~16:30

신나는 겨울방학, 집보다는 
겨울 숲으로 출발! 

겨울눈은 알고 있다 
(자연관찰일기
-방학특강) 

1.4.(수)~1.6.(금)
15:00~16:30

초등학생 
20명

겨울눈 관찰을 통해 겨울나무를 
구별해보고, 겨울눈 나무 도감 
만들기 

(느림의 미학) 
겨울엔 꼼질꼼질 

1.6.(금), 1.13.(금),
1.20.(금) 

금 10:00~ 12:00

성인 
15명 

자수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프렌치 자수 배우기

새야 새야 뭘 먹고 
사니 ? 

1.10.(화)~1.12.(목)
10:00~12:00 

초등학생 
20명

새들은 다 곡식만 먹고 살까? 부리
모양에 따라 먹이가 달라진다는데 
뭘 먹고 사는 걸까? 등 

(환경부인증)
우리동네철새들 

1.14.(토)
11:00~12:30

가족단위 
12가족 

우리동네의 새들을 알아보러 나가
보자(환경부인증프로그램 참여확인
서 발급)

사라져가는 동물들
나를 구해죠
(Save Me!) 

1.17.(화)~1.19.(목)
10:00~11:30 

초등학생 
20명 

뜨거워진 지구에서 우리는 누굴 
구해야주어야 하는 것인지 호기심 해
소하는 시간

모두를 위한 
자원순환학교  

1.24.(화)~1.26.(목)
10:00~12:00 

초등학생 
20명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 이해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활동
(홈페이지 확인) 

가치 가족  
1.21.(토)

11:00 ~12:30 
가족단위 
10가족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가족의 
2017년 한해 환경 가치 가훈 만들기 

인터넷 신청 : 12.28.(수) 10:00~ www.ecoclass.or.kr

※프로그램 참여 확정은 신청하신 문자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3491-0500
시루봉로17길 42(방학동) www.bangahgol.or.kr

프로그램 일시 내용

마을학교
‘별별학교’

선생님 모집 
주1회

•마을학교(지역 아이들을 위한 대안 배움터) 활동 
• 선생님 양성을 위한 ‘교육(회의)-실습-수업진행’ 

전과정의 참여가 가능하신 분

마을놀이터 
우주공

평일 
10:00~17:00

• 마을놀이터 ‘우주공’(우리동네 아이들을 위한 자유공간)
의 공간관리, 아이돌봄, 공간운영관련 회의 

도깨비방 
공간지기 

모집

평일 
10:00~18:00

마을 카페 도깨비방의 공간관리와 음료서비스, 민주적 
운영참여 등 (http://cafe.naver.com/artbangahgol) 
주1회 3시간 3개월 이상 활동

동네119 상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도배&이사지원

학마을도서관  901-5190, 5193
시루봉로 218(방학동) www.hakmaeul.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및 내용

애니메이션 
무료영화 상영 
(2, 4주 주말)

만 24개월 
이상

• 1.14.(토), 1.15(일) 13:00~15:00 : 니모를 찾아서
(107분)  (※넷째주말은 설 연휴로 미 상영)

장애인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시각, 지체, 청각,
뇌병변, 심장,
신장장애1~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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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신청 :  1.17.(화) 09:00~1.18.(수) 17:00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edupia.dobong.

go.kr) (강좌정보 → 구민정보화교육 → 수강신청)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경우 관내 동주민센터 방문(본인 핸드폰, 

신분증 지참)하여 접수 요청

선정방법 및 확인 :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1.18.(수) 18:00 이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확인가능, 당첨자에게 문자 개별 통보)

※구청사 주차장 최대 1시간 무료

2월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구분 대상 교육과정 교육일시 인원 수강료 장소

1개월
과정

(20시간)
누구나

컴퓨터기초
(윈도우7) 2.1.~2.27.

(월/수)

09:30∼12:00

36명 12,500원

구청
전산

교육장
(B1층)

스마트폰기초 13:00∼15:30

한글2010기초
2.2.~2.28.
(화/목)

15:30∼18:00

인터넷기초 09:30∼12:00

엑셀2010기초 13:00∼15:30

2개월
과정

(48시간)

60세
이상

컴퓨터 기초 활용

2.1.∼3.29.
(월/수/금)

10:00∼12:00

26명

무료(교재
비유료)

평생
학습관
전산

강의실
(2층)

59세
이하

ITQ한글 자격증 13:00∼15:00
30,000원
(교재비

일부포함)

 2091-2674
마들로 656(방학동)

홍보전산과

2017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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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5,000원

개인 드럼실 
1:1 수업, 
50분 진행

초등역사
논술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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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와 협의초등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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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개인 드럼실 
1:1 수업, 
50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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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00원

초급벨리 11:30~12:30 아동 10 25,000원
간편한 복장

중·고급벨리 12:30~14:00 아동 20 30,000원

겨울방학 특강 참가자 모집 (4회기/1.10.(화) 개강)  

•영어동화책 읽기(화) 13:00~14:00 / 30,000원

•캘리그라피(화) 10:00~12:00 / 30,000원

•드럼(금) 13:30~16:30 (타임별 50분 진행) / 40,000원

•나만의 일기쓰기 노하우(수) 15:30~16:30 / 30,000원

•토탈공예(목) 10:00~11:00 / 30,000원

•재미있는 생각 그리기 마인드맵(목) 10:00~11:3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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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도봉로 552(창동) 구민회관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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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y)

프로그램 대상 일시 및 내용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영유아-만12세의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자녀
•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수업, 부모상담, 부모교육

Multicultural Family Language Development Service - Language development evalauation, 
Language Development Class, Parents Counseling, Parents Education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업

다문화가족
•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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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위기상황시 긴급 지원
• 병원, 보건소, 학교, 경찰서 등 동행통역, 서류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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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자녀 양육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인지·문화·자아·정서·사회시민교육)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Multicultural Family Home Studies Service 
- Korean Class, Parent Education, Child daily living Service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만3개월~만12세 
이하 자녀 가정

•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임시 보육 등
• 시간제서비스

(시간당 1,620~6,500원, 가사추가형 가능)
• 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950~6,500원, 보육교사형 가능)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facilities and schools including·House services, temporary child care, etc.)

