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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를 상징하는 표상들

   도봉구의 휘장

   도봉구의 상징물

   도봉구의 QR Cord를 찍어보세요

도봉구를 상징하는 마크는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약하고 쾌적한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희망찬 
도봉구의 소망을 상징

구꽃(區花) | 꽃창포

꽃창포는 서울창포원 조성 이후 구민정서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 
꽃으로, ‘우아한 마음’, ‘좋은 소식’ 이라는 꽃말처럼 희망찬 도봉구의 
미래를 나타낸다.

구나무(區木) | 은행나무

방학동 은행나무는 수형이 아름다워 서울특별시 기념물(제33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시련 속에서도 거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의 
모습은 도봉구의 유구한 역사를 의미한다.

구새(區鳥) | 학(두루미)

학은 방학동(放鶴洞)의 지명, 도봉서원의 강론을 듣는 선비의 모습 
등 도봉구의 고유한 역사·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예로부터 
평화와 행운, 장수의 고유한 존재로 인식되어 온 학은 도봉구민의 
행복과 행운을 상징한다.

도봉구의 QR코드는 새로운 소식, 행사, 각종 민원 
등의 정보를 담아 코드를 생성하여 여러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도봉구의  생태환경을  대표하는  깃대종
깃대종 : 지역의 생태를 대표하고 복원의 증거 및 환경보전

지표가 되는 상징적 동식물종

도봉구 육상 깃대종

꼬리명주나비
- 서  식  지 : 중랑천
- 관찰시기 : 3월~ 10월

도봉구 수중 깃대종

도룡뇽
- 서  식  지 : 무수천, 우이천
- 관찰시기 : 34계절 모두 가능

도봉구 하늘 깃대종 중대백로
- 서  식  지 : 중랑천, 우리천, 무수천 등

- 관찰시기 : 4계절 모두 가능



2 3

CONTENS도봉구 환경선언

서울의 동북부에 자리 잡은 우리 도봉구는 서울의 명산으로 불리는 도봉산과 중랑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으며, 

그 아름답고 빼어난 자연경관은 도봉구민의 자랑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와 편의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대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은 오염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 

이로 인한 우리의 삶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환경보전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임을 깨닫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할수 있는 정책개발을 

우선으로 하여 개인으로부터 가정, 기업, 주민 모두가 환경보전을 생활화하여 우리 도봉을 생태환경 모범도시로 가

꾸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환경보전의 바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1. 우리는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우리는 도시개발과 관리에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구민이참여할 기회를 보장

 한다.

3.  우리는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켜가며, 환경친화적인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한다.

5.  우리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범 지구적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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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현황

█ 도봉구의 지역현황

 ⦁ 위치 및 교통

   도봉구는 서울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경원선과 연결되는 지하철 1,7호선, 서울도심과 연결되는 지하철 

   4호선, 수도권 외곽과 연결되는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상 서울과 경기 북부의 수도권을 잇는 서울 동북부의 관

   문지역임.

 ⦁ 자연환경

   도봉구의 서남부로 흐르는 우이천은 강북구와 경계를 이루어 흐르고, 북부로는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는 

   도봉산이, 동부는 한강상류 지류인 중랑천이 흐르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임.

 ⦁ 면 적

   총 20.84㎢의 면적 중 주거지역이 42%,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면적이   구 면적의 50%로, 도봉구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3%에 불과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

   으로 부족한 편이며, 공업지역이 7.1%로 자족기반이 취약함.

 ⦁ 인 구 

   도봉구의 전체인구는 336,698명(2019. 7. 1 기준)이며, 그 중 40대~50대 인구가 115,312명으로    전체 

   인구 중 34%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구역도

도봉구 도봉산/북한산
국립공원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도봉1동

도봉2동

방학1동

창4동

창5동

창1동

창3동

창2동

쌍문3동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

방학2동

쌍문1동영등포구

 ⦁ 도봉구 저탄소생활 국민실천 추진배경

   - 지속가능성을 구정의 핵심원칙으로 도입

    ▶ 1999년 도봉의제 21인 「맑고 푸른 도봉 21」선포 

    ▶ 2007. 8.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 목표를 확정하여 2008년 

      「도봉행동 21」을 선언하였으며, 「맑고 푸른 도봉 21」을 만들기 위한 의제실천 250여개의 계획들을 

      계속 추진 중

    ▶ 2015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2017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

      능성을 구정의 핵심원칙으로 도입하였으며, 2년 단위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 중

       -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 확산

    ▶ 지역 주민과 함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저탄소 녹색사회를 조성할 환경정책 기반마련 필요성 

      증대

 도봉행동 21 작성 방향 및 과정

「 도봉행동 21」은 「도봉시민실천단 구성」을 만들기 위해 작성되어진 실천단 계획으로써 작성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도봉시민실천단 구성」에서 작성된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여건에 알맞도록 5대 행동계획의 수정을 통해 

  실천계획 및 개선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한다.

 · 「 도봉행동 21」 은 서울의 약속 체계를 기본으로 「도봉구 환경보전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하도록 한다.

 · 「 도봉행동 21」은 구민의 일상 관심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 환경보전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도봉행동 21」 은 구민, 기업, 행정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며, 실행, 모니터링, 평가, 보완 등 Feedback의 과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 계획으로써 작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 우리구는 실천중심의 「도봉시민실천단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16년도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협의회

  발족식을 통해 수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그동안 도봉구 환경에 관한 구민들의 설문 조사와 도봉시민실천단 구성, 관계 공무원,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 전문가가 「도봉행동 21」 초안을 작성 및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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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푸르름과 함께 하는 도봉

자연사랑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봉

배려와 나눔이 있는 도봉

삶의 활력을 주는 도봉

맑은 하늘, 아름다운 도봉

 도봉행동 21의 비전 자연의 푸르름과 함께 하는 도봉

마을 녹지공간을 넓힌다.

나무 한 그루는 약 400리터 정도의 물을 뿜어내며, 이는 실내에서 에어컨 5대가 20시간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녹화사업 등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1%, 냉방에너지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생활

주변의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불투수토양 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홍수방지,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

사붕괴 방지, 토양표면 침식방지, 토양 생물상 보호 등의 환경적 기능을 향상시킨다.

맑고 풍부한 하천을 조성한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복원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수량이 풍부하도록 하천을 개선함은 물론 

구민들의 관심이 없는 하천에서 즐기는 여가공간, 자연을 배우는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는 하천으로써의 변신을 

도모한다.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한다.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질서가 교란되는데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는 생물 멸종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생물종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한다.

배려와 나눔이 있는 도봉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영업시설의 위생적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우수 업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발굴, 지정하여 안전한 식생활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노점상의 정비, 공사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 차량 단속 강화, 주차장 문제 개선 등과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한된 구민의 보행환경을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거리로 개선해 나간다.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우리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 Life 

Style 변화와 유도 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1-1 마을 녹지공간을 넓힌다.

1-2 맑고 풍부한 하천을 

   조성한다.

1-3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한다.

4-1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4-2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한다.

4-3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2-1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한다.

2-2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

2-3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5-1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2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확대한다.

5-3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한다.

도봉행동 21 5대 분야 15개 행동목표 265개 실천계획

생태 분야

자연의 푸르름과
함께하는 도봉

건강도시 분야

더블어 살아가는
건강한 도봉

대기 및
교통 분야

맑고 깨끗한 하늘
아름다운 도봉

자원순환 분야

자연사랑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봉

사회적
평등 분야

삶의 활력을
주는 도봉

3-1 맑은 공기, 파란 하늘을 

   만든다.

3-2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킨다.

3-3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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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를 확대한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학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1991년 72.2세에서 2005년 78.2세로 

증가 하였으며, 2020년에는 83.2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우 2007년 

기준 200만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령 및 여성인구와 장애인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활성화한다.

삶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행복이 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기존의 창동 지역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동 3번지

와 창동 1-6번지 사이에 문화거리를 조성하였다. 생활주변 가까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을 제공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맑은 하늘, 아름다운 도봉

맑은 공기, 파란 하늘을 만든다.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구민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감소시킨다.

대중교통의 연계성 미흡, 불편한 환승 체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이용률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자동차 이용률 제고 및 배출오염물질을 감소시킨다.

환경오염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한다.

2019년 기준 우리구의 7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5.1%,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경

오염에 민감한 계층을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한다.

자연사랑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봉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줄여 1인당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더불어 식습관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1인당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간다.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한다.

자연이 주는 혜택을 지속가능케 사용하고 환경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 시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은 534,940ton 절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는 약 3조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전력 소비량 38,214GWh, 기준 서울환경운동연합)

삶의 활력을 주는 도봉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속 가능성을 지닌 생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 및 관광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구를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포옹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

일등도 꼴등도 없이 

함께 참여, 활동하는 

미래, 현재세대

지속가능발전 BI의 의미

 ▶ 컨셉 :  함께 행복한 도시 

 ▶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된 모습을 둥근 원으로 포옹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남녀노소 사람들이 연결되어  

   함께 참여하고 협동해 미래, 현재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상징

 ▶ 컬러를 그린과 오렌지, 블루의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여 환경, 경제, 사회 등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속가능

   발전도시 도봉을 표현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BI(Brand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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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전력사용량이 가장 적은 에코 프랜들리(eco-friendly) 도시  환경오염 원인

█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정책,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홍보 결과

 ▼ 2017년 서울시 자치구 1인당 전력사용량  <출처: 2017 서울시 에너지 백서>

환경오염은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과 소비증가에 원인이 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악취, 폐수, 소음, 진동의 오염과 더불어 환경오염의 최대 피해자인 일반 가정이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가장 큰 오염 배출자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오염

현재 우리구는 가정과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중랑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어 직접적으

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으나, 가정에서 세제를 다량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ABS(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거

품을 만들어 하수처리장에서 미생물증식(생물학적 처리)을 방해하고 하수 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게 한다.

또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운수업

체와 더불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차량(휘발유, 가스, 경유 사용 차량)의 배출가스도 저감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에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PM-10(직경이 10㎛ 이하의 입자)과 같은 인

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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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1인당 연간소비전력 증감현황  <2005년, 2017년 비교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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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유일하게 감소

 ⦁ 도봉구는 2005년 대비 2017년 인구수가 노원, 서대문, 영등포에 이어 자치구 중 인구 감소율이 4번째 큰 편이

   나, 인구감소율에 비해 에너지 사용량은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이 감소, 2005년에 비해 △186,656MWh를 

   전기를 절약하였음

구    분
인구감소 비교 (단위 : 명, %)

2005년

622,003

349,163

408,386

381,529

337,744

381,110

353,260

464,059

499,755

530,020

554,403

312,800

368,550

344,166

304,808

350,647

324,479

436,223

471,154

503,297

△67,600 

△36,363 

△39,836 

△37,363 

△32,936 

△30,463 

△28,781 

△27,836 

△28,601 

△26,723 

-10.9

-10.4

-9.8

-9.8

-9.8

-8.0

-8.1

-6.0

-5.7

-5.0

1,433,713

1,123,929

2,266,025

1,077,258

1,754,934

1,314,476

 820,324

1,290,608

1,305,760

1,464,731

1,504,212

1,237,081

2,610,039

 890,602

2,034,589

1,424,697

 914,684

1,496,299

1,597,963

1,687,190

70,499

113,152

344,014

△186,656

279,655

110,221

94,360

205,691

292,203

222,459

2017년 감소 비율(%) 2005년 2017년 증감현황

전력사용량 변화 (단위 : MWh)

노    원

서대문

영등포

도    봉

성    동

동대문

강    북

강동구

양    천

관    악

 ▼ 도봉구 자동차 등록 대수  (2019. 10. 31 현재)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구분    총계 

소계  자가  영업  관용  소계  자가  영업  관용  소계  자가  영업  관용  소계  자가  영업  관용

81,777  76,683  5,001  93  3,729  3,261  424  44  10,879  8,902  1,849  128  237  74  157  6대수     96,62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연도 

94,116 93,951  95,298  106,440  94,076  94,469  101,631  97,059  112,598  97,308 96,622

-  -0.18%  1.43%  11.69%  -11.62%  0.42%  7.58%  -4.50%  16.01%  -13.58% -0.70%

대수 ⦁

증가율 ⦁

 ▼ 도봉구 자동차 등록 대수  (2019. 10. 31 현재)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15,000

110,000

105,000

100,00

95,000

90,000

85,000

80,000

20%

15%

10%

5%

0%

- 5%

- 10%

- 15%

- 20%

(증가율)(자동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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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특성에 의한 오염

도봉구는 도봉산과 수락산에 둘러싸여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어 공기의 확산이 잘되지 않으며, 대기오염 물질은 바

람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정체되는 현상으로 오염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정체는 일조량이 증가하는 여름 한낮에 오존(O3)이 급속하게 생성함으

로써 또 다른 오염도를 높아지게 하고 있다.

