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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1. 도봉구 설·추석 보훈위문금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설·추석 명절 
위문금 지급액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요?  

▶ 참전명예수당

 - 지원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수권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방법: 유공자 희망 은행계좌로 입금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지급액: 2만원 · 지급액: 3만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명절위문금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2020년 설·추석부터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수권자가 대상이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은?

 - 기지급자: 인상 금액으로 지급(별도 신청 불필요) 

 - 신규신청자: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지참) 

▶ 기대효과는?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우를 더 높이고 국가유공자로서의 긍지를 제고합니다.

문 의 처 복지정책과 02-209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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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2.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확대 ☞ 시행일: 2020년 3월 
서울시는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연2회)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존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 지원대상 
   1)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2)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동순위유족
      (4촌이내 형제·자매)
 - 방법: 유공자 희망 은행계좌로 입금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자 1인

· 지급대상자

- 기존 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직계비속)의 

동순위유족까지 확대(4촌이내 형제,자매)

 자세히 알아보아요

▶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대상자는 언제부터 확대되나요?
 - 2020년 3·1절,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기념일 해당 월에 서울시 거주하는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독립유공자의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동순위유족

    (4촌이내 형제·자매)
▶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은?
 -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기념일 위문금 지급신청서,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자의관계 또는 선순위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 증빙서류
 - 지원금액: 기념일 각 10만원

문 의 처 복지정책과 02-209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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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3.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실시 ☞ 시행일: 2020년 3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 단위   
인적안전망인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을 실시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정기적·상시적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주민 간  

   상시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우리동네 돌봄단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으로 구성하는 이웃돌봄지원 사업입니다.

▶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 가정 정기 방문과 전화를 통해 안부확인을 합니다.

 - 지역주민과 복지활동가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합니다.

 -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를 합니다.

▶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가구 등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능합니다.

 - 민간자원의 발굴과 연계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의 처 복지정책과 02-209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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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4. 돌봄SOS센터 구축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를 설치
하여 돌봄매니저를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돌봄공백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돌봄 통합창구인 돌봄SOS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긴급․일반․일상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신청 ➡ 접  수 ➡ 방문확인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 서비스 확인

찾동, 
본인신청등

대상자 확인
위기도 판정

방문 상담 진행
주요 욕구 사정

서비스 설계
내부회의 진행

서비스 제공
담당 기관 의뢰

서비스 제공여부 
확인,만족도조사

▶ 돌봄SOS센터 지원대상 및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단독가구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도봉구 전 동 주민센터에 돌봄SOS센터가 설치됩니다.

▶ 돌봄SOS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긴급돌봄서비스 : 요양보호사를 연계하여 신체수발, 활동지원 등 지원

  ㆍ일반돌봄서비스 : 영양상담, 치매발견 등 보건소․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ㆍ일상편의서비스 :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 일상편의 서비스 제공

▶ 돌봄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 의 처 복지정책과 02-209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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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5. 기초연금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초연금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월137만원/ 부부2인가구 월219.2만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월5만원 / 부부2인가구 월8만원  

-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구분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월 25,370원~253,750원 ~월 300,000원

부부 2인가구 월 50,740원~406,000원 ~월 480,000원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물가상승률 반영시점 4월

․ 기준연금액 30만원 인상: 소득하위20%  

  구간까지 

․ 물가상승률 반영시점 4월→1월

․ 기준연금액 30만원 인상: 소득하위 40% 

구간까지

 자세히 알아보아요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2020년 1월부터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대효과 ?

   -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 및 노후소득 보장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문 의 처 노인장애인과 02-209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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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6.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사업개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지
급액이 월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차상위초과자 제외). 또한, ‘학교에 재학중
인 18~20세 중증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원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부부-1,952,000원 / 단독-1,220,000원
 -지급액: 소득별, 연령별 상이
※ 사업목적, 내용, 변경내용 작성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차상위장애인: 253,750원 차상위장애인: 300,000원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자세히 알아보아요
▶ 장애인연금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급여 세가지입니다. 
 -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급여[(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체(별도 신청)]이며,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지자체급여는 서울시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월 4만원씩 지원합니다.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심한장애’와는 다른 개념으로 

종전 2급이상 및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합니다.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2020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액이 차상위장애인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가급여 및 지자체급여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인데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수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수급하실 수 있으며,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21~22만원정도 높을 수 있음. 