두드림 
학습봉사

봉사 희망 대학생
시간 
조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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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말
맞벌이가족

상담
맞벌이가족

매주 화,목 18:00~21:00 / 매주 토 10:00~17:00
• 일하는 엄마·아빠의 라이프싸이클에 맞춘 

야간/주말상담

가족사랑의 
날

도봉구 거주
10가족

1.18.(수) 19:00~21:00 덕성여대 조리실습실(예정)
• 설날맞이 우리가족사랑한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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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강좌 수강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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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병아리(월/5~22개월/3개반)<신규>

25,000원

재료비 별도

초등강좌 수강료(월)

•줄리스영어발레(월/6~10세/2개반) 27,000원

•초등밸리댄스(수, 금/8~13세/1개반) 

•초등방송댄스(화, 목/8~13세/1개반)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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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강좌 수강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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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09:50)<신설>

40,000원

•검도(월, 수, 금/20:40~21:40) 50,000원

도봉구민회관 신규회원 모집 : 12.23~선착순 마감, 1층 고객지원실(901-5160~2)

구민회관 요가 소그룹CLASS 신설

월수금 09:00. 10:00/50분 수업/40,000원(월)

-  전문적 수업진행을 위해 소규모 정원(15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마감 시 11시 CLASS 개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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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사회
교육

피아노
초등학생, 

성인
평일 

•피아노 : 바이엘, 체르니(1시간 레슨)
•성인 오전반 / 아동 오후 1시~5시부

파티시에
초등학생

~중1
2, 4주 토 

09:30~12:30
•다양한 제과제빵수업(월 2회)

아동발달
지원센터 

영유아~
고등학생,
학부모
(상담)

평일 
09:00~18:00

• 발달재활서비스 필요 아동 치료서비스 진행
• 언어, 놀이, 미술, 인지치료/집단치료/

부모상담
• 저소득가정 무료·감면 대상자 모집

(담당자 문의)

도봉지역
지킴이단

도봉구 
주민

월 2회 
12:30~14:30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모니터링

경계선지능
아동 점프교실

초등 1~3
학년

주4회 이상
14:00~18:00

•1:1인지치료, 그룹치료, 학부모 교육 등

자원봉사자 
모집

6개월 이상 
봉사 가능
한 도봉구 

주민

매주 월~금
(주1회)

•경로식당 취사 및 배식 보조 봉사
•밑반찬제작 / 배달 봉사 (매주 화)
• 어르신 목욕봉사 매주 수

(장소 : 현대사우나) 등

창동문화체육센터공연장
 시설관리공단   901-5225

뮤지컬인형극 <잭과콩나무>
일시 : 2017.1.19.(목)~1.20.(금) 10:10, 11:20

장소 : 창동문화체육센터 2층 공연장

대상 : 만 24개월 이상

요금 : 일반10,000원, 단체5,000원

예매 : 전화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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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공연은 단체 대상으로 단체 및 일반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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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901-5280~2, 5221
노해로 69길 132(창동) www.dobongsiseol.or.kr

신청 : 12.26.(월)∼마감시(08:00~21:00) 안내데스크 방문, 인터넷 접수(일부제외)

초안산 창골축구장 축구교실

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대상 강습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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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어린이농구2 월/수 16:00~16:50

초등학생

33,000원

체육관평일어린이농구3 화/목 16:00~16:50 33,000원

어린이합기도1 월/수/금 17:00~17:50 44,000원

어린이음악줄넘기3
화/목

16:00~16:50 7세~
초등학생

39,600원
에어로빅실

어린이음악줄넘기2 17:00~17:50 39,600원

SNPE체형교정운동6 월/수/금 18:00~18:50
청소년이상

55,000원 다목적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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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인레이싱 월/수 18:00~18:50 초등학생 38,500원

체육관
주말농구교실3 토 16:30~17:50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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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문화정보도서관  900-1836
덕릉로 315(창동) www.dobonglib.seoul.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2017 함께읽는 
도봉>

구민 책 투표
누구나 1월 중

2017 함께읽는도봉 <올해의 책> 선정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2017 함께읽는 
도봉>

서포터즈 모집

청소년~
대학생 20명

~2.12. 
(일)까지

활동 : 3~10월 동안 SNS홍보/UCC제작/ 
월별미션 수행 등
지원자격 : 월1회 이상 모임 참석 가능자
신청 : 지원서 작성(홈페이지 참조) 후  
이메일 접수(dblibnews@daum.net) /  
문의 : 900-1836(내선209)

함께 읽는 
교과서 테마탐방

<인문학 역사기행>

초등4~6학년
선착순 20명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도서관 소식지]
이용자 사연 접수

누구나

책&도서관과 관련된 나와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 상시접수, 자유양식
전자우편 : dblibnews@daum.net  
카카오톡 : dblibnews

창골마을  
붕붕도서관

기존 운영 : 매주 월~일(화 휴관) 11:00~17:00
동절기 휴관 안내 : 2017년 1월~2월

청소년동아리
<주말어린이 
프로그램>

초등 
학생

매주 토 10:00∼12:00 청소년이 진행하는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상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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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 용

보나놀이터
7세 이하  
영유아

화~일(홈 
페이지 참조)

‘전통’을 주제로 한 역할, 블록, 감각,  
신체놀이

아장아장 
오감놀이

12~24개월 
영아, 부모

화 15:00
영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감각자극 
통합놀이

아장아장 신체놀이

18~36개월 
영아, 부모

토 12:00 대소근육 발달을 위한 신체놀이

아장아장 
요리첫걸음

화 11:00 오감자극, 소근육발달을 위한 요리활동

맛있는 
그림책놀이

수 14:00
영아 발달 단계의 그림책을 읽어보고  
독후활동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요리