기타오염

이동행상의 확성기, 자동차, 이웃집 환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보일러 매연, 정화조 악취, 버려지는 쓰레기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는 이렇듯 각종 환경오염 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기도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러한 권리는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세심한 배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오염 행위신고는 국번없이 128, (02)120

▶ 도봉구에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폐수, 대기, 자동차 매연,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신고자에 대하여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신고전화 - 국번없이 128(핸드폰 : 지역번호 + 128, 120)

      - 도봉구 환경정책과 (☎ 02-2091-3245)

합계  세차  병,의원  귀금속  학교  식품  기타

80 67 4 3 1 2 3

 ▼ 폐수 배출업소 현황

합계  전자·전기  기계  기타

3   1     0   2 

 ▼ 소음, 진동 배출업소 현황

합계  정비  아파트  병원  공공기관  목욕장업  종교시설  기타

36 24 0 2 2 1 1 6

 ▼ 대기 배출업소 현황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봉구민이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 환경보전 업무 심의 등 역할에 만전을 기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 기본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1210호(2017년 6월 1일)

합계  당연직  위촉직

17 6 11 

 ▼ 위원회 구성 현황

기능

• 도봉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대한 사항

• 환경 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사항

•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대한 사항

• 도봉의제21 추진에 대한 사항

• 도봉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자문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배출 사업장에서의 오염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수시로 사업

장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 구의 수질 및 대기, 소음·진동 배출 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봉구 환경정책위원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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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1151호(2016년 7월 7일)

합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8명   2명   1명   5명

 ▼ 위원회 구성 현황

기능

•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의 조성·적립 및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봉시민실천단」 구성·운영

「도봉시민실천단」 은 21세기 환경친화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며,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협력과 실천 협정으로, 자연과 환경, 사람이 친화하는 환경도시, 유한한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건전도시, 지역의 

정체성을 소중히 하는 문화도시, 장애인과 노약자,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

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도봉시민실천단 회원은 행동 계획을 실천하고 

실천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추진방향

• 지역별 환경오염 감시 네트워크 구축

• 구민과 기업의 자율적 환경보전 프로그램 전개

• 도봉시민실천단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

도봉시민실천단 구성 및 운영

시민실천단의 활성화 제고 및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저탄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봉시민실천단을 구성함(2016. 5.)

 ▼ 구성현황 : 3개 분과 241명

구분

합계

구민실천분과
(185명)

교육·홍보분과
(30명)

행정지원분과
(26명)

자연보호
도봉구
협의회

환경교실
자연
해설단

공무원
실천단

241명 30명 40명 15명 70명 30명 20명 10명 26명

도봉생활
환경
실천단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도봉지회

AMS
환경
감시단

자동차
부분정비

도봉
햇빛
나눔이

   주요사업

   • 도봉시민실천단 활성화

   • 도봉시민실천단 운영 특화사업 등

   • 기후 변화센터 운영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 저탄소생활 시민실천 캠페인 등 교육·홍보

   •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실시

   • 도봉시민햇빛발전소 운영

 도봉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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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봉시민실천단 추진실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민실천 캠페인 실시(10회)

• 기        간 : 연중

• 장        소 : 방학사거리 등

• 참여인원 : 90명

• 행사내용

  - 서울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개요, 시행사유, 시행시기 안내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안내, 차량용 스티커 등 홍보용품 배포

  - 관련기관 ‘주차장 통제’ 및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조업 단축’ 등 홍보

2019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하천 정화활동

• 일        시 : 2019. 3. 22 (금)

• 장        소 : 우이천

• 참여인원 : 65명

• 행사내용

  - 하천정화 활동 및 순찰(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 하천 수중 정화 활동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한 에너지절약 시민실천 캠페인 전개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 장        소 : 창동역, 대형마트, 나눔텃밭 등

• 참여인원 : 도봉시민실천단 회원 등 25회, 490명 참여(시민 10,000명 홍보)

• 내        용 : 

  - 하절기 시원차림 및 동절기 온맵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

  -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에너지 절약 홍보물 배부

  - 미니태양광 및 주택효율화(BRP) 홍보물 배부 등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 행사 실시

  • 일        시 : 2019. 6. 3.(월) 10:00~17:00 

  • 장        소 :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

  • 행사내용

    - 유아환경 매직쇼, 환경영화제, 환경전문가 강연

    - 환경유공자 및 청소년 기후보전 우수작품 시상식

    - 환경 체험 부스 운영 : 9개 단체 100명, 5개 분야 13개 부스

      에너지 체험 : 에너지 절약 VR체험, 태양광 완구 만들기, 

               자전거 전기 생산 체험 등

      생태교육 체험 : 꼬리명주나비 관찰, 나비 생태교육 등

      환경교육 체험 : 플라스틱 다이어트, 자원순환 교육 등 

      친환경 생활체험 : EM탈취제 만들기 체험, 나무액자 만들기 등

      기타 체험 :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홍보, 페이스페인팅, 

                                         나비 포토존 및 현장 사진 인화 등

           ※ 폐건전지 및 폐고철 모으기 캠페인 전개로 참여자에게 행사부스 참여 우선권 부여 및 홍보물품 배부

본행사 

부대행사 

10:00 ~ 12:00

10:00 ~ 17:00

13:30 ~ 15:00

15:00 ~ 16:00

16:00 ~ 16:30

16:30 ~ 17:00

유아 환경교육 매직쇼 

기후보전 작품 관람

홍보 및 체험부스 

(5개 분야 13개 부스)

기념사진 촬영 및 현장 사진 인화

환경영화제(플라스틱 차이나) 

환경 전문가 강연 Ⅰ부

- 플라스틱 다이어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

기후보전 작품수상자 시상

※ 수상자 기념촬영

환경 전문가 강연 Ⅱ부

- 친환경 EM활용법 및 미세먼지정화식물 만들기 체험

   (마은희 도봉환경교육센터장)

2회 공연

글짓기 대상, 최우수상

포스터 전분야 수상작

에너지 절약 VR체험

태양광 완구 만들기

꼬리명주나비 체험부스

EM모기기피제 만들기 체험 등

|  비 고| 시 간 | 내 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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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화활동 및 위해 식물제거 작업

  • 일        시 : 2019. 6. 5 ~ 6. 9 (3회)

  • 장        소 : 4개 지천

  • 참여인원 : 70명(환경단체회원)

  • 활동내용

    - 하천 및 하천을 접한 도로 환경정화 활동

    - 수중정화 활동 : 구청 물관리과

    - 위해식물(단풍잎 돼지풀, 가시상추 등) 제거 작업 

     : 자연해설단, 도봉생활환경실천단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 일        시 : 2019. 6. 5 (수) 14:00 ~ 16:00

  • 장        소 : 서울푸드뱅크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입구 건너편)

  • 대       상 : 배출가스 점검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 내        용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안내 등

유아환경 매직쇼

  • 기        간 : 2012년 ~ 계속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7세 유아

  • 참여현황 : 2회 20개 기관 833명 (유치원 5개소, 어린이집 15개소)

  • 주        제 : 숲속 마법사와 함께 꽃을 피워요

          - 작은 씨앗에서 꽃을 피우기 위한 환경보호 실천방법

   ※ 공연 종류 후 마법의 씨앗 참여기관별로 배부

2019년 청소년 기후보전 작품공모전 개최 (글짓기, 포스터 작품 공모전)

  • 기        간  : 2000년 ~ 계속

  • 대        상 : 관내 초등학생(4학년 ~ 6학년), 중학생(전학년)

  • 작품주제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및 실천 사항

             - 세계 환경의 날 주제와 연계한 주제 설정

             - 청소년 기후보전 작품 수상자 14명(접수 총132명, 전체 수상 43명)

• 주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해결 방안

• 프라스틱 공해문제와 퇴치를 위한 노력

• 환경 호로몬 예방·저감을 위한 친환경적인 삶

• 에너지 절약 등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실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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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봉시민실천단 운영 특화사업
    
『도봉시민실천단 회원』 환경체험교육 실시

• 교육 취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도봉시민실천단』

  회원들이 에너지생산시설 견학 및 생태체험 등을 통하여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환경의 변화상을 느끼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기후변화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

• 일       시 : 2019. 10. 29 (화)  08:20 ~ 18:30

• 장        소 : 가평 일대 (김우정역, 제이드가든수목원)

• 참여단체 : 7개 단체 81명

• 주요체험 내용

  - 김우정역 : 폐철도를 재활용한 친환경 레일바이크 체험

  - 제이드가든수목원 : 다양한 생물 및 생태계를 견학하고 숲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 함양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워크숍 실시

• 일        시 : 2019. 11. 7 (목) 09:00 ~ 17:00

• 장        소 : 불암산 나비정원, 청평양수발전소, 호명호수

• 참여단체 : 3개 단체 36명

• 내        용

  - 다양한 곤충들을 관찰, 체험하고 연중 살아있는 나비 관찰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회원에게 우리구 깃대종인 꼬리명주나비 보전사업에 대해 

   홍보하여 꼬리명주나비를 보호하는 방법 모색

  - 양수발전소 견학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 및 절약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과 주민의식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

도봉EM센터 건립 및 EM보급 실시

• 시설현황

  - 장  소 : 도봉구 도봉동 353-3

  - 시 설 : EM배양실, 사무실, 창고, EM공급기, EM공급차량

   · EM배양기 : 2대(2,000L×2)  ▶  일 0.6톤 (월18톤 생산)

   · EM공급기 : 14대(400L×14)  ▶  14개 주민센터

   · EM공급차량 : 1대(1톤 탑차)

• EM보급 현황 (2019년)

  - EM발효액 공급량 : 149,416L 공급

  - EM교육 및 홍보 : (622회 23,423명)

   · 주민센터 주민(1,049명) 및 학생(5,038명)

   · 공동주택 방문 등 홍보(294회 16,049명)

  - EM 공급기에서 EM 수령 방법 

                         

  - EM(유용미생물) : 80여종의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복합체

  - 유용미생물 EM은 호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을 주균으로 80여종의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미생물 복합체

  - 용  도 : 악취저감 및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

• 꼬리명주나비 학명 : Sericinus montela Gray

  - 분류체계 : 절지동물문>곤충강>나비목>호랑나비과> 꼬리명주나비속

   ※ 보호관리 현황 : 국가적색목록 평가(취약), 환경부에서 

     국외반출승인 대상 지정

• 서  식  지 : 창포원 인근 중랑천변 등

• 사업내용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 서식지 보전 

   전문가 초청 포럼 실시

  - 나비 애벌레 먹이 쥐방울덩굴 재배, 민·관협치 지속적인 

   서식지 보전 활동

페트병(1.8L) 
준비

(개인준비)

주민센터에서
코인 수령

EM공급기에
코인투입 후 

EM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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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깃대종 보전 사업 추진

• 깃  대  종 : 지역의 생태를 대표하고 복원의 증거 및 환경보전 지표가 되는 상징적 동·식물종

  - 도봉구 깃대종 선정 선포

   (2018. 9. 8.)

   · 육상생물(꼬리명주나비)

   · 하늘생물(중대백로) 

   · 수중생물(도롱뇽)

육상 - 꼬리명주나비

하늘 - 중대백로

수상 - 도룡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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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호르몬 예방·저감 교육(영유아)

• 추진기간 : 2019. 7. 16  ~ 8. 26

• 참여인원 : 630명 (환경호르몬 예방 코디네이터 10명, 보육시설 34개소 620명)

• 교육내용 

  - 찾아가는 환경호르몬 예방·저감 교육(꼬리명주나비 생태교육 병행)

  - 어린이 환경동화 스토리 텔링 및 보육시설 관계자 컨설턴트

  - 환경호르몬 등 환경유해인자 예방·저감 실천방안 홍보물 제작, 캠페인 실시 등

찾아가는 환경호르몬 예방·저감 교육(초등저학년)

• 추진기간 : 2019. 10. 4 ~ 11. 29

• 장        소 :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 참여인원 : 1,952명 (환경호르몬 알리미 강사 4명, 초등학교 1~3학년 87개반 1,948명)

• 교육내용 

  - 환경호르몬의 이해: 바디버든, 우리 몸의 경고

  - 환경호르몬 예방·저감 실천사항: 생활습관 바꾸기, 관련 교구활동 등

2019년 제2회 지구미소축제 개최

• 행  사  명 : 제2회 지구미소 축제(지키고 구하고 미소짓는 소중한 선택)

• 슬  로  건 : “함께 꿈꾸는 도시, 그린 도봉”

• 일        시 : 2019. 9. 21.(토) 10:00 ~ 16:00

• 장        소 : 서울창포원(도봉구 도봉동 소재)

• 방문인원 : 약 5,000명(가족단위 체험인원, 청소년, 주민 등)

• 행사내용 : 중앙무대행사 + 분야별 체험부스(55개) 운영

  - 무대행사 : 꼬리명주나비 날리기 행사, 축하공연, 매직복화술, 환경마술쇼, 

         퀴즈쇼 등

       - 체험부스 : 도봉구 깃대종체험 / 에너지체험 / 도시농업체험 / 

   환경어벤져스/기타(나비 포토존, 소망트리 만들기, 지구미소 갤러리 등)

• 주        관 : 도봉구 환경정책과

• 참여/후원 : 서울특별시, 도봉환경교육센터, 도봉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도봉한국문화센터, 협동조합 숲속애, 달몽퍼커션, 

  환경호르몬알리미, 한 살림, 서울도시농업전문가, 우리애그린, 화분들닷컴, 마을기술센터 핸즈, 선덕고, 

  창동고, 효문고, ㈜동성제약,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 내        용

  - 재미와 교육효과를 두루 갖춘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필(必)환경시대 주민에게는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

   습관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민·관 협치로 준비, 기획된 행사계획은 지역사회에 참여와 협치의 가치 확산에 

   크게 기여

  - 환경, 에너지, 생태, 도시농업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꺼리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참가형태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기획으로 부모와 자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  

찾아가는 꼬리명주나비 생태체험교육

• 추진기간 : 2019. 4. ~ 10.