 

문 의 처 노인장애인과 02-209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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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아요

▶ 기본보육반 아동은 16시에 반드시 하원 해야 하나요?

 -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기본보육은 오후 4시에 끝이 나며 기본보육만 신청한 아동은 

   시간에 맞춰 하원 하는 것을 권고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원에 신청하여 탄력보육 정원으로 

   연장보육 이용 가능  

복 지

7. 보육지원체계 개편 ☞ 시행일: 2020년 3월 1일

2020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어린이집 보육시간의 변경 

 - 보육시간 개편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맞춤반 보육 : 9:00~15:00
- 종일반 보육 : 7:30~19:30

- 기본보육 : 7:30~16:00
- 연장보육 : 16:00~19:30

▶ 전자출결 시스템의 도입

 - 자동 전자 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관리 및 보육료 지급

 - 부모에게 등하원 시간 문자 알림을 통한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 전자 시스템 관리를 통한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경감

▶ 연장반 보육교사 배치를 통한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 16:00 이후 연장보육 반 교사 추가 배치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한 업무경감

  - 연장반 보육교사 추가 지원을 통해 부모에게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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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여성가족과 02-209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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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8. 도봉아이사랑 안심보험 지원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우리구에서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축하하는 출산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다자녀가정 및 입양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지원을 확대하여 양육부담 경감

▶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셋째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출생순위 무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건강

보험을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출생순위 무관)

▶ 지원기준

 - 출산일 현재 3개월 이상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범위

 - 아동 1인당 5년간 보험료 지급(월20,000원 상당) 

▶ 보장내용

 - 질병·재해 관련 진단비, 입원·수술비 및 위로금

 

문 의 처 여성가족과 02-209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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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9.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2.94% 인상)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1인가구: 512,102원
· 2인가구: 871,958원
· 3인가구: 1,128,010원
· 4인가구: 1,384,061원

· 1인가구: 527,158원
· 2인가구: 897,594원
· 3인가구: 1,161,173원
· 4인가구: 1,424,752원

▶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 공제)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5,400만원 · 6,9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1억원 · 1.2억원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적용

 -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

문 의 처 생활보장과 02-209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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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4%→45% 상향   

종 전(2019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단위: 원)

변 경(2020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단위: 원)

복 지

10. 기초주거급여 지급기준 상향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주거
급여 중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 지급기준 및 자가가구에 지원
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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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지원주기)

378만원
(3년)

702만원
(5년)

1,026만원
(7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상한액
(지원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종 전(2019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금액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단위: 원)

변 경(2020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금액 266,000 302,000 359,000 415,000 429,000 504,000

                                                                                 (단위: 원)

▶ 임차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임대료

 - 2019년 대비 2020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14% 증가

▶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21% 증가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신청방법은?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신청
▶ 지원내용은?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문 의 처 생활보장과 02-209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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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11.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인상 ☞ 시행일: 2020년 1월

매해 명절(설 ‧추석)마다 서울특별시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되는 「명절위문품비」가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품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부가급여 명절위문품비

 -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명절위문품비 추가 지원

 - 지원시기: 연 2회(설‧추석)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지급액: 3만원
· 지급액: 5만원

 (※ 3만원, 2만원 나누어 지급)

 자세히 알아보아요
▶ 명절위문품비는 언제 누구한테 지원되나요?

 - 명절(설‧추석) 지급기준일마다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 지급기준일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부가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 명절위문품비는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2020년 설 명절부터 인상하여 지급됩니다.

▶ 명절위문품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기존 명절위문품비 외에 도봉구 명절위문품비가 추가 지급되는 것이라, 지급대상가구  

   계좌로 3만원, 2만원이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즉, 합쳐서 5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도봉구 명절위문품비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사람을 향한 더-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즐거운 민속 명절이 되고자 합니다.

 

문 의 처 생활보장과 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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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12. 청년저축계좌 사업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본인적립금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
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 청년의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합니다. 