4~7세  
유아, 부모

토  
11:00, 13:00

요리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경험

놀이하고 
미술하고 5~7세 

유아, 부모

수·금
15:00, 16:00

창의적인 퍼포먼스미술활동

보나아뜰리에
목 16:00, 
토 14:00

공작 활동과 자유로운 물감놀이 경험

맛있는 
그림책 놀이

5~6세/7세 
아동

수  
15:00,16:00

독후활동을 통한 통합적 언어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신체놀이

5~7세  
유아, 부모

토 12:00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놀이 경험

맛있는 그림책
회원 부모

목 11:00
그림책 선택과 읽어 주는 방법  
등을 습득

반짝엄마요리교실 화 13:00 자녀의 건강한 간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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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내용 참가비

잉글리시
아카데미 
-리틀 

유아 5세

• 리틀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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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비 별도)

잉글리시
아카데미 
-에프터

초등  
1~3학년

•톡톡A :  월/수 18:00~18:50  
기초파닉스반

•톡톡B :  화/목 18:00~18:50  
리딩프로그램

월 55,000원 
(교재비 별도)

재미재미  
영어

초등 
1~6학년

• 재미재미-파닉스 :  
화/금 16:00~16:50

• 재미재미-단어문장놀이 :  
화/금 17:00~17:50

월 45,000원 
(교재비 별도)

SAY체험관 
성교육

유아~ 
청소년

연령별 맞춤성교육 
(사회 속의 성, 사춘기,  
성폭력예방 등)

일반 2,000원/1인
심화 4,000원/1인

SAY찾아가는  
성교육

각 기관으로 찾아가는  
맞춤성교육

각 반 강의 80,000원
일반성교육 100,000원 

/150,000원

장애 청소년  
성교육

초등~고등 
장애청소년

장애특수학급 대상 성교육 
(생명탄생, 사춘기, 성건강 등)

찾아오는성교육  
50,000원

찾아가는성교육  
70,000원

초등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상상’(상시)

초등  
5, 6학년

평일 15:00~19:00  
주말 09:00~14:00 내 교과학습 
(수학, 영어), 보충학습지도,  
전문체험활동, 주말체험활동,  
생활지도 등  
-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전액 무료
(재료비, 교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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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기적의도서관 시설관리공단   3493-7171
마들로757(도봉동) www.miraclelib.dobong.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책소리 할머니들의
이야기 보따리

누구나

월/수/목/금 
16:00~16:30

책소리자원활동가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책읽어주기 활동 
장소 : 책읽어주는방 별도신청 없음

기적의 시네마
(매월 2, 4주)

1.8.(일), 1.22(일) 
14:00

상영작 : 홈페이지 공지
장소 : 1층 열두대문극장  
신청 : 현장접수

기적의  
독서동아리

수시모집 
(마감시까지)

책과 함께 성장할 다양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놀면서 크는  
우리

5세~ 
초등 3학년 

가족

1.21.(토) 
10:00~12:00

내용 :  자연 속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 

장소 : 열두대문극장 및 야외
신청 : 1/2(월)부터 홈페이지 접수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엄혜숙 작가와의 만남

7세 이상  
(보호자동반)

1.21.(토) 
14:00~16:00

내용 :  그림책 속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다!

장소 : 열두대문극장
신청 : 1/5(목)부터 홈페이지 접수

박쥐샘과  
인형만들기

초등 3~6학년
12명

1.4.(수)~2.22.(수) 
16:00~18:00 

(총8차)

내용 : 그림책을 활용한 인형만들기
장소 : 2층배움터 
신청 : 12.26.(월)부터 홈페이지

문화가 있는 수요일
테마가 있는 영화산책

누구나 1.25.(수) 10:30 내용 : 7번방의 선물 
장소 : 열두대문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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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일시 비용 내용

언어치료
언어발달 
지연자

월/수/목/금
회당 

27,500
원

언어발달·의사소통 능력 향상

미술치료 만4세 이상 월~금 심리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굳센카드 
소지자

월/수/목/금(언어)
평일(미술)

교육청 굳센카드 :  
월 12만원이내 치료비 지원

수학전문 
교실

아동
월/화/목

14:00~19:00 내
4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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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르니 55,000원
•아동 이용시간대 전화 문의
• 기존이용자 매월 15~24일, 신규이용자 매월 

25~말일 사이에 등록

마을영화관 주민 1.21.(토) 13:00~ 클래식 연주와 함께하는 영화 <라이온 킹> 상영

자원봉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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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참깨

성인 화 10:00~12:00
동화구연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동참하는 활동

늘벗 
(공간대여)

주민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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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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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리딩 버디
유아~초등 
1~3학년

매주 토·일
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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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담요에서
그림책 읽기

유아
매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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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에는  
조조영화 보러  
도서관에 가자!

누구나
매주 일

10:00~12:00
누구나 관람 가능 
(상영목록 별도 공지)

방학특강
온새미로(1월)

초등2~6학년
15명 

1.3.(화)~1.13.(금)
10:00~12:00

(화~금, 총8차)

도봉환경교실과 연계하여 진행,  
겨울 철새를 주제로 한 생태프로그램  
※자세한 사항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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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도봉구민 애장품 전시회 2016.12.30.(금)까지 도봉갤러리

청소년 소리예술단 매주 금 16:00~18:00

• 초등학생 대상(정원 20명) / 현재 접수중-1월부터 운영, 수강회비 120,000원(6개월)

• 판소리, 민요, 전통·창작 창극, 국악 뮤지컬, 마당놀이 등을 통해  

가(歌)무(舞)악(樂)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2017년 제1기(1월~3월)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개설강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edu.dobong.or.kr/)에서 확인하세요 

겨울방학 초등특강 수강생 모집 <수강료 각 30,000원>

• 블링블링 뇌블리한 보드게임 이야기 :  

1.3./1.10./1.17./1.24. 매주 화 10:00~12:00 (교구대여비 10,000원)

• 눈과 입이 즐거운 키즈쿠킹 :  

1.5./1.12./1.19./1.26. 매주 목 10:00~12:00 (재료비 16,000원)