• 장        소 : 신청기관 및 서식지

  -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쌍문동 나눔텃밭, 서울창포원, 중랑천 서식지 등

• 강  사  진 : 뉴딜일자리 참여자 신무선 자연생태해설사 외 5인

• 참여인원 : 208회 6,406명

• 교육내용 

  - 꼬리명주나비 소개 및 생태체험교육, 도봉구 깃대종 교육 및 홍보

  - 꼬리명주나비 알 및 번데기 직접 관찰하기, 나비 날리기 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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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환경교육센터 개요

·프로그램별 안내

·프로그램 운영 실적

·도봉환경교육센터 추진실적

도봉환경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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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환경교육센터 개요

2003년 4월 30일 개관한 도봉환경교육센터(도봉환경교실)은 발바닥공원과 연계한 생태교육 실시 및 자연현장

체험 활동을 통하여 유치원, 초·중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환경보전 홍보에 기여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기자재 이용으로 내실 있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교육의 체계화와 대중화를 통한 친환경 자치구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3동 270-1)

•  면        적 : 238.01㎡(약72평)

• 시설내역 : 도봉환경교육센터 환경휴게실, 꽃가람실, 환경배움터 사무실, 도담도담실, 교육준비실

• 이용현황

  - 환경도서 1600권, 전시물, 시청각 교재 등

  - 이용시간 9시~18시(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정기 휴관)

  - 홈페이지(www.ecoclass.or.kr)를 이용한 프로그램 일정 공지

        도봉뉴스지에 매월 프로그램 홍보 및 인터넷 신청접수

• 도봉환경교육센터 지역 환경교육종합계획 기본방향

계절을 담은

발바닥공원자연체험

앗! 생태미술공작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환경이야기

하천생태탐사

환경 메이커교육

철새탐조

찾아가는 기후학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현장 체험프로그램

중·고등학교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기타 프로그램

※ 위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은 인터넷 및 전화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954-1589 / www.ecoclass.or.kr]

매주 화, 수, 목

수시로 공지

매월 3회

8월 및 수시

수시로 공지

겨울 방학 중

매월

매월

모집 시

연중

연중

연중

단체

초등학생/ 

가족단위

성인

초등 ~ 청소년

초등학생, 가족

가족 및 초등학생

초등 ~ 청소년

초등 ~ 청소년

초등학생

관내 중, 고등학교

지역 단체

개인, 가족, 단체, 
학교 등

|  참여대상| 교육일| 프로그램명

발바닥공원 자연체험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해설과 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활동으로 심미적 예술적,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별 환경이야기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알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민물고기연구소, 자연하천을 찾아 하천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환경을 지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품과 재료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교육 프로그램

중랑천을 찾아오는 철새를 관찰 및 철새도래지의 탐조활동을 하는 

자연생태교육

연령별 단체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문제점, 재생에너지 체험 등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연령별 단체 자원순환과 새활요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자연사박물관, 삼림박물관, 에너지전시관 등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진행

교내생태체험, 숲 체험, 하천생태조사, 자연놀이 등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지도

다양한 환경주제를 가지고, 연령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기타 개인 및 학교, 단체 등 학습 프로그램 지원이나 특별 기획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도봉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별 안내

환경교육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1. 지역 사회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2. 지역 사회 환경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3. 지역교사 환경교육 역량 강화

환경교육 기반 강화
   1.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2.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 인증기관

   3. 지역 환경교육 연구활동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1. 지역자원을 활용한 환경교육

   2. 지역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환경교육 지원
   1.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2. 사회환경교육 활동 강화

   3. 환경교육 접근방법의 다양화

도봉

환경교육

센터

       비    전  (Visone)

       목    표  (Purpose)

       전    략  (Strategy)

   지금 우리와 다음 우리를 위한 환경교육

   지역에서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1. 환경교육으로 더 나은 도봉 

   2. 환경교육 허브를 통한 환경교육 체계 구축

   3. 온 동네가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컨텐츠 구성

       비    전  (Visone)

       목    표  (Purpose)

       전    략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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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실적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

1) 다양한 주제별 환경교육 진행

  • 대        상 : 도봉구 초등학교, 중학교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내        용 :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기후변화학교, 에너지학교, 노플교실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2) 도봉구 지역 단체의 네트워크 활성화

  • 대        상 : 영유아 대상, 가족단위 프로그램 

  • 기        간 : 2019년 3월 ~ 11월

  • 내        용 : 지역 다양한 단체와 협력협약을 통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 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와 연계한 영유아오감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가족자연체험, 환경어벤져스(환경행사)프로그램 

           운영

          · 도봉구 청소행정과와 연계한 자원순환학교 프로그램 운영

3)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환경교육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도봉구 단체(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내        용 : 찾아가는 그린스쿨 강사운영을 통한 도봉구 관내에 양질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4)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도봉구 단체(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내        용 : 도봉환경교육센터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정 2019-073) 도봉구 그린섬(Green-Thumb) - 환경지킴이 

          · (지정 2019-007) 우리 동네 겨울철새들

          · (인증 2018-20)  계절을 담은 발바닥공원 자연체험

          · (인증 2018-169) 알아두면 쓸모 있는 환경이야기

5) 환경부 주관 2019년 저탄소생활 실천 교육·홍보 부문 환경부장관상 수상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실적 (2019.12.31. 현재)

• 교육인원 : 18,429명 1,056회 

• 교육기간 : 2019년 1월 ~ 12월 

• 교육내용 : 환경체험교육 등 85개 프로그램 

• 이용자수 : 23,000명(비교육 대상으로 시설이용자) 

• 자원봉사자 : 585명 64회(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세부운영 실적

【환경생태 프로그램】  2,752명 191회

[ 앗! 생태미술 공작실 ]

• 기        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내        용 : 발바닥공원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관찰 및 학습과 함께 생태미술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생태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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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환경동아리 그린섬 ]

• 기        간 : 2019년 9월 ~ 12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우리 동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 실시를 통해 환경지킴이로 성장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계절을 담은 발바닥공원 자연체험 ]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자연체험-

• 기        간 : 2019년 4월 ~ 11월 

• 참여단체 : 유치원, 초등학교 

• 교육내용 :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발바닥공원의 자연을 주제로 한 자연해설과 공작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 환경봉사활동 ]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 대        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 내        용 : 쾌적하고 건강한 발바닥공원과 방학천을 만들기 위해 환경지킴 캠페인 및 환경정화를 진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 쓱싹쓱싹 실톱공예 ]

• 기        간 : 2019년 2월, 7월 

• 대        상 : 성인 

• 내        용 : 자원순환의 의미를 담아 폐목재를 공예품으로 승화 할 수 있는 공예 활동을 진행해 봄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영유아 오감자연체험 ]

• 기        간 : 2019년 4월 ~ 10월 

• 대        상 : 영유아 만2세 ~ 만4세 

• 내        용 : 발바닥공원의 생태에 대해서 오감으로 느껴보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 자연관찰그리기 ]

• 기        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내        용 : 계절별 특성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옮겨 담는 과정을 진행해 봄으로써, 세밀한 

        자연부터 넓은 자연 등 시선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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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환경가드닝 ]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대        상 : 가족 

• 교육내용 : 가드닝을 통해 식물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우리집 정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족과 함께 이달의 환경주제(미세먼지, 기후변화와 식물, 리사이클링 

        등)에 맞는 가드닝 화분을 만들어보는 가족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생활환경 프로그램】  4,921명 342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환경이야기 ]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 기        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성인 

• 내        용 :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야기(기후변화와 에너지,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알고, 생활 속에 적용해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

• 교육기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과정을 알고,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새활용이 가능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절기를 아는 꼬마농부 ] 

• 기        간 : 2019년 4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절기별 텃밭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물과 자연의 변화 관찰 및 절기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프로그램

[ 노플가이드 양성과정 ]

• 교육기간 : 2019년 4월 

• 대        상 : 성인 

• 내        용 : 플라스틱 환경문제 및 저감 사용의 필요성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 도봉환경교실 자연해설단의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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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팜 ]

• 교육기간 : 2019년 1월 ~ 12월 

• 대        상 : 초등학생, 청소년(고등학생), 성인 

• 교육내용 : 텃밭활동을 통해 계절에 따른 생태변화 및 작물의 성장을 통해 성취감을 알려주고, 먹을거리를 통한 

        기후변화시대에 대한 이해, 공동텃밭 가꾸기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길려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참여기관 : 신창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문화고등학교, 내동아 세상)

[ 노플라스틱 교실 ]

• 교육기간 : 2019년 6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가족, 성인 

• 교육내용 : 가족프로그램 및 각 학교의 학급 대상으로,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의 순환과정을 

        통해, 사람의 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생활과학 프로그램】  1,567명 85회

[ 에너지 기후변화 수업 ]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대        상 : 초등학생 

• 내        용 :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알고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더불어 교실 ]

• 교육기간 : 2019년 3월~ 11월 

• 대        상 : 청소년 (신도봉중학교) 

• 내        용 :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 주도적 학교 에너지 절약 실천 모듈을 프로젝트 학습법에 기반하여 

        ‘학교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의 상관관계 이해, 환경캠페인’ 활동 진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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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에너지 교실 ]

• 교육기간 : 2019년 7월~11월 

• 대        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 교육내용 :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에너지 실천

        사항에 대해 알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천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도봉하천시민모니터링단 ] 

• 기        간 : 2019년 1월~12월 

• 대        상 : 성인 

• 교육방법 : 도봉구의 하천 생물 조사 활동을 통해 도봉구 하천의 생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하천 

        보전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5,759명 230회

[ 도봉환경교실 교육자원봉사자 교육 ]  

• 기        간 : 2019년 1월~12월 

• 대        상 : 성인 

• 내        용 : 환경교육자원활동가 대상 환경심화교육 스터디 그룹 심화교육 및 활동 지원

        - 도봉환경교실 자연해설단 교육 지원

        - 생태놀이교사 산돌림 스터디 그룹 지원

        - 텃밭가이드 스쿨팜 ‘꿀비’ 스터디 그룹 지원

        - 지역주민소모임 ‘나무로’ 활동 지원

[ 찾아가는 기후학교 ] 

• 교육기간 : 2019년 6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도봉구 교육기관으로 찾아가서 기후변화(지구온난화)와 에너지에 대한 주제로 보드게임과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천을 다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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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방과 후 환경교실 ] 

• 기        간 : 2019년 3월 ~ 12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방법 : 놀이를 통한 주제별 환경교육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 환경 어벤져스 ]

• 교육기간 : 2019년 10월 

• 대        상 : 가족 

• 내        용 : 놀이를 통한 주제별 환경교육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해 탐구해보는 프로그램

[ 교육자원봉사자 양성과정 ]

• 교육기간 : 2019년 6월 ~ 11월 

• 대        상 : 성인 

• 교육내용 : 도봉환경교실에서 생태 및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환경교육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 도봉환경교실 자연해설단 21기 양성과정

        - 행복한 생태놀이교사 2기 양성과정

        - 학교 텃밭가이드 스쿨팜 꿀비 2기 양성과정

[ 지역단체 행사지원 ]

• 기        간 : 2019년 연중 

• 참여단체 : 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가족 

• 교육내용 : 도봉구 지역 내 진행되는 축제·행사에서 환경교육 부스 진행

[ 새활용이 좋다 ]

• 기        간 : 2019년 4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새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변의 물품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산전수전 환경학교 ] 

• 기        간 : 2019년 4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방법 : 생태탐구 프로그램으로, 도봉구 내 공원 및 자연 생태계를 탐사하고 실험하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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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환경교육 포럼 ]

• 기        간 : 2019년 11월 

• 대        상 : 성인 

• 포럼내용 : 지금 우리와 다음 우리를 위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교육의 조화를 이끌어내고자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논의하는 의견의 장 마련

[ 지구미소축제 ]

• 기        간 : 2019년 9월 

• 대        상 : 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가족 

• 교육방법 : 함께 꿈꾸는 도시  ‘그린도봉’ 을 주제로 도봉구에서 주최하여 진행한 환경축제로, 도봉환경교육센터

        에서는 환경을 지키는 영웅 ‘환경어벤져스’ 부스 진행

[ 진로직업 체험 ] 

• 기        간 : 2019년 4월 ~ 9월 

• 대        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 교육방법 :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분야에 대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삶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 지역단체 교육지원 ]

• 기        간 : 2019년 4월 ~ 11월 

• 참여단체 : 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성인 

• 교육내용 : 도봉환경교실의 환경·자연 교육의 참가자가 되어 프로그램 내용을 학습해보면서, 지역 내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체험의 실제를 알리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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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환경학교 ]

• 교육기간 : 2019년 8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도봉구 지역 내 여름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관찰 및 학습을 놀이 등 교육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생태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방학특강 환경교육 프로그램

        · 갯벌속으로 풍덩       

        · 에너지와 기후변화

             · 우리 동네 하천탐사   

        · 발바닥공원 연못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534명 37회

[ 겨울엔 꼼질꼼질 ]  

• 교육기간 : 2019년 1월 

• 대        상 : 성인 

• 교육내용 : 친환경적인 삶과 자원순환의 의미를 알고, 바느질, 뜨개질 같은 손기술을 통해 환경 속 자원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품부터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안내와 함께 대안물품 제공

[ 동동동 겨울학교(1교시~7교시) ]

• 교육기간 : 2019년 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각 교시별마다 다른 환경주제를 통해 환경의 다양한 분야를 알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1교시_식물
        · 2교시_우리동네 겨울철새(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     
        · 3교시_멸종위기동식물
             · 4교시_자원순환학교     
        · 5교시_플라스틱      
        · 6교시_지구온난화     
        · 7교시_소음

[ 방학특강 지원프로그램 ] 

• 교육기간 : 2019년 1월 ~ 2월 

• 대        상 : 초등학생, 청소년(중고등학생) 

• 교육방법 : 도봉구 지역 내 겨울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관찰 및 학습을 놀이 등 교육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생태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방학특강 환경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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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스쿨(기타-계획형 프로그램) ]

• 교육기간 : 2019년 11월 ~ 12월

• 대        상 : 초등학생, 가족, 성인 

• 교육내용 :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관찰 및 놀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생태의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 그린스쿨(청소년) ]

• 교육기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청소년 

• 교육내용 : 교육단체로 찾아가 교내 동아리와 함께 교내 및 인근 생활환경에서 우리 지역의 생태 및 환경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 그린스쿨(가족단위) ] 

• 교육기간 : 2019년 4월 ~ 10월 

• 대        상 : 가족 

• 교육내용 : 도봉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도봉구 자연생태장소에서 가족이 함께 자연에 대해 

        알아보고 생태놀이를 통해 생태감수성 회복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 그린스쿨(초등학생) ] 

• 교육기간 : 2019년 3월 ~ 11월 

• 대        상 : 초등학생 

• 교육내용 : 각 교육 기관으로 찾아가 인근 환경장소를 활용하여 24절기/자연생태/환경문제와 관련된 월별 환경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2,896명 171회

[ 그린스쿨(어린이집, 유치원) ]  

• 교육기간 : 2019년 3월 ~ 12월 

• 대        상 : 유아 만6세 

• 교육내용 : 각 교육 기관으로 찾아가 인근 환경장소를 활용하여 환경주제(자원순환, 에너지, 환경실천 등)과 

        생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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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프로그램

생활환경

프로그램

생활과학

프로그램

단체환경

프로그램

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자연체험-

친환경생활 프로그램
-알,쓸,환, 아름다운살림-

에너지 기후변화 수업

환경교육자원활동가 
교육운영

하천, 숲 지킴이

우리집 환경가드닝 

더불어교실 

도봉하천모니터링단

자연관찰그리기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에코에너지 양성과정

환경체험교육운영

앗! 생태미술 공작실

노플가이드 양성과정

찾아가는 기후학교

초등 방과후 환경학교

영유아오감자연체험

절기를 아는 꼬마농부

에코에너지 교실

산전수전 환경학교

새활용이 좋다

환경교육축제 운영 

환경교육 지원

도봉환경교육 포럼

쓱싹쓱싹 실톱공예

스쿨팜

NO 플라스틱 교실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유아, 초등

성인

초등학생

성인

청소년

가족단위

청소년

성인

초등학생

초등학생

성인

가족단위

초등학생

성인

초등학생

초등학생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초등학생

초등학생

가족단위

전체연령 

성인

성인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초등학생, 
가족단위

|  교육대상| 교육명| 구분

2,061

226

46

1,074

150

206

80

189

251

1,126

38

1,730

86

107

1,264

874

177

107

139

242

147

900

463

140

27

1,661

1,488

2,752

4,921

1,567

5,759

123

21

5

88

14

10

8

21

27

50

2

10

8

4

54

38

16

14

16

27

20

2

23

1

3

180

63

191

342

85

230

계절을 담은 발바닥공원 자연체험 
/ 그린섬

도봉구 하천지킴이, 발바닥공원의 
친구들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청소행정과 연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나무로, 산돌림, 자연해설단 교육지원
/ 교육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진행

행사 환경체험 운영

지구미소축제 / 도봉환경교실  가을한마당

[2019.12.31] 

|  인원누계(명) |  횟수누계(회) | 비 고

 도봉환경교육센터 추진실적

방학 중

프로그램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겨울엔  꼼질꼼질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동동동 겨울학교
(1교시~7교시)

겨울환경학교 

청소년 환경지킴이 

쓱싹쓱싹 실톱공예

여름환경학교

그린스쿨 수업회의

소계

소계

총계

성인

유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청소년

청소년

가족단위

성인

전체연령 

초등학생

강사

|  교육대상| 교육명| 구분

39

1,890

155

347

66

327

36

114

40

97

198

121

534

2,896

18,429

3

102

11

27

4

18

4

6

3

9

12

9

37

171

1,056

가족센터 연계 

단차시 운영 

|  인원누계(명) |  횟수누계(회) | 비 고

여러분 언제든지

저 도봉환경교육센터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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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탐사 개요

·환경탐사 일정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환경탐사 결과

	 	 -	대기	환경	탐사

	 	 -	하천	환경	탐사

	 	 -	교통·보행	환경	탐사

·청소년 환경탐사단 소감문

·제 28기 환경탐사단 활동사진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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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내 고장 알기 환경탐사활동」결과 보고서

내 고장 알기 환경 탐사활동은 1996년 7월부터 시작한 향토문화로, 자라나는 청소년이 지역의 각종 환경 현황을 

조사하고 체험하여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키우고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미리 교육받은 지도자의 인솔 아래 청소년 탐사 대원이 함께 지역 곳곳에서 모둠별로 하천, 대기, 쓰레기, 교통, 보행, 

복지 6개분야 현장 환경조사를 하여 각종 환경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도봉시민실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

적인 환경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탐사 개요

 환경탐사 일정

• 추진기간 : 2019. 4. 5 ~ 8. 10

  - 청소년 환경탐사 학부모 지도자 양성 : 2019. 4. 5 ~ 4. 19

  - 관내 고등학교 환경동아리 연계 탐사활동 :  2019. 4. 26 ~ 8. 9

  - 여름방학 청소년 환경탐사 : 2019. 8. 9 ~ 8. 10 (2일간)

•  활동분야 : 4개 분야 6개 활동

  1. 하천탐사 : 4개 하천 (중랑·우이·무수·도봉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생물조사

  2. 대기탐사 : 주요 도로·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 지도 작성 등

  3. 쓰레기탐사 :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규제 이후 사용실태 확인 등 

  4. 교통·보행환경탐사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 1차 : 이론교육, 2~4차 : 환경탐사, 5차 : 최종보고회 / 매차 시 학부모지도자 동행

•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박종임, 손진숙, 

           안은미, 오명미 (가나다 순)

• 장       소 :   도봉구 전역

• 참여인원 : 175명

※  환경동아리 연계 탐사활동 : 3개교 (창동고·문화고·선덕고) 106명

•  창동고 하비스트 (과학탐방 동아리) 14명 (학부모지도자 : 손진숙, 안은미) 

1차

2차

3차

5차

4차

5월 11일 (토)

09:00 ~ 13:00

6월 8일 (토)

09:00 ~ 13:00

6월 14일 (금)

14:00 ~ 16:00

8월 9일 (금)

10:00 ~ 12:00

7월 13일 (토)

09:00 ~ 13: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쓰레기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구청 집결

학교 집결

공통

공통 (구청)

학교 집결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  창동고 옥텟 (화학실탐구 동아리) 15명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오영미) 

1차

2차

3차

5차

4차

5월 4일 (토)

09:30 ~ 13:30

6월 8일 (토)

09:30 ~ 13:30

6월 14일 (금)

14:00 ~ 16:00

8월 9일 (금)

10:00 ~ 12:00

7월 6일 (토)

09:30 ~ 13:3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쓰레기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도봉환경

센터 집결

공통

공통 (구청)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도봉구  기후변화대응교육'  인증 획득

DOBONG-GU ES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 
Climate Change Responese Education'

                                                         ●  인증주체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인증기간 :  2018. 7. 20 ~ 2021. 7. 19 (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모델을 개발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를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청소년 내고장알기 청소년 환경탐사' 등

'세대이음 기후변화대응교육'이 ESD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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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고 CSI (창동과학잡지 동아리) 14명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박종임) 

1차

2차

3차

5차

4차

5월 12일 (토)

14:00 ~ 18:00

6월 2일 (일)

14:00 ~ 18:00

6월 14일 (금)

14:00 ~ 18:00

8월 9일 (금)

10:00 ~ 12:00

7월 7일 (일)

14:00 ~ 18: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쓰레기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도봉환경

센터 집결

공통

공통 (구청)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  선덕고 (자원봉사 동아리) 35명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박종임, 안은미, 오영미) 

1차

2차

3차

5차

4차

09:00 ~ 10:00

10:00 ~ 12:00

12:00 ~ 14:00

8월 9일 (금)

10:00 ~ 12:00

14:00 ~ 16: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대기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쓰레기탐사

교통,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규제이후

 사용실태 확인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학교 집결

공통

공통 (구청)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  문화고 우분투 (자원봉사 동아리) 19명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박종임) 

1차

2차

3차

5차

4차

4월 26일 (금)

14:00 ~ 18:00

6월 28일 (금)

14:00 ~ 18:00

7월 5일 (금)

14:00 ~ 18:00

8월 9일 (금)

10:00 ~ 12:00

7월 12일 (금)

14:00 ~ 18: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대기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쓰레기탐사

교통,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우리동네 쓰레기 분리배출 및 1회용품 규제이후

 사용실태 확인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도봉환경

센터 집결

공통 (구청)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  선덕고 EM (Environment Manager 동아리) 9명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1차

2차

3차

5차

4차

7월 25일 (목)

09:00 ~ 13:00

7월 26일 (금)

09:00 ~ 13:00

8월 2일 (금)

09:00 ~ 13:00

8월 9일 (금)

10:00 ~ 12:00

8월5일 (월)

10:00 ~ 12: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탐사활동

최종 보고회

쓰레기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4개 하천(중랑, 우이, 무수, 도봉천) 중 우리 학교

 인근의 하천 수질상태 및 지표 샘플조사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 탐사활동 발표 및 마무리

- 도봉음식물중간처리장 견학

학교 집결

공통 (구청)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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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환경 탐사활동 : 2일간 69명

•  4개 권역별 탐사진행 (학부모지도자 : 고중길, 박종임, 손진숙, 안은미, 오영미) 

  1일차 

공통

쌍문

창동

방학

도봉

8월 9일 (금)

09:00 ~ 10:20

8월 9일 (금)

10:30 ~ 13:00

8월 9일 (금)

10:30 ~ 13:00

청소년 환경탐사대

오리엔테이션

하천탐사 및

하천 채수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 청소년 환경탐사대 프로그램 소개

- 청소년 환경탐사대 측정 방법 및 환경조사 방법 안내

- 하천 수질상태 및 생물조사, 하천 채수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구청 집결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2일차 

쌍문

창동

공통

방학

도봉

8월 9일 (금)

09:00 ~ 10:20

8월 10일 (토)

12:00 ~ 13:00

8월 10일 (토)

09:00 ~ 12:00

대기 및

보행환경탐사

하천탐사 및

하천 채수

하천탐사 및

하천 채수

- 탐사 소감문 작성

- 하천 수질상태 및 생물조사, 하천 채수

- 주요도로, 주택가 및 공원 미세먼지 측정

 (간이측정기 배부), 미세먼지지도 작성

- 횡단보도 및 인도 보행편의 시설, 도로 보행 

 불편사항 조사 등

권역별

지정장소

 집결

|  활동분야 |  교육 내용 |  비고| 일정| 구분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  응답자 : 전체 175명 중 37명 (20%)  응답 (응답기간 :  2019. 8. 9 (금) ~ 8.  11 (일)

부모님 6 16.2% 매우만족 12 32.4% 열심히 활동하였다 23 62.2%

선생님 8 21.6% 만족 13 35.1% 보통이다 12 32.4%

친구 6 16.2% 보통 9 24.3%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다 1 2.7%

본인 14 37.8% 불만 1 2.7% 기타 1 2.7%

기타 3 8.1% 매우불만 2 5.4%

1. 누구의 권유로 내고장알기 환경탐사단에 

 참여하였습니까?