구분 프로그램 수강료(3개월)

국악교실 
•장고(초급·중급·고급) •한국무용  •판소리남도민요 30,000원

•사물놀이 •경기민요 •탈놀이 •김매자류춤 60,000원

국악연구반 •풍물 연구반 •한국무용 연구반•모듬북 연구반(6개월 과정 120,000원)

인문학교실 •수필(1반·2반) •소설쓰기반 •수필과창작 •시창작 30,000원

미술공예 
교실

•유화 •여행드로잉 •색연필일러스트  
•보태니컬아트 •서각 •프레스플라워

60,000원

•목요수채화 •인물크로키 •서양화(1반·2반)  
•연필스케치(1반·2반)

45,000원

•한국화(초급·중급) •전각•민화 •켈리그라피 •토탈공예 30,000원

외국어교실

• 일본어초급 (6개월) 60,000(1월~6월 : 히라가나부터 시작하는 왕초보반)

• 중국어(중급·고급·스크린·프리토킹) 45,000원

•일본어(중급·고급) •영어회화(중급·여행영어) 60,000원

음악교실

•하모니카(초급1·초급2·중급·고급)  
•국내가곡 •외국가곡 
•포크기타(초급·중급) •플루트(초금·중급·고급) 

30,000원

•플루트앙상블 •별빛 기타반 •바이올린 60,000원

•오페라 아리아(정원 10명) 150,000원

생활문화 
교실

•명심보감 •시중과 명리기초 •교양한자(초급·중급) 30,000원

•시중과 명리(중급·고급) •손금과 적성  
•사주와 관상 •논어강독

45,000원

•교양한자고급 60,000원

서예 
사군자교실

•사군자(1, 2, 3반) •한글한문서예  
•한문서예(1, 2, 3, 4반) •한글궁체반

30,000원

야간교실
•야간시중과 명리 •야간 드로잉 •야간주역  
•야간 화요서예(한글, 한문 60,000) 

45,000원

토요교실 •토요서예 •우쿨렐레 (초급·중급) •토요수채화(80,000원) 60,000원

유아  
초등교실

•똑똑 스피치(유아·초등)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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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우리랑  
영어놀이 할래?

5~7세  
각 10명

1.14.(토) 13:00~13:35
도서관을 찾는 유아, 어린이에게  
청소년들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후속활동을 하는 시간

1.21.(토) 13:00~13:35

1.28.(토) 13:00~13:35

언니와 함께하는  
영어동화

5~8세  
각 10명

매주 토 15:00~15:50
청소년들이 영어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는 후속활동을 하는 시간  
(당일 선착순 참여)

매주 일 10:30~11:20

매주 일 13:3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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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취학 전 아동 예방접종

대상 : 2010.1.1.~12.31. 출생아 및 의무취학 예정자

장소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62개소 및 도봉구보건소 

필요접종 :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추가접종이 필요한 예방접종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또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만 11~12세

일본뇌염(사백신) :  5차 만12세, 일본뇌염 생백신은 2회 접종으로 완료되어 

미완료시 접종 필요

※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에서 

확인가능

 지역보건과 ☎ 2091-4693~4

대상 : 희귀난치 산정특례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 의료비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기침유발기, 간병비 등 :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조회시 모두 적합자

구분
환자가구(4인가구) 부양의무자가구(4인가구)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액(원) 5,269,721 288,372,231 8,782,868 480,620,385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신청 : 방문접수

 지역보건과 ☎ 2091-4563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연중 지원

사업 대상

치매예방교육 도봉구 주민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도봉구 만 60세 이상 어르신
(만70세 이상 어르신은 필수)

치매가족모임 도봉구 치매환자 가족

치매전문자원봉사자 누구나 

• 치매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또 부지런히 읽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도봉구치매지원센터 ☎ 955-3591~3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이용 안내

대상 : 도봉구 거주 임산부(임신20주~출산 6주이내)

신청 : 보건소 모성실 방문 및 전화 문의(사전예약제, 연중가능)

내용 :  방문 동의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후 6주 이내 

가정방문하여 무료로 산모·신생아 건강체크, 

우울 사회심리검사,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건강 및 보육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보건소 모성실 ☎ 2091-4592~4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대상 : 도봉구 만6세 이상 아동·청소년

신청 : 연중 사전전화 예약 

내용 : ADHD, 우울증 관련 마음건강평가

문의 :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900-5783~4)

 지역보건과 ☎ 2091-4583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평가

운영일시 : 평일 09:00~18:00 / 둘째, 넷째주 토 09:00~13:00

장소 : 보건소 5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보건지소(마지막주 토)

대상 : 20세 ~ 64세 지역주민

내용 :  대사증후군 5가지 검진(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좋은콜레스테롤, 

복부둘레), 위험요인에 따른 추구관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091-4623~5

 금연클리닉 ☎ 2091-4628~30

대사증후군센터와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등록장소 : 관내 동물병원

등록방법 및 수수료 : (택일)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2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1만5천원

  - 등록인식표 부착(인식표 소유자가 준비) 3천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30일 이내)

  - 소유주 변경시

  -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보건위생과 ☎ 2091-4498

반려견(개) 등록 안내

건강계단 걷기 홍보물(스티커, 포스터) 무료 배부

계단걷기 홍보 스티커·포스터를 건물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붙이고, 건강계단 걷기로 건강생활 실천해보세요.