█ 부모님
█ 선생님
█ 친구
█ 본인
█ 기타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
█ 매우불만

█ 열심히 
 활동하였다.
█ 보통이다
█ 열심히 활동하지 
 못했다
█ 기타

2. 환경탐사 활동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3. 환경탐사 활동에서 본인은 어떻게 활동

 하였습니까?

참여동기 탐사 만족도 참여 현황

하천 16 43.2% 하천 10 27.0% 하천 2 5.4%

대기 4 10.8% 대기 5 13.5% 대기 5 13.5%

쓰레기 1 2.7% 쓰레기 9 24.3% 쓰레기 15 40.5%

기타 1 2.7%

교통, 보행 5 13.5% 교통, 보행 11 29.7% 교통, 보행 13 35.1%

최종 보고회 3 8.1% 최종 보고회 0 0% 응답 없음 1 2.7%

오리엔테이션 5 13.5% 오리엔테이션 1 2.7%

기타 3 8.1% 기타 1 2.7%

4. 탐사활동 중 가장 좋았던 탐사는 무엇입니까?

█ 하천
█ 대기
█ 쓰레기
█ 교통, 보행
█ 오리엔테이션
█ 최종 보고회
█ 기타

█ 하천
█ 대기
█ 쓰레기
█ 교통, 보행
█ 오리엔테이션
█ 최종 보고회
█ 기타

█ 하천
█ 대기
█ 쓰레기
█ 교통, 보행
█ 기타
█ 응답 없음

5. 탐사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탐사는 무엇입니까? 6. 탐사활동 결과 환경보전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분야별 만족도



60

2020년 도봉환경 이야기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 보고서

61

참여하겠다 8 21.6%

참여하고 싶다 14 37.8%

보통이다 10 27.0%

참여하지 않겠다 5 13.5%

7. 앞으로도 환경탐사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

█ 참여하겠다
█ 참여하고 싶다
█ 보통이다
█ 참여하지 않겠다

█  창동고 (CSI)

█  창동고 (옥텟)

█  창동고 (하비스트)

█  선덕고

█  문화고

향후 참여 여부

• 참여의견 (느낀점)

  - 환경을 더 아껴야겠고 내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관련을 준 것 같아서 좋았다.

  -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다.

  - 우리 동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하고 봉사하면서 재밌게 참여했다.

• 총평
  - 기존 여름방학 대규모 모집방식에서 벗어나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환경동아리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여름방학 환경탐사 방식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탐사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대기환경탐사의 경우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였고, 하천환경탐사의 

   경우 간이 수질측정 실험과 더불어 수서생물 지표조사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관내 음식물중간처리장을 견학

   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등 동아리 연계 활동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음 

  - 1996년부터 계속되어 온 도봉구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의 경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내가 살고있는 동네를 

   직접 발로 뛰면서 6개 분야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로 인정받은 프로젝트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긍정적 환경실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내고장에 대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개선할 점
  - 여름방학 탐사의 경우 기존 3일 운영에서 태풍 등 기상여건 변화로 2일 운영한 점과 운영 당시 폭염주의보로 

   날씨가 매우 더워 탐사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음

  - 매년 상승하는 여름기온을 고려하여 기존 여름방학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봄방학 혹은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등 기상여건을 고려한 탐사 운영방식 변경 필요

대기 환경 탐사

• 최근 이슈화된 미세먼지를 주택, 공원, 도로가 등 미세먼지 측정기로 직접 측정하여 수치 기록

• 동아리별 관내 *PM 2.5 평균치는 48.08㎍/㎥, PM 10 평균치는 67.62㎍/㎥, 온도 평균치는 30.94°C 였으며, 

  여름방학 환경탐사의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한 도봉동이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낮고, 인구가 밀집한 창동이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았다.

  * PM-10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 PM-2.5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환경탐사 결과

환경동아리 환경탐사

PM 2.5 PM 10 온 도

대기환경 현황

 17.8  24.9  30.9

 53.1  75.2  36.1

 87.1  121.8  29.3

 59.0  82.9  29.6

 23.4  33.3  28.8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  도봉동

█  방학동

█  쌍문동

█  창동

여름방학 환경탐사

PM 2.5 PM 10 온 도

대기환경 현황

 37.0  52.6  33.7

 36.3  56.5  30.8

 49.9  70.4  31.4

 51.3  71.4  33.1

80.0

7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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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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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천

█  우이천

█  중랑천

█  방학천

하천 환경 탐사

• 하천별 간이 수질측정검사를 실시하고, 여름방학 환경탐사의 경우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

  -  수변환경 기본 조사 : 유량, 유속, 하상재료, 제방재료, 둔치자연도 등

  - 이화학적 검사

    현장간이검사 : 온도, pH, DO, COD

    검사의뢰(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BOD, SS, T-N, T-P

  - 생물조사 및 오염원 조사 : 물속 및 주변생물조사, 하천오염원인 조사 등

• 하천 평균오염도는 중랑천, 도봉(무수)천, 우이천 순서로 오염도가 낮게 측정됨

환경동아리 환경탐사

온도 PH DO COD PO4

하천별 오염도 현황

 17.8 6.0 5.0 10.0 0.2

 24.7 5.0 8.0 9.0 0.1

 25.67 5.33 6.33 22.67 0.02

 20.0 6.0 5.0 10. 0.2

30.0

25.0

20.0

15.0

10.0

5.0

0.0

█  도봉천

█  우이천

█  중랑천

█  방학천

█  무수천

여름방학 환경탐사 (하천채수 포함)

온도 PH DO COD PO4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TOC

하천별 오염도 현황

 22.50 6.00 7.50 15.00 0.20 1.00 7.12 0.10 2.50

 22.25 5.75 7.50 4.17 0.20 2.14 4.78 0.08 1.87

 28.50 6.00 6.50 13.75 0.40 3.55  0.23 3.55

 23.30 5.80 6.30 7.30 

 20.00 6.00 3.67 5.00  0.40 2.65 0.04 1.80

30.0

25.0

20.0

15.0

10.0

5.0

0.0

방학천 월별 오염도 변화추이

도봉천, 방학천 월별 수질검사 결과

█  DO

█  PH

█  BOD

█  총 대장균군

█  총유기 탄소량

█  SS

█  T-N

█  T-P

█  분원성 대장균군

도봉천 월별 오염도 변화추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4  8.4  7.4  6.8  7.3  7.1  9.0  8.2  9.6  9.4  9.8  11.2

 7.2  7.1  7.2  7.5  8.0  6.4  6.5  6.8  7.2  7.1  7.2  7.1

 1.5  2.3  4.5  4.2  1.4  0.7  2.8  0.0  0.6  0.5  0.5  0.8

 600  2,300  1,600  32,000  800  9,700  3,500  9,000  11,000  50,000  15,000  8.000

 2.9  3.4  3.7  3.6  3.5  2.9  3.1  1.9  2.1  3.0  2.4  2.9

 0.4  1.0  3.7  1.2  1.2  1.0  0.8  0.6  0.2  6.7  4.0  3.6

 8.89  9.29  9.97  9.63  9.64  9.06  8.59  2.29  8.75  9.463  8.177  9.057

 0.01  0.02  0.02  0.04  0.03  0.02  0.01  0.01  0.02  0.271  0.149  0.018

 94  950  400  3,000  190  2,900  1,600  900  3,000  6,200  2,60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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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 산소량

1월 2월 3월 4월

█  DO

█  PH

█  BOD

█  총 대장균군

█  총유기 탄소량

█  SS

█  T-N

█  T-P

█  분원성 대장균군

 8.2  8.2  8.0  6.8  7.8  7.5  10.5  8.6  9.0  9.8  9.4  10.6

 7.2  7.5  7.6  7.4  8.0  7.0  7.3  6.8  7.6  7.5  7.4  7.5

 1.3  1.5  3.5  3.3  0.8  0.7  2.9  0.5  0.5  0.5  0.7  0.8

 1,400  3,700  2,800  12,000  2,200  12,000  4,300  9,000  6,000  16,000  120,000  8,000

 2.4  2.9  3.2  3.9  3.1  2.6  2.8  2.3  2.1  2.6  2.1  2.9

 0.2  0.6  3.2  1.2  1.4  0.4  5.2  0.6  0.4  1.0  2.4  3.6

 8.74  9.23  9.78  8.91  8.90  7.95  8.11  3.61  7.74  8.864  7.307  9.057

 0.01  0.02  0.03  0.04  0.03  0.02  0.01  0.04  0.01  0.191  0.015  0.018

 460  110  800  900  240  1,000  1,400  900  1,800  5,600  9,000  230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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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행 환경 탐사

• 교통환경탐사 : 주요 횡단보도에서 도로 차량정지선 준수여부 조사

• 보행환경탐사 : 인도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 조사

< 환경동아리 연계 환경탐사 >

무단질주  6%

횡단보도 침범  

11%

정지선 넘어 

35%

준수(정지선 앞) 

48%

차량 정지선 준수사항

미준수  52% 미준수  55%

준수  48% 준수  45%

남성 여성

성별 정지선 준수율

기타   31%

노점상   4%

적치물   4%도로파손   35%

쓰레기   13%

불법주차   13%

보행불편요인

차종별 정지선 준수율

자가용      택시     승합차     화물차      버스

█  미준수

█  준수

100%

80%

60%

40%

20%

0%

횡단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연석

경사로 

점자유도

블럭 

음향

신호기

█  양호

█  불량

█  없음

100%

80%

60%

40%

20%

0%

정지선 넘어 

35%

무단질주  8%

횡단보도 침범  

10%

준수(정지선 앞) 

47%

차량 정지선 준수사항

미준수  52% 미준수  65%

준수  48% 준수  35%

남성 여성

성별 정지선 준수율

적치물   35%

도로파손   39%

쓰레기   17%

불법주차   11%

보행불편요인

< 여름방학 환경탐사 >

차종별 정지선 준수율

자가용      택시     승합차     화물차      버스

█  미준수

█  준수

100%

80%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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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횡단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연석

경사로 

점자유도

블럭 

음향

신호기

█  양호

█  불량

█  없음

100%

80%

60%

40%

20%

0%

  • 교통환경탐사의 경우 차량 정지선 준수율은 평균 47.5%로 영업용 차량의 미준수율이 높았고, 남성이 여성

    보다 준수율이 높았다.

  • 보행환경탐사의 경우 도로파손이 보행에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로 조사되었고, 불편사항은 구청 ‘시시콜콜’ 

    사이트에 신고하여 불편요인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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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장 프로그램이 끝났다. 처음에는 봉사시간도 많이 주고 하기 쉽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월 4일, 첫 오리엔테이션 날에 선생님께서는 영상을 여러 개 보여주셨는데, 한 소년이 나무를 심자고 일으킨 캠

페인으로 얼마나 세계에 나무가 많이 심겨졌는지에 관한 영상과 황무지와 사막화된 지역에 한 여성이 나무를 열심

히 심고 가꾸어서 멋진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 했는지에 관한 영상같이 신기하고 대단한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순히 봉사시간 20시간으로 시작했던 나의 마음에 조금씩 무게감이 생겼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6월 8일, 이제 본격적인 탐사로 들어갔다. 하천 탐사를 하였는데 우리는 수질 오염탐

사로 PO4를 측정하고, 체를 활용하여 이것저것 살펴보며 하천과 하천 주변에 살고 있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PO4는 0.05정도였고 자주 지나가던 우이천이지만, 한 번도 청결도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물은 조금 

탁하고 더러웠으며, 냄새도 미취가 났고, 약간의 거품도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더럽고 거품이 있는 이

유가 생활하수 때문이라고 하셨다. 하천이 오염되고 있단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긴 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상

태를 보고 나니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천에는 입술하루살이, 개똥하루살이가, 하천 주변에는 환삼덩굴,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백로,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여뀌, 명아주, 달뿌리풀 등 정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생물들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보니, 이런 상태가 좋지 않은 하천 주변에도 많은 동식물이 살

고, 쉬었다가 가는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런 만큼 우리 주변의 하천을 보호하려고 더욱 힘써야 되

겠다고 생각했다.