일시 :  2017년 1월 ~ 홍보물 소진시까지 

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

대상 :  도봉구 내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기업체, 상가 빌딩 등

 보건정책과 ☎ 2091-4422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음건강평가

장애인의 희망 무료재활사업 대상자 모집

대상 :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1~3급

① 발병일로부터 6개월 ~ 2년 이내인 대상자

② 거동이 가능한 도봉구 거주자

내용 : 재활치료(내소, 방문), 재활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방법 : 전화 및 내소 상담 

 지역보건과 ☎ 2091-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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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알림마당 
With dobong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간 : 1.16.(월)~1.31.(화)

납부방법 : -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etax.seoul.go.kr(한글검색 : 서울시세금)』

 -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가상)계좌에 이체

 부과과 ☎ 2091-2825

구분 현재가격(원) 인상가격(원)

종량제 

봉투

일반용

5ℓ 120 130

10ℓ 220 250

20ℓ 440 490

30ℓ 660 740

50ℓ 1,100 1,250

75ℓ 1,650 1,880

100ℓ 2,220 2,500

사업장
50ℓ 1,800 2,000

100ℓ 3,600 4,000

특수규격
20ℓ 1,840 2,040

50ℓ 4,590 5,100

음식물류

(용기)

일반가정

(단독, 공동주택)

kg당 100 130

ℓ당 70
100

(단, 2ℓ는 190원)

소형음식점
kg당 130 190

ℓ당 100 140

다량배출

사업장

kg당 160 230

ℓ당 120 170

2002년 이후 13년간 인상되지 않아 처리비용 원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종량제 

수수료가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인상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기존봉투는 소진 시까지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 ☎ 2091-3253~4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

대상 : 2017.1.1.(일) 현재 차량 소유자 중 2016년 미연납자

신고·납부 :  1.16.(월)~1.31.(화) 

방문, 유선, 인터넷(https://etax.seoul.go.kr)

※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감면폐지)

 부과과 ☎ 2091-2822~4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영유아와 부모에게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자원활동가를 연중 모집합니다. 

대상 : 책에 관심있고 아가를 사랑하시는 분(성인) 

신청 : 문화체육과·구립 도서관 전화 또는 방문 접수

활동 :  도봉구 8개 구립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그림책 읽어주기 등

※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도봉1동어린이도서관, 학마을도서관, 

도봉기적의도서관, 도봉도서관, 

고맙습니다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 

둘리도서관 中 희망 도서관 선택

 문화체육과 ☎ 2091-2273

            가입하세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가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율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교통카드(T-money)

적립, LED 스탠드 교환 등이 가능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가입시 전기 고객번호 필수 입력, 도시가스, 수도 중 택 1 입력

 환경정책과 ☎ 2091-3204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면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민원 :  49종(식품관련영업,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등 

구청 홈페이지 참고)

 민원여권과 ☎ 2091-24142017년도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영위자(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융자 제한업종(담배·주류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등)은 제외

신청 : 2017.1.2.(월)~1.31.(화) 구청 일자리경제과(6층) 방문 접수

지원 : 8억원, 1업체당 2억원 이내(기 대출업체는 대출 잔액 포함)

대출금리 : 연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조건 :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대출(은행 경유하여 신청서 제출)

 일자리경제과  ☎ 2091-2875

청소년 교육전문강사단 모집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봉사단(이배사랑)에서 교육과정을 이수(1.11.~1.20. 8일간)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8기)를 모집합니다.

신청 :  12.26.(월)~2017.1.5.(목) 18:00 신청서 

메일 접수(youjin77@dobong.go.kr)

※ 신청서는 ‘도봉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vol.dobong.go.kr)에서 다운로드

모집인원 : 30명 

대상(1개 이상 해당) 

-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에 관심 있는 전직교사

- 사회복지학, 상담학, 청소년학 등 관련 자격증소지 혹은 전공

- 교육관련 자원봉사경력 3년 이상

선정 : 2017.1.6.(금) 전화 및 개별문자 통보

 자치행정과 ☎ 209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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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학기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수강생 모집

교육 :  3.2.(목)~8.3.(목) 매주 화·목 15:50~17:40 

덕성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셔틀버스 운영)

대상 :

- 도봉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3~6학년 

-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에 참가한 경험이 없는 어린이(신규자 선발)

※구청에서 도봉구 거주여부 일괄 확인

도봉 원어민 화상영어

도봉구와 ㈜건우애듀가 함께 2017.1.1부터 도봉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1, 1:2, 1:3 수업 및 성인반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강료 : 월 24,000원

-  초등학생 3학년~중학생 3학년까지 1:3 수업에 한해 

도봉구 지원 12,000원

문의 : 도봉 원어민 화상영어(1644-4631), dobong.espot.co.kr

 교육지원과 ☎ 2091-2303

구분 일반 저소득

교육비
총비용 575,000원

(구청지원 300,000원, 
본인부담 275,000원)

 총비용 575,000원
(구청 전액지원)

교재비 본인부담

모집인원 150명 40명

신청

1.2.(월) 09:00~1.20.(금) 18:00

온라인 접수 
http://edupia.dobong.go.kr
(도봉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전화·방문 접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선발방법 전산 추첨 동장 추천

선발확정 1.23.(월) 16:00 도봉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학부모 
설명회(예정)

2.21.(화) 13:30 덕성여대 대강의동 205호

기타

접수 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하며 허위 
작성 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선발 우선 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자활,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 의료급여 등)
※인원 초과 시 고학년 우선 선발

문의 :

- 교육지원과 2091-2303(접수방법, 저소득 선발, 예산지원 등)

- 덕성여대 언어교육원 991-0487(교과과정 및 교재, 셔틀버스 노선 등)

저도 이젠 

도봉구민 다~ 되었나 봐요^̂
김미연(창동)

파주에서 도봉구 창동으로 이사 온 지도 어느덧 2년이 다되어 

갑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 동네 

이웃 분들은 삭막한 서울에서 어찌 살려고 멀리 가냐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는 새로운 인연을 맺고 지낼 

소통의 기회조차 알 길이 없어 아파트 경비 아저씨, 건물 청소 

아주머니와만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우편함에 꽂아져 있는 도봉뉴스를 만나게 되었

습니다. 집에 들고 들어와서 찬찬히 읽어보니 도봉구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평소 배우고 싶던 운동이나 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볼펜을 들고 요일과 

시간을 보면서 달력에 체크했고, 어느덧 달력은 빨간 동그라미로 

대부분 차있을 만큼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봉뉴스 덕분에 배우고 

싶던 운동을 저렴하게 배울 수 있었고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행

하는 무료건강 교육에도 참가해 건강 상식에도 빠삭하게 되었습

니다. 이외에도 집에서 간단히 만드는 음식 조리법을 배워 남편

에게 좋은 점수까지 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좋은 기획

기사와 행사 소식으로 알차게 소식지를 채워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맘때면 올 때가 되었는데’ 하곤 도봉

뉴스를 기다립니다. 도봉구민이 

다 된 기분이랄까요? 제가 서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삶의 활력 도봉

뉴스가 앞으로도 좋은 

소식, 다양한 뉴스

로 구민들에게 알차

고 재밌는 정보를 

전달하길 바랍니다.

구민의 소리 안내

접수 2017.1.4.(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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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홍보전산과 ☎ 2091-2902~4

구민의 소리
With do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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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 2091-2863

서울시 도봉구 일자리카페 취업프로그램

‘서울시 도봉구 일자리카페’에서는 공공·민간의 채용정보, 공채일정, 이력서 작성 등에 도움이 되는 취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자리 키오스크(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와 취업프로그램을 매월 무료로 운영합니다.

신청 : 1.2.(월)~1.13.(금) 일자리경제과 전화 접수                   대상 : 청년구직자(특성화고생, 대학생 및 일반인 등)

내용 일시 장소 인원

면접에 성공하는 자신감 이미지 만들기 특강  1.17.(화) 10:00~13:0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2층 대강의실

10명

1:1 심층 취업상담(1인당 1시간) 상담  1.17.(화) 13:00~15:00 2명

미래, 직장에서 인정받다! 미래설계와 직장매너 특강  1.18.(수) 10:00~13:00 행복한이야기
(창동역 1번출구 역사하부)

10명

1:1 심층 취업상담(1인당 1시간) 상담  1.18.(수) 13:00~15:00 2명

마을만들기 소식

‘목화송이 협동조합’ 면생리대 만들기 무료 체험교실

친환경 바느질제품을 생산해 장년층과 취약계층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목화송이 협동조합’이 주민을 위한 

면생리대 만들기 체험교실을 엽니다. 건강, 환경에 좋은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 : 일시 및 장소 : 1.23.(월) 14:00~15:00 구청 지하1층 다목적교육장

신청 : 1.9.(월)~1.20.(금) 선착순 마을공동체과 전화 접수(2091-2484)

문의 : 010-9965-5220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특강

건강한 가족문화와 지역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1월 단기특강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문의 : 904-5682, 010-5223-1971 

강좌 일시 및 장소 비용

영쌤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활강좌
1.12.(목) 10:00~12:00(천연비누)

1.19.(목) 10:00~12:00(천연치약) 창동역 2번 출구 

‘너른마루’

회당 5,000원(재료비 별도)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

(인물 한국사)

1.6./1.13./1.20./2.3.

금 10:00~11:30
20,000원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 주민참여 프로그램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북카페 ‘행복한이야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주민 소규모 모임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봉구 주민들의 소통을 돕고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 954-7145 

강좌 일시 및 장소 비용

한자사랑 고전읽기 매주 월 10:00

창동역 1번 출구 

‘행복한이야기’

무료

캘리그라피 매주 수 19:00, 20:30 25,000원(재료비 별도)

창동 인문학 첫째, 셋째 주 금 09:30 무료

행복한 불끄기 캔들나이트 매월 마지막 주 금 20:00 무료

핸드메이드 작업 공방 ‘화공뭐공’ 매주 화 10:00 전화 문의

  마을공동체과 ☎ 2091-2472~5

방학2동 ‘꿈 빚는 마을극장’ 개소

방학2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꿈 빚는 마을 방아골’ 지하에 영화상영, 공연 연습장, 주민 회의 등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극장이 개소했습니다.

위치 : 방학2동 시루봉로15라길 31  

문의 : 010-6342-7263

구분 기능 구분

지하 마을극장 영화상영, 공연 연습, 작품 전시, 주민 회의 등

1층 마을밥상 인근 주민 대상 마을밥상 운영

2층 마을도서관[모모의 다락방] 어린이 영어, 한자, 책놀이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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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행동 요령
•갑작스런 기온 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난방에 유의하세요.

•심한 한기와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하고 동상부위를 잘 씻고 말리세요.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특히 머리부분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 부상을 방지하세요.

•동 주민센터, 경로당 같은 한파쉼터를 찾으세요.

 ※도봉구에는 총55곳의 한파쉼터가 있으니,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문의하세요.

19알림마당 
With dobong

광운원격평생교육원 1월 수강생 모집

신청 : 1.9.(월)까지 광운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kwcyber.ac.kr)

교육 : 1.10.(화) 개강

- 자격증 취득과정(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 학사학위취득과정(사회복지학, 아동학, 경영학, 교양 등)

혜택 : 

- 도봉구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 수업료 55% 감면

- 국가유공자녀 수업료 100% 면제

 광운원격평생교육원 ☎ 911-1144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살피고, 알려주세요!

동절기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민간자원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복지정책과 ☎ 2091-3014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대상 :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등록장애인(장애인 보장구 소지자)

신청 : 업체 방문·전화 접수

- 도봉사랑길자립생활지원센터(도봉로164길 39 1층, 955-0397)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 출장수리 가능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

위치 :  쌍문역 개찰구 외부, 

창동역 개찰구 내부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자

기능 :  40분 이내에 90% 충전 

완료, 20km 주행 가능

도봉구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 구청 1층, 보건소 1층,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방학역, 녹천역, 도봉산역(7호선), 쌍문역, 

창동역

 노인장애인과 ☎ 2091-3075

신청 : 전화(906-9988)또는 방문 접수

위치 : 덕릉로63길 76-10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2층)