6월 14일에는 도봉 음식물 중간 처리장을 견학하였다. 본격적으로 음식물 중간 처리장을 견학하기 전, 간단히 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과 중간 처리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

을 들었는데, 도봉구 하루에 약 95.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1년에 32억원이 들어간

단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다. 또한 현재 음식물 중간 처리장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설비로 처리하고 있는

데,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가 신청한 축산 농가에 제공되고 있단 사실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고 놀라웠다. 음식물 쓰

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는 먹을 만큼 덜어 먹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리고, 물기를 제거하고 버리는 방

법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활동들을 꼭 최대한 지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단 

생각을 했다. 처음엔 생각보다 너무 심한 악취와 무척 더웠던 날씨 탓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설명들과 함께 실제

로 음식물 중간 처리장을 견학해보니, 이런 심한 악취가 나지 않게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7월 6일 대기 및 보행탐사를 실시했다. 가기 전 간단히 캠페인을 할 때 들고 있을 포스터를 제작한 후에 

본 활동에 참여했는데 매일 그냥 지나치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학교 앞 주변에 간단히 횡단보도를 3개정도만 탐

색해 보았는데도 생각 보다 많이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무단 질주

하는 등 약 한 시간에서 두 시간정도 동안 정지선 뒤에 선을 지켜 서있는 차들이 정지선보다 앞에 넘어 서있는 차들

보다 더 적단 것을 보며, 우리 동네 현재의 교통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유익했던 활동 탐사였던 것 같다.

요즘, 공부하랴 뭐하랴 이것저것 바빠서 정작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익숙한 우리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채로, 더 큰 것들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처음엔 봉사시간으로 가볍게 시작했던 활동이,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단순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명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직접 탐사하고 체험해보며 우리 동네에 대해 그리고 환

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배워가는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체험활동의 시간이 됐던 것 같다.

|  환경탐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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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의 환경을 직접 탐사해본다는 좋은 취지의 봉사활동을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안내문을 읽

을 당시에는 대기탐사, 하천탐사, 교통탐사 등 우리 동네 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점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었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진행해주시는 선생님이신 토끼풀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께서는 첫 시간에는 OT를 해주셨습니다.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과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하게 해주셨는데 영상을 본 뒤에는 환경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생각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특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직접 

나무를 심어서 숲을 가꾼 이야기는 조그마한 실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 시간에는 원래 하천탐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우천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하천탐사 예행연습과 

교통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탐사 예행연습을 진행할 때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과학 실험 도구들

과 함께 빗물과 수돗물의 용존산소량(DO), NO3, NO2, COD, NH4, PO4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

한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놀랐고, 단순히 맑아 보이는 물이라도 여러 가지 오염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성분들이 물속에 들어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천 탐사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뒤에는 교통탐사를 진

행하였는데, 직접 선덕사거리에 나가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찾아 통계를 내보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지 찾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교통탐사를 하면서 생각보다 매우 많은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던 횡단보도의 턱 조차도 정밀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 시간에는 날씨가 좋은 관계로 하천탐사와 대기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의 하천인 우이

천에 직접 가서 우이천의 수질검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로한 선희유치원 앞 정류장부터 대기탐

사를 틈틈이 진행하였습니다. 선희유치원 앞, 버스 안, 하천 근처 등 여러 가지의 장소에서 틈틈이 대기탐사를 진행

한 결과 미세먼지는 전의 상황보다 많이 나아진 것을 볼 수 있었고,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

기탐사를 진행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하천탐사를 진행하였는데, 우이천의 DO, PH, COD 등 여러 가지 수질 검사

에 필요한 요소들을 측정해 보고, 수생식물과 수서곤충을 직접 채집해보기 위해서 물속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뜰

채를 이용해 수생식물의 뿌리부분 근처를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린 뜰채 속에 조그마한 생명체가 꿈틀거리

 청소년 환경탐사단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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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입술하루살이의 유충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대충 보면 아무것

도 있지 않은 것 같은 물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조그마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입

술하루살이 외에도 소금쟁이, 조그만 물고기, 큰 잉어와 같이 우리 동네의 하천에도 다양한 생물체들이 생태계를 이

루고 있다는 점을 직접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 시간에는 도봉산역 근처에 있는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중간처리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간처리장에 들어가기 전 중간처리장 직원분께서 PPT를 이용해서 사전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심

각성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전교육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었고, 음식물 쓰레기의 엄청난 처리비용에 놀라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한 유일하게 도봉구만이 중간처리장을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도봉구가 자랑스러워지

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교육을 모두 받은 뒤에 직원분께서 주시는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직접 중간처

리장 시설에 견학을 갔습니다. 중간처리장에는 직접 수작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외의 것들을 분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미처 수작업으로 분리하지 못한 비닐들을 모두 제거해주는 파쇄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설

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남겼던 음식물 쓰레기들이 여러 설비를 거쳐서 마지막에 사료로 생산

되어 중간처리장 옆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

습니다.

우리 동네를 직접 탐사해 보는 이번 봉사에 참여한 뒤에,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 나 자신의 조그만 

노력이라도 실천해야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좋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  환경탐사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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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고등학교 1학년 8반 김혜겸입니다. 8월 9일과 오늘 10일에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어제는 대기 탐사, 교통 탐사, 그리고 환경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도봉구청에 모여서 오리엔테이

션을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할건 지와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번 봉사활동 

때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2개 보았는데 첫번째는 바로 중국 사막에서 풀이나 나무를 많이 심어서 피해나 

집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

유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분명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서 이고, 이런 도

시에는 더 필요한 것이 나무인데 심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번째 영상에서는 한 9살 아이가 북극곰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북극곰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는 친구들을 끌어 모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나

무심기 캠페인은 독일 전역에 펴졌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최종 나무 5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

상을 본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것들을 훌륭하게 해내였을까’라고 말입

니다. 만약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참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구는 영원히 망가진 

상태로 존재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기 탐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기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도 잘 이

해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교통 탐사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약간 눈치 보듯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

기로는 사람들이 원래는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았지만, 갑자기 우리가 자동차의 번호를 적으니까 사람들은 저절로 

정지선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차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횡단보도 불이 켜져 있어 건너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잘 지키지 않아 그런 차들을 보고 경고 및 충고를 해주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닿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저는 “정지선을 지킵시다”라고 써있는 포스터를 들고 운전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같

이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면서 깨달았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종이를 보고 한번에 지켜주었다

는 것입니다. 또, 교통 탐사를 하면서 많은 차들을 보았는데 몇몇은 자신의 차를 세우면 안될 곳에 세웠다는 것입니

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만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청 뒤쪽에 있는 중랑천에서 모여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나 물 안에 

있는 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식물들은 나팔꽃, 황화, 은행나무, 비름, 버드나무 등이 있었습니다. 그

리고 중랑천의 수질검사를 해보았더니 물이 조금 흐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물이 더럽다고 생각했지만, 

은근 깨끗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을 보았을 때 하루살이, 잠자리 유충, 그리고 작은 민물새우들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메뚜기, 잠자리, 개미 등이 있었습니다. 잠자리들이 많아서 좋았고, 잠자리를 잡고 싶었

지만 이들이 안 멈추는 바람에 못 잡았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께서 꼬리가 세개이면 하루살이 유충

이고 잠자리 유충이면 꼬리가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얀 새도 보였는

데 이런 새를 중대 백로라고 선생님께서 말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했습

니다.

이런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저도 나중에 봉사활동에 대해서 좋은 마음가짐과 계획 등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들을 하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도봉구청에 도착

했을 때 조금 두려웠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요구했지만 제 친

구들은 이 시간에 너무나도 바빠서 같이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해도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봉사활동에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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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탐사 및 교통·보행·복지 환경탐사

 쓰레기 환경탐사

 최종보고회

 제28차 환경탐사단 활동 사진

|  환경동아리 활동

 첫날

 하천환경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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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동팀

 도봉동팀

 창동팀

|  여름방학탐사대 활동

 전체 오리엔테이션

 쌍문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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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 추진

	 	 -	도봉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	설치

	 	 -	도봉구	직영	햇빛나눔발전소	1,2호기	운영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에너지	환경문화	투어	운영

	 	 -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	찾아가는	태양광	에너지	체험교육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	지원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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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 추진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도봉구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살림

도시 도봉에 기여

1. 도봉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계

태양광

(미니태양광 포함)

태양열

지열

설치건수 

용량(kw)

설치건수 

용량(kw)

설치건수 

용량(kw)

설치건수 

용량(kw)

6,346

7,397

6,328

4,724

8

146

10

2,527

1,713

1,428

1,712

1,423

1

5

2,249

1,036

2,249

1,036

1,543

860

1,543

860

559

440

559

440

166

688

163

345

1

1

2

342

116

2,945

102

620

7

145

7

2,180

 | 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이전| 구분

2. 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내        용 :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에 태양광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고 

        여름·겨울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에너지복지를 실현

• 설치개요 : 3개소 53.24kW

  - 설치장소(용량) : 쌍문3동 주민센터(17.44kW), 창5동 주민센터(25kW),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10.8kW)

  - 전기생산량 : 62,184kWh/년 / 온실가스감축량 : 8,202 kgCO2

3.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 설치

• 내        용 : 도봉천 농구장 관람석에 태양광 그늘막(파고라)를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홍보에 기여

• 설치개요 : 1개소 26kW

  - 설치장소 : 도봉천 농구장(도봉동 제1도봉교 하부)

  - 설치용량 : 26kW

  - 전기생산량 : 33,503 kWh/년 / 온실가스감축량 : 14,071 kgCO2

▲  쌍문3동 주민센터 ▲  창5동 주민센터

▲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주간) ▲  도봉천 농구장 태양광 쉼터(야간)

4. 태양광발전시설을 활용한 도봉구 직영 햇빛나눔발전소 1,2호기 운영

• 내        용 : 구 소유 태양광시설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재투자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

• 발전소명 : 도봉햇빛나눔발전소 1호기

 - 소  재  지 : 초안산근린공원 주차장

 - 설비용량 : 62.4KW

 - 운영기간 : 2015. 11 ~ 2019.11 

 - 생  산  량 : 258,554kWh

 - 수        익 : 53,377,449원

• 발전소명 : 도봉산 수변무대

 - 소  재  지 : 도봉동 416일원

 - 설비용량 : 10.1KW

 - 운영기간 : 2017. 1  ~ 2019. 11

 - 생  산  량 : 25,820Wh

 - 수        익 : 2,118,722원 
       (잉여전력판매)

• 발전소명 : 도봉햇빛나눔발전소 2호기

 - 소  재  지 : 창2동주민센터 옥상

 - 설비용량 : 15.4KW

 - 운영기간 : 2016. 12  ~ 2019. 11

 - 생  산  량 : 58,585kWh

 - 수        익 : 11,686,2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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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

• 주택 옥상 및 아파트 베란다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태양광 모듈을 콘센트

  등에 연결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주택·건물형

(1kW 이상)

베란다형

(1kW 이하)

건수

용량

건수

용량

19

57

226

713

1,357

522

5,645

1,803

10

30

2,229

713

108

365

1,429

401

89

261

630

167

| 현황 | 2019| 합계 | 2018 | 2017 | 2016 이전| 사업유형

<기준 : 2019. 10. 1. 기준, 단위 : kW>

▲  주택형 ▲  베란다형

6.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에너지 취약계층 쿨루프 공사

• 기        간 : 2019. 3. 18 ~ 4. 12 / 사업비 : 48,760천원      ※ 2019 주민참여예산 선정

• 규        모 : 어린이집 3개소 536㎡ (방학2동 351㎡, 방학3동 58㎡, 창2동 새샘 127㎡)

• 결        과 : 방학3동 어린이집 시공전 지붕온도 45.1℃ ⇨ 시공후 지붕온도 26.5℃ (최대 △18.6℃) 