※ 쌍문역 3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7번 탑승 → 창성빌라 정류장 하차

 노인장애인과 ☎ 2091-3054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프로그램

일시 강좌 대상 비용

월

10:00~12:00 냅킨아트 전 세대 재료비별도

13:30~15:00 라인댄스 60세 이상 무료

15:00~18:00 바리스타교육 전 세대

재료비별도18:00~19:00 요가 전 세대

화

10:00~12:00 어르신태권도 60세 이상

13:30~15:00 노래교실 60세 이상

무료15:00~18:00 공연 전 세대

수

10:00~12:00 우리 춤 체조 60세 이상

12:30~14:30   바리스타교육 전 세대

재료비별도
14:30~15:30 오카리나 전 세대

16:00~17:00 장구 전 세대

목

10:00~12:00 바리스타교육 전 세대

13:30~15:00 스마트폰교육 60세 이상
무료

15:00~18:00 공연 전 세대

18:00~19:00 요가 전 세대 재료비별도

금

10:00~12:00 시니어에어로빅 60세 이상

무료13:30~15:00 노래교실 60세 이상

15:00~18:00 공연 전 세대

 재난안전과 ☎ 2091-4256

동절기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복지정책과 ☎ 209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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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과 ☎ 2091-2292

2017년 도봉산 해맞이 행사

일시 및 장소 : 1.1.(금) 06:30~09:00 도봉산 천축사  
※일출시간 07:47(예상)

 - 도봉산 수변무대(만남의 광장)에서 집결

 - 산행코스(1시간 소요 예정) :  도봉산 수변무대(만남의 광장) → 도봉서원 → 도봉대피소 → 천축사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고 2017년의 새 다짐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웃 간 덕담도 나누고 함께 만세삼창 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으로 구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

둘리뮤지엄 1월 프로그램

SNS 서포터즈 ‘더+ 두리’ 3기 모집 

신청 : 1.13.(금)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청

대상 : 총 20명 

- SNS 계정 소지자 누구나 

-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  아기공룡 둘리를 사랑하고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자    

활동 : 1.14.(토)~6.30.(금) 총 6개월

문의 : 070-4291-1106

‘청소년 도슨트’ 모집

신청 : 1.10.(화)까지 선착순 홈페이지 게시판 신청

대상 : 관심 있는 중학생 20명(참가비 20,000원)

활동 :  1.7.~2.25. 매주 토 15:00~17:00 

도서관동 2층 2강의실 및 뮤지엄동 전시실

-  이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전시실에서 관람객에게 

설명하는 ‘전시 해설사 체험’ 프로그램

문의 : 070-4291-1109

문화가 있는 날 12월·1월 둘리cine

일시 : 2016.12.28.(수), 2017.1.25.(수) 18:00~21:00

장소 : B1 기획전시실 및 상영관

내용 : 12월 <폴라 익스프레스>, 1월 <겨울왕국> 무료 상영 및 영화해설

http://www.doolymuseum.or.kr/ 검색창에서 ‘둘리뮤지엄’을 검색하세요

 둘리뮤지엄 ☎ 990-2200

이웃소통 및 문화나눔을 위한 

연말특선 무료 가족영화상영

도봉구아파트봉사단 협의회 주관으로 관내 아파트단지 및 유휴공간을 

순회하며 좋은 영화를 상영합니다. 사전 접수 없이 당일 13:30분부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마이펫의 이중생활

(애니/90분)

12.26.(월) 14:00 

도봉구민회관 대강당(도봉로 552)

 도봉구 자원봉사센터 ☎ 2091-2232~7

-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 1.10.(화)까지 선착순 홈페이지 게시판 신청

 : 관심 있는 중학생 20명(참가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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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립여성합창단원 모집

도봉구 문화사절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구민 화합을 돕고 다양한 

활동을 펼칠 도봉구립여성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음악 활동에 

관심 많은 도봉구 거주 만20세 이상 만50세 이하 여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  1.23.(월)~2.3.(금) 필요서류(응모원서 및 이력서 등) 작성하여 

문화체육과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원서 서식은 문화체육과(구청 7층)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이력서(합창경력이 있는 경우), 사진(3.5㎝×4.5㎝) 2매

선발 :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심사(자유곡1곡-악보 2부 본인 지참)

※2.7.(화) 13:00 구청 16층 회의실 / 합격자 2.9.(목) 개별통보

활동 : 단원대우, 정기연습(매주 화·목 11:00~13:00 구청 16층)

 문화체육과 ☎ 2091-2256

도봉구 문화사절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구민 화합을 돕고 다양한 

알림마당 
With do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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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구청2층 대강당에서 제5회 선한이웃들의 축제가 열렸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

된 시상식에서 사찰 서원암이 지방자치의 날 유공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서원암은 

그동안 도봉구의 각종행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산채나물과 연잎밥 등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많

은 기쁨을 선사하던 곳이라 내 일처럼 기뻤다. 다음으로 동북지위원회 운영평가시상, 복지공동

체 유공자 표창에 이어 우수사례 발표와 공연이 펼쳐졌다. 

창2동 복지위원회에서는 빨간 의상을 단체로 입고 라인댄스를 선보였으며, 백운중학교와 선

덕고등학교 동아리에서도 댄스 및 아카펠라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공연 후에는 민간복지 거점기관인 LG베스트샵의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곳은 영업을 마

친 다음날 개점 시까지 비어있는 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해서 도봉구 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음을 주었다고 했다. 다양한 사례 발표와 공연, 시상으로 훈훈함을 더하는 선한 이웃들의 축제처럼 배려와 공유를 통해 도봉구에 선

한 기운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 또 도봉복지 공동체와 선한 이웃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낸다.

도봉구를 가득 채우는 선한 기운 ‘제5회 선한 이웃들의 축제’
이병숙

도봉뉴스 

여성리포터

분단과 갈등의 상징 ‘대전차방호시설’이 예술창작공간으로 새롭게 피어나다
양은경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12월의 첫날, 도봉산역 인근 대전차방호시설 앞에서는 민·관·군이 

함께하는 군사시설 공동 활용의 협약식이 열렸다. 원래 이곳은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 북으로부터 

서울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시설물의 하나였다. 1969년 준공 이래 건물이 노후 되어 2004년 

시민아파트 부분만 철거 후 방치되었던 시설을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창작 공간으로, 유사

시에는 군사시설로 사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내빈으로 참석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님과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늠름한 

야전복장으로 연단에 선 60사단장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 공간은 평화시와 전시로 나뉘어 활용이 될텐데, 후자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방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듣고는 심장이 후끈해지는 기분이었다.