▲  방학2동 어린이집 시설전경 ▲  공사 시행 전 ▲  공사 시행 후

▲  방학3동 어린이집 시공 전 ▲  방학3동 어린이집 시공 후

7. 에너지 환경문화 투어 운영(총3회)

• 운영기간

  - 1회) 2019.  8. 24 (토)   13:00 ~ 18:00

  - 2회) 2019. 10. 19 (토)  13:00 ~ 18:00

  - 3회) 2019. 10. 26 (토)  13:00 ~ 18:00

• 대        상 : 도봉구 관내 가족 10가족 100명

• 에너지 투어 인솔 가이드 운영 : 1명

  - 선발기준 : 도봉구민, 그린리더 고급과정 수료자, 에코에너지 교실 강사

  - 투어코스 

• 기대효과 : 도봉의 환경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구 에너지시설 관람 투어 운영으로 자치구 우수사례 횡단전개

8.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 추진배경

  -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보급 사업을 통하여 많은 세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미니태양광 

   설치 이후 일부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19

  - 대        상 : 2015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 

  - 참여인원 : 2인1조, 6명 3개조 운영(서울시 뉴딜일자리, 에너지 컨설팅 요원)

  - 내        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 방문(유선)점검 및 조치

   ① 태양광 시설(모듈, 인버터 등) 정상 가동 및 이상유무 확인

   ② 모듈 전면파손 및 관리상태 확인, 난간부 거치대 결속상태 및 전기배선 상태 확인

   ③ 가정내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 상태 및 에코마일리지 등 에너지 절약사업 홍보 등

• 실        적 : 2,460가구 (방문점검 2,193 / 유선점검 267), 비정상 작동설비 조치 완료 (65가구)

지역에너지센터

도봉환경교육센터

노원EZ센터

제로에너지주택홍보관

목재문화체험장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 ▶

평화문화진지(서울창포원)

꼬리명주나비서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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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요원 활동 모습

• 교육 및 홍보 : 2019년 협치 태양광,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 방문 가구에 태양광 안내사항 등 매뉴얼 배포

9. 찾아가는 태양광 에너지 체험교육

• 추진배경

  -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태양광에너지가 생활밀착형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태양광에너지 체험교육」을 실시

• 추진개요

  - 기간 및 대상 : 2019. 9 ~ 11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 교육시간 : 90분(이론+체험교육) 

  - 교육강사 : 구민강사단 10명

   • 이론교육 : 태양광에너지 분야 적정기술 소개 및 태양광 발전의 원리 이해, 에너지전환의 개념 및 미래의 

     에너지생활 소개

   • 체험(실습)교육(조별수업, 4~5명/조)

     ☞ 태양광자동차 단체 축구게임 실시(조별 대항전)

• 추진실적 : 56회1,283명 (2019. 9. 2 ~ 11. 29)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보급지원을 통해 도봉구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에 기여

1.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 내      용 :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여름·겨울철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ED조명 교체 지원

• 사업대상 : 저소득층 200가구 및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126개소

• 교체수량 : LED조명 4,183개 (저소득층 1,135개 / 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3,048개)

• 기절감량 : 311,731 kWh/년 / 온실가스감축량 : 41,908 kgCO2

▲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조명교체공사

▲  북부어린이집 조명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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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 도심텃밭 조성 및 분양

  -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

  - 제4회 도시농업 나눔텃밭 축제

  -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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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도심 내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충, 도심 열섬화를 방지하고, 근거리 생산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수송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여 녹색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1. 도심텃밭 조성 및 분양

• 주민 참여형 친환경 나눔텃밭 운영 및 관리

  - 텃밭현황 :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등 6개소(14,935㎡/ 1,000구획)

• 옥상·학교·싱싱텃밭 및 상자텃밭 등 보급

  - 옥상·학교·싱싱텃밭(10개소) 및 상자텃밭(2,500세트)

• 도시양봉 교육 프로그램

  - 주민을 대상으로 양봉 체험장에서 이론과 실습교육 병행

  - 연2회 (매주 2시간 × 7주), 교육인원 연 50명

• 버섯재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버섯의 생육환경과 재배방법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 연3회 (매주 2시간 × 4주), 교육인원 연 120명

2. 싱싱텃밭 조성 및 원예프로그램 운영

• 대상시설 : 기억튼튼 재활전문 데이케어센터, 사랑채,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 설치기간 : 2019년 4월 ~ 5월

• 설치과정 :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사업참여희망 등 검토 후 대상시설 선정

• 설치내용 : 플랜트 나무상자, 상토, 모종 등

• 운영방법 : 텃밭 조성 후, 원예전문가의 심신 치유프로그램 운영

 싱싱텃밭 : 사회복지시설 내 자투리땅 또는 옥상공간에 텃밭을 조성한 후, 원예치료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

                     하여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  싱싱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  싱싱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  싱싱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 ▲  싱싱텃밭(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 제4회 도시농업 나눔텃밭 축제

• 행사일시 : 2019. 9. 21 (토)

• 행사장소 : 서울시 도봉구 창포원(도봉구 마들로 916번지)

• 행사내용 : 떡메치기, 봉숭아물 들이기, 솟대 만들기, 허브화분 만들기, 도시농업 전시

          논생물 관찰 등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 참 가 자 : 5,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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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버섯재배 교육 (12회, 383명)

  - 도시양봉 교육 (14회, 292명)

  - 어린이 양봉체험 (8회, 154명)

  - 어린이 꿀체험 (7회, 129명)

  - 약초이야기 교육 (2회, 113명)

  - 텃밭 상설교육 (44회, 659명)

• 도시농업 활성화 체험 및 행사

  도심속 모내기 체험 : 2019. 5. 24 (금) / 5. 25 (토) [학생 및 학부모 가족 327명]

  벼베기 및 탈곡 행사 : 2019. 10. 18 (금) / 10. 19 (토) [창림, 백운초 학생 및 학부모 가족 229명]

▲  어린이 양봉체험

▲  버섯재배 교육 ▲  도시양봉 교육

  나눔텃밭 감자·고구마 배부 : 2019. 7. 9 (화) / 10. 24(목) 저소득 한부모 자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

  상으로 14개 동에 감자 120박스, 고구마 100박스(5kg/box) 배부

  사랑나눔 김장 행사 : 2019. 11. 15 (금)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14개 동에 김장김치 250박스(박스당 8kg) 

  배부 / 친환경쌀 32포(포당10kg)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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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건강취약시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실시

	 	 -	도봉EM센터	운영	및	보급	활성화	

	 	 -	도봉구	깃대종	보전	사업	추진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

	 	 -	생물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하는	도봉구	

	 	 	 	생물자원조사

·기후변화대응 적응 능력 배양
	 	 -	『도봉시민실천단』	활성화

	 	 -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	실시

	 	 -	유아에서	성인까지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환경	조성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	도시텃밭	조성	및	분양

	 	 -	도시텃밭	농산물	나눔실천

	 	 -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교육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에너지 관리
	 	 -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	추진

	 	 -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에너지	절약	사업

	 	 -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사업	추진

·수질·대기·생활소음 관리
	 	 -	수질환경보전

	 	 -	대기	및	생활	소음관리

·건축물 석면 관리
	 	 -	석면조사	대상

	 	 -	석면조사	방법

2020 
환경보전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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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 주민참여형 시민햇빛나눔발전소 보급 확대

  - 지역주민이 에너지를 생산·판매하여 수익금을 에너지빈곤층에 지원

• 공공건물(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 태양광 113.7kw (방아골 종합 사회복지관 등 3개소)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 목표 : 1,520가구 (베란다형 1,500가구 / 주택형 20가구)

  - 내용 : 참여가구 구비 보조금 지원 (베란다형 50,000원, 주택형 600,000원)

2. 건강취약시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실시

• 추진방향

  - 건강취약시설 방문 체험형 미세먼지 환경교육 실시

       ※  미세먼지 교육·서비스 콘텐츠 교육자료 이용 (건국대학교 업무협약)

  - 건강취약시설 실내 벽면녹화조성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2월 ∼12월 

  - 대        상 : 국공립 어린이집, 구립 경로당, 일반구민 등

  - 주요내용 : 주민 방문 체험형 미세먼지 환경교육 추진, 실내 벽면녹화  조성 등 시범사업 실시, 정기 모니터링 

         추진

• 추진방법

  -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건강취약시설 등 환경교육 추진 

   ·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등 주민 활용

   · 체험형 미세먼지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자료 활용

  - 건강취약시설 실내 벽면녹화조성 등 시범추진 및 모니터링 실시 

   · 경로당·어린이집 등에 벽면녹화 조성

   · 미세먼지 측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정기 모니터링 실시

3. 도봉EM센터 운영 및 보급 활성화

• 도봉EM센터 운영

  - 장        소 : 도봉동 353-3(조립식 판넬 54㎡), 각동주민센터(공급기) 

  - 시설현황 : EM배양기 2대, EM공급기 14대, EM공급차량 1대

  - 인        력 : 근로자 2명(상주)

• EM공급을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연중)

  - EM배양액 생산 및 동 주민센터 주1~2회 주기적 공급

  - EM 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관 운영

• 학교 및 단체 EM 교육(탈취제, 모기퇴치제 등) : 3회/주, 총 150회 실시

• 동 교양강좌, 구청 행사, 공동주택 등 홍보 : 3회/주, 총 150회 실시

4. 도봉구 깃대종 보전 사업 추진

• 위        치 : 관내 주요하천 및 산림공원지역 

• 내        용

  - 도봉구 깃대종 보전 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 생물다양성 조사 모니터링 요원 역량 강화 교육

  - 도봉구 깃대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결과에 대한 이용방안 수립

5.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보전 사업

• 나비 서식지 :  도봉구 관할 중랑천변 

• 내        용

  - 협치꼬리명주나비 포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석 포럼 개최

  - 꼬리명주나비 안정적 보호를 위한 서식지 확대 조성(500㎡ 추가 조성)

  - 나비 교육·홍보를 위한 체험교육의 장 마련(지구미소 축제 및 초·중·고교 방문교육)

▲  실내 벽면 녹화사업 ▲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추가 조성(구청 뒤) ▲  꼬리명주나비 생태교육 ▲  지구미소축제 나비날리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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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물 전문가와 구민이 함께하는 도봉구 생물자원조사 (BioBlitz)

• 추진방향

  - 생물종별 전문가와 구민이 한 팀을 이루어 24시간 도봉구 관내 생물다양성 조사 실시 

  - 조사를 통해 내 고장에 대한 관심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6월 (탐사기간 2일) 

  - 조사대상 : 도봉천, 무수천 생물다양성

   · 식물, 조류, 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 참여대상 : 생물종 5개 분야별 전문가, 구민 등 약 200여명

• 추진계획

  - BioBlitz 전문가 섭외 및 탐사 활동단 모집(3월∼4월)

       · 생물종별 전문가, 준전문가, 탐사 활동단(구민, 청소년 등) 구성

  - 도봉천, 무수천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운영(5월∼6월 중 2일)

       · 생물종 현장 탐사, 조사된 생물종별 정보(사진 등)를 통해 탐사단 상호 정보 교류

  - 도봉구 깃대종 보전사업, 환경부 지정 보호종 꼬리명주나비 보호사업과 연계 추진

  - 조사된 자료는 교육용 생태지도(또는 책자) 등 제작 배부

 기후변화대응 적응 능력 배양

1. 『도봉시민실천단』 활성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시

민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

• 도봉시민실천단 구성 현황

• 도봉시민실천단 활동

  - 녹색생활 실천 운동

   ·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

   · 에너지 사용제한 민·관합동점검 참여,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에너지 절감 활동

구분

합계

구민실천분과
(185명)

교육·홍보분과
(30명)

행정지원분과
(26명)

자연보호
도봉구
협의회

환경교실
자연
해설단

공무원
실천단

241명 30명 40명 15명 70명 30명 20명 10명 26명

도봉생활
환경
실천단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도봉지회

AMS
환경
감시단

자동차
부분정비

도봉
햇빛
나눔이

   · 각종 환경행사 시 환경체험 부스 운영

  - 대기오염 저감사업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상황별로 캠페인 실시

   · 대중교통 무료이용, 공공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실시 집중 홍보

   · 맑은하늘 만들기 구민실천 10가지 약속 주제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등) 홍보

   · 자동차배출가스 합동 무료점검 : 매주 화요일(3월~11월)

  -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

   · 하천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감시활동 실시

   · 하천변 외래 식물종(환삼덩쿨 등) 제거 활동

  - 특화된 실천단 운영

   ·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가구 운영 모니터링

   · 대        상 : 1,000가구

   · 내        용 : 태양광 운영방법, 시설확인, 고장유무 등 모니터링 및 에너지절약 정보 제공

  - 에너지 및 환경 체험교육

   · 내고장알기 환경탐사 활동 참여

   · EM(유용미생물)홍보관 운영 및 홍보활동

   · 도봉시민실천단 교육 및 평가회(10월)