공사는 올 12월 첫 삽을 뜨기 시작해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라 한다.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던 

대전차방호시설이 평화와 창작의 문화공간으로 새단장해서 시민의 품에 안길 날을 고대한다.

 쌍문1동 주민센터 ☎ 2091-5522

지난 6월 마을기금사업의 실행동으로 선정된 바 있는 ‘쌍문1동 마을기금운영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 ‘주민을 위한 힐링음악회 및 배분파티’를 열었다. 그동안 마을기금운영위원회는 여섯

차례에 걸쳐 세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반상회 밴드 투표와 모금 캠페인 현장 투표로 ‘문화나눔-

세대가 함께하는 마을영화상영 및 작은 음악회’를 대표 의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배분파티는 경기민요와 오카리나 공연, 기타와 해금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행사장 세팅과 행사 기획에 이르기까지 기금운영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2부의 기부자 감사데이에서는 직접 바자회 물품을 후원해 준 주민들

에게 감사패와 선물 등을 전달했으며, 주민들이 그간 열심히 연습했던 ‘캐롤송’ 무대를 선보이기

도 했다.

기금운영위원회 이남기 대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기금을 모

금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쌍문1동 마을기금운영회 ‘주민을 위한 힐링음악회 및 마을기금 배분파티’ 개최

도봉구의 살맛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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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o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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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dobongguoffi ce

dobongguoffi ce 
도봉동

♥좋아요 173개

dobongguoffice  토요일 오후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열기, 

도봉문화퀴즈대회~~ 사회자 양상국 씨도 화들짝 놀랐다는 

후문이… 

#도봉구 #도봉구청 #도봉문화퀴즈 #버라이어티도봉 #양상국

도봉구청

11월 30일

따뜻한 일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올 겨울 포근하게 보낼 수 있을 거 같아 저도 고맙

습니다.

자고로 나눠 먹으면 맛있는 법!

유기농 친환경 텃밭에서 가꾼터라 조금씩 벌레가 먹은 흔적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추로 만든 김치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 김치들은 지역 내의 어려운 저소득층 35세대에 학부모회 위원들 및 쌍문1동 

복지위원과 학생들이 직접 배달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PLAY@방학, 어떤 곳일까요?

방학동 도깨비시장의 공영주차장 쪽에는 특별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사실 장 보러 가는 길 ‘공원

이 있구나’ 생각하며 지나치곤 했었는데, 유난히 날씨 좋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발길이 닿았어요.

우거진 나무 아래 알록달록한 하지만 정갈한 느낌의 벤치가 숨어있어요. 공원 입구에 있는 ‘마을길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

려 읽거나 바로 옆 도깨비시장에서 구입한 맛난 주전부리를 지인과 나누며 도란도란 수다떨기에도 좋고, 혼자 앉아 잠시 사

색에 잠겨도 좋을 그런 곳입니다.

운동장 한편에는 예쁜 놀이 테이블도 있어요. 대여하거나 직접 가져온 보드게임으로 체스나 바둑을 즐길 수 있고, 학창시절 

즐겼던 제로게임이나 알까기, 지우개 따먹기 하기에도 좋은.

공원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일렬로 쭈~~~~욱!! 원체 가짓수가 많아 종류별로 10분씩만 해

도 한 시간을 훌쩍 넘기겠어요.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시기에 저도 가끔 해보는데, 다리가 휘

청, 고로 앞으로는 그냥 걷기 운동만 하기로... ̂ ;̂;;

사실 운동시설이나 작은 운동장은 전국 어디에나 있지요. 하지만 이 공원은 조금 더 특별해 

보여요.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등 각 세대의 공간을 분리해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대 간의 벽을 허문,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쿵쾅거리는 윗집 아이가 내 손자손녀, 조카 같고, 옆집 어르신이 우리 할아

버지, 할머니로 느껴진다면 삶이 조금 더 정겨워 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오가며 인사 나누는 사람이 늘어가는 즐거움을 선사해 준 방학동의 작은 보물, ‘PLAY@방학’

에 대한 소개를 이만 마칩니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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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 2016.12.23.~2017.2.12.(기간 중 무휴)

이용시간 : 오전 10:00~오후 5:00

입 장 료 : 8,000원 / 도봉구민 6,000원

장     소 : 성대 야구장(도봉로 168길 30, 도봉역 3번출구 도보 2분)

행사기간 : 2016.12.23.~2017.2.12.(기간 중 무휴)

이용시간 : 오전 10:00~오후 5:00

입 장 료 : 8,000원 / 도봉구민 6,000원

장     소 : 성대 야구장(도봉로 168길 30, 도봉역 3번출구 도보 2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에게 성금과 성품을 모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처럼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온정을 널리 퍼뜨리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2016년에는 성금 467,452천원 성품 533,223천원이 모여 도봉구 내 450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집중모금기간 : ~2017.2.14.(화)까지

성금·성품접수  

- 도봉구 전용계좌 입금 

   우리은행 015-176590-13-523(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구청 민원여권과,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참여하세요

사랑의 온도 높이는

201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참여하세요

알림마당 
With dobong

 복지정책과 ☎ 209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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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인증 전국 최초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어르신행복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

친화도시 도봉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등으로 

2017년에도 모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봉구는 여성의 성장과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로써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5년간 일자리·안전·

건강·돌봄 등 여성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서울시 

최초로 재지정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여성이 더욱 살기 

좋은 도봉의 2막을 열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집중 지원하고, 치매가족의 

부양부담 완화와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여가 활동과 건강 증진을 도울 다채로운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도봉을 만들겠습니다.

유니세프 인증 전국 최초 완전한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5년간 일자리·안전·

건강·돌봄 등 여성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 서울시 

최초로 재지정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여성이 더욱 살기 

좋은 도봉의 2막을 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