2.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 에코마일리지란? (친환경eco + 쌓는다mileage)

  - 에너지사용량(전기, 수도, 도시가스)을 6개월 주기로 체크하여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프로그램

  - 참여대상   개인회원(모든 구민)

          단체회원(건물, 학교,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
[

(2019. 12. 31 현재)

단체회원(3,491개소)전체
가입대상

전체가입자
(가입율)

개인회원
기업·법인 공공기관 공동주택 복지·교육 소상공인 종교단체 

341,012
94,249

(27.64%)
91,253 1,081 136 124 419 1,734 23

(http://ecomileag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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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 실시

가정에 방문하여 대기전력 측정 등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줄이기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생활

화를 유도

• 대        상 : 상가 및 일반 가정

• 방        법 : 에너지 컨설턴트 2인1조, 2팀 구성하여 방문 활동

• 내        용

  - 전기에너지 사용량 및 CO2 발생량 진단

  - 대기전력 진단 및 대기전력에 의한 비용과 CO2 발생량 진단

  - 에너지절감 처방책 제시

에너지컨설턴트  ▶  양성교육 수료 후 가정 내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방법

을 진단하여 알려줌으로써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

4. 유아에서 성인까지 지속가능발전 환경교육(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

  - 장        소 :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방학동) 발바닥공원내

  - 대        상 : 지역주민(유아~성인)

  - 내        용

   · 모니터링 활동을 통환 도봉구 환경자원 체계화

   · 생태 모니터링단 및 청소년 유해식물 제거단 운영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고정 프로그램 구성

   ·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 단체 및 학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등·중등교사 특수 분야 연수(숲 체험, 환경 등)

   · 환경실천동아리 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

   · 방과 후 생태 교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오후 생태 학교)

   · 찾아가는 환경교실 확대 운영 :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등

  - 참여방법

   · 개        인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0:00~ 인터넷(www.ecoclass.or.kr) 신청

   · 단        체 : 유선으로 일정 협의 후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유아눈높이 환경교육 매직복화술(인형극) 실시

  - 대        상 : 관내 6~7세 약 1,200명(4회공연, 1회당 300명)

  - 공연주제 :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및 실천방안 제시

  - 추진방법 : 캐릭터 인형과 놀이를 통한 유아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

• 초·중학교 기후보전 글짓기, 포스터 작품 공모전 개최 (5~6월)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4학년~6학년), 중학생(전학년)

  - 공모주제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및 실천 사항 등

  - 공모내용 : 글짓기(또는 독후감), 포스터(만화)

• 청소년 내고장알기 환경탐사 운영 (6~9월)

  - 탐사대상 : 중·고등학생(약210명)

  - 활동내용

   · 기본활동 : 하천·대기·쓰레기·교통·보행·복지·보건 환경탐사

   · 추가활동 : 환경오염 감시 활동, 구민 환경의식 설문조사

5. 어린이 활동공간 안심환경 조성

• 대        상 : 어린이 활동공간 545개소(보육시설 246, 놀이시설 299)

• 환경안전 관리실태 점검

  -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비소) 함유량

  - 모래놀이터 기생충 검출유무

• 환경컨설팅

  - 전문기관이 방문하여 환경컨설팅 실시

 친환경 도시농업 추진

1. 도시텃밭 조성 및 분양

• 주민 참여형 친환경 나눔텃밭 운영 및 관리(3월~11월)

  - 텃밭현황 : 쌍문동 친환경 나눔텃밭 등 6개소 1000구획 / 협력농장 400구획

• 옥상텃밭 및 상자텃밭 등 보급

  - 옥상·학교·싱싱텃밭 (8개소) / 상자텃밭 (1,500세트)

•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나눔텃밭 운영

  - 도봉동공동체 나눔텃밭

2. 도시텃밭 농산물 나눔실천

• 사랑나눔 체험텃밭 조성·운영 (80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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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 수확 감자·고구마 나눔실천 (7월, 10월)

  - 기부텃밭 감자를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눔 실천

• 사랑나눔 김장행사 등 (11월)

  - 텃밭 주민의 자원봉사와 기부받은 농작물로 담근 김장김치와 논체험장에서 수확한 햅쌀을 관내 어려운 이웃

   과 나눔 실천

3.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도심속 모내기 체험행사(5월)

  - 장        소 : 도봉동 “논” 체험장(도봉동 527, 면적 : 1,825㎡)

  - 프로그램 : 모내기 행사 및 우렁이·미꾸라지 방류

• 도시농업 나눔텃밭 축제 행사(9월)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창포원(도봉구 마들로 916번지)

  - 프로그램 : 떡메치기, 봉숭아 물들이기, 솟대 만들기, 허브화분 만들기, 도시농업 전시, 논생물 관찰 등 도시농

   업 프로그램 운영

• 전통 벼베기 및 탈곡 체험행사(10월)

  - 장        소 : 도봉동 “논” 체험장(도봉동 527, 면적 : 1,825㎡)

  - 프로그램 : 전통 벼베기 및 탈곡 체험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교육

• 도시양봉 교육 프로그램

  - 도시양봉학교(4~10월) : 꿀벌의 이해와 보존의 필요성 및 기초 양봉기술 교육

  - 어린이 양봉(5~9월) : 꿀벌에 대한 이해와 친숙도를 높여주는 교육

  - 어린이 꿀 체험(5~9월) : 벌꿀의 생산 과정과 유익함을 체험하는 교육

• 버섯재배 체험교육(5~10월 연 3회)

  - 고부가가치인 버섯재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 약초교육(6월, 10월) : 약초에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약초의 재배 및 활용법 교육

• 텃밭상설교육(4~10월) : 친환경 나눔텃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교육

5.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 도시텃밭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 검사건수 : 토양 3건, 농산물 10건 검사

  - 검사항목 : 중금속(카드뮴 등 8종) 및 잔류농약(노나클로르 등 285종)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도시농업 인터넷카페 운영

  - 운영명칭 : 도봉구 친환경 도시농업(도봉구 홈페이지 하단 빠른서비스)

  - 카페주소 : http://cafe.naver.com/dobongecofarm

  - 주요내용 : 행사소식 및 정보 제공, 도시농업 네트워크 활동 지원

• 농업인 유기질비료 및 토지개량제 지원

 에너지 관리

1. 에너지 살림도시 도봉 추진

• 에너지 생산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일반 태양광, 학교 태양광)

• 에너지 효율화  : 건물 및 주택에너지 효율화(BRP), 고효율 조명(LED) 교체

  - 취약계층(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지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200가구(LED 1,000개)

    ※ 사업현황에 따라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간 사업비 집행은 탄력적으로 운영

• 에너지 절약

  -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에너지 진단

  - 건물에너지 소비량 공개 전광판 설치, 주민절전소

  - 불끄기 행사 추진, 승용차 이용 억제

2. 에너지 효율화 사업

• 친환경 LED조명 보급 활성화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대        상 : 저소득층(수급권자 200가구)

   · 취약계층의 에너지절감 및 복지를 위해 LED조명 교체지원

  -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 대        상 : 구 소유·관리 공공시설

   · 절전차액을 활용한 금융연계(SPC) LED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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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절약 사업

• 에너지 자립마을 협의체 운영

• 에너지 효율화사업 설명회 개최

• 에너지 절약 홍보

  -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배부, 캠페인 실시,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에너지 사용 제한

  - 시        기 : 하절기 및 동절기

  - 내        용 : 개문 냉·난방 영업 금지, 냉·난방 실내 온도 제한 등

4.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도봉시민실천단 등 구민과 협업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민·관활동 추진

  - 사후관리 서비스의 선도적 수행으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산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1월

  - 사업대상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가구(‘19년 설치 1,500가구 예정)

  - 사업내용 : 태양광 모니터링 요원이 가정방문하여 설비점검 및 컨설팅 

       · 우리구 및 서울시 에너지절약사업 홍보 병행추진(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 등)

• 추진계획

  - 운영인력 편성 : 6명(2인1조, 3개조 운영)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요원 : 2명

   · 구민 모니터링단 : 4명

  -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 실시(전화, 방문)

   · ‘19년 이전 설치 가구 우선 실시 및 소식지 등을 통한 개별신청 가구 실시

   · 방문 모니터링이 어려운 가구는 유선 점검 실시

   · 태양광 설비(모듈, 인버터 등) 이상 발견시 설치업체에 통보, 조치

   · 모니터링 구민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수질·대기·생활소음 관리

1. 수질환경보전

•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

  - 점검횟수 : 사업장 종별 등급별 연 1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 정기지도 점검 및 장마철·갈수기·명절 연휴 등 취약 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점검

• 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 대        상 : 15개소 지정

  - 청색 등급 사업장 중 환경능력이 우수한 업소를 자율 점검 업소로 지정하여 배출업소의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행정비용 절감

•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21개소)

  - 점검횟수 :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에 대한 연 1회 이상 점검

  - 점검내용 : 토양오염도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여부 등

• 하천오염 감시 및 정화활동

  - 지천현황 : 중랑천 5.83km, 지류천(4개소) 13.49km

  - 감시반 구성 : 1개조 2명 구성하여 주 1회 이상 수질오염행위 하천 감시 순찰 실시

• 지류천 정기 수질조사 실시

  - 추진기간 : 3월~12월

  - 조사목적 및 횟수 : 도봉천 지점, 분기 1회 실시

  - 조사항목 : BOD, T-P, SS, 대장균군수, TOC

2. 대기 및 생활 소음관리

• 대기오염(미세먼지·황사·오존) 경보제 실시

  - 대 상

   · 음성메시지 : 아파트,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약 600개소

   · 문자메시지 : 일반시민 약 16,000명

  - 발령시기 : 미세먼지 연중, 황사 2~5월, 오존 4~10월

  - 기대효과 : 대기 중 미세먼지·황사·오존 농도 증가 시 신속한 대 시민 전파 및 홍보로 피해 예방

• 대기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연 1회 이상)

  - 대        상 : 36개소(정비 24, 단추 1, 사료 1, 보일러 10)

  - 내        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 대기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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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석면 관리

1. 석면조사 대상

• 공공기관(연면적 500㎡ 이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어린이집 등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연면적 1,5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연면적 5,000㎡ 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연면적 3,000㎡ 이상)

  - 의료기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

  -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 2,000㎡ 이상)

  - 대규모 점포

  -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장례식장 (연면적 1,000㎡ 이상)

  - 목욕장업 (연면적 1,000㎡ 이상)

  -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이상)

  - 영화상영관 (실내)

  - 전시시설 (연면적 2,000㎡ 이상)

  - 학원 (연면적 430㎡ 이상)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연면적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연면적 500㎡ 이상)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관리(연 1회 이상)

  - 대        상 : 19개소(주유소 18, 세탁시설 1)

  - 내        용 : 주유소 유증기 회수 시설(Stage Ⅱ) 설치 독려 등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배출 억제시설 정상 운영여부 등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 대        상 : 35개소(특별 8개소, 일반 27개소)

  - 점검주기 : 특별 공사장 분기 1회, 일반 공사장 분기 1회

  - 내        용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생활소음원 관리(연중)

  - 대        상 : 건설 공사장, 공장, 사업장, 이동행상 확성기

  - 내        용 : 소음 측정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98개소

         (실내주차장 21, 보육시설 32, 대규모 점포 8, 목욕장 3, 의료기관 14, 기타 20)

  - 주요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준수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연중)

  - 대        상 : 운행 중인 차량

  - 방        법 : 비디오 단속 (단속반 2인 1조 편성)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 일        시 : 환경의 날

  - 장        소 : 창동역(동쪽) 환승주차장 입구

•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제한

  - 제한지역 : 144개소(차고지 29, 노외 주차장 27, 학교 78, 기타 10)

  - 공회전 허용시간

   · 5℃~25℃미만 : 2분 이내 / · 0℃~5℃, 25℃~30℃미만 : 5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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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2019년도 수상실적 현황

2019년 환경부 저탄소생활 경연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2019년 환경부 저탄소생활 경연대회 전부문
(국민실천 및 교육·홍보) 환경부장관상 수상

▲  현판사진 ▲  수상사진

▶ 2019년 세계맑은공기연맹 「Good Air City」 선정(자치구 최초)

▶ 2019년 상·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구 선정

 (상·하반기 모두 1위)

▶ 2019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수상구

▶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평가 우수구 선정

▶ 2019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 

 모범구 선정

※ 조사기관 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고객마당   ▶   자료실

2. 석면조사 방법

• 석면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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