▶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일하는 저소득 청년(만15~39세의 주거‧교육‧차상위계층)이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청년저축계좌가 무엇인가요?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3년동안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만15~39세)이 대상입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 의 처 생활보장과 02-209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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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13. 도봉수호1004 모금사업 실시 ☞ 시행일: 2019년 10월 
  민‧관 협력 연합모금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의 민간자원을 활성화 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함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자 함.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지역 내 다양한 집단 구성원 기부를 기반으로 개인 소액기부금을 모아 큰 자원을 

   조성하여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비, 복지사업 지원 등 위기대응 지원체계 구축

 자세히 알아보아요
▶ 모금기간 : 연내 계속 진행

▶ 모금금액 : 최소단위 월 1천원부터 기부 가능(CMS 약정)

▶ 모금대상 :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사 용 처 : 모금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도봉구민의 긴급지원비 또는 도봉구에 필요한 

                복지사업 등 지원

▶ 참여방법 : 신청서면을 사진촬영 후 문자 첨부 발송(1811-0543),

                각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으로 전달하면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로 송부

▶ 주    최 :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    의 : 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02-956-8773), 도봉구 복지정책과(02-2091-3023),

                 각 동 주민센터 통합복지팀  

    ※ 기부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신청서

 

문 의 처 복지정책과 02-209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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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교육·문화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실시

  3.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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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 초·중·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고등학교 교육비 자부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항목은 무엇인가요?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 현행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한 지원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

     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은 제외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1년도에 

고등학생 1,2,3학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 예정

 

문 의 처 교육지원과 02-209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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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실시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 기존 초·중·고등학교(3학년생만)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고등학교 2학년생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초·중·고(고교 3년생만)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고등학교 2학년생 및 특수학교 
재학생 확대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항목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관내 초·중·고교(2·3학년)생 및 특수학교 재학생 약 29,000여명

※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추가 지원하여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정

 

문 의 처 교육지원과 02-209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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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3.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실시 ☞ 시행일: 2020년2월예정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12~39세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요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만12~39세 등록 장애인

 - 방법: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언제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원 되나요?

 - 2020년 2월 예정이며 20년도 서울시 계획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 

12~39세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 됩니다

▶ 신청방법은?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면신청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관계인

    ※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기타관계인(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위임장 필요)

▶ 기대효과는?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문 의 처 문화체육과 02-209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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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자치·마을
  1.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확대

  2. 도봉구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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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요?  

▶ 단순·참여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회’로 전환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 9개동 주민자치회 운영 - 14개동 전동 확대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20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9개동 → 14개동(전동 시행)
 - 2017년 전환(6개동): 쌍문 1동, 방학 1~3동, 창 2, 5동
 - 2019년 전환(3개동): 창4동, 도봉 1~2동 
 - 2020년 전환(5개동): 쌍문 2~4동, 창 1, 3동  

▶ 추진일정
 -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홍보 및 설명회    : 2020. 7. ~ 9.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 2020. 10. ~ 11.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2020. 12. 

▶ 모집분야
 - (개인)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60% 이내 선정 : 최대 30명 이내
 - (단체)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구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40% 이내 : 최대 20명 이내

▶ 신청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시기(2020. 10. 예정)에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로 신청  
 ‣ 개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단체: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단체추천서

자치·마을

1.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확대 ☞ 시행일: 2020년 12월 20일

주민자치회 9개동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4개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도봉구의 실질적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문 의 처 자치마을과 02-2091-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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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마을
2. 도봉구 마을건축가 제도 운영 ☞ 시행일: 2020년 1월
사업개요: 주민과 함께 마을단위의 건축, 공간 및 환경개선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봉구 공간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정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은 물론 도봉구 전역의 균형있는 공간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자세히 알아보아요
▶ 마을건축가란?
 -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 공간정책을 지원하는 마을에
   애착을 가진 공간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
 - 배치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수행업무 비 고

M P 우의정 ㈜건축사사무소 메타

  공공·민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및 정책사업 발굴
  골목건축가, 마을활동가 등
  지역활동 총괄 기획
  지역 현안 사항 자문

마을건축가

오정식 ㈜디자인그룹이상
도시건축사사무소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주민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추진
  지역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기획안 마련
  마을지도 작성

방학2동

정동일 슬로프트건축사사무소 도봉1동

임승모 에스엠엘
건축사사무소 쌍문1동

윤석민 사이종합건축사사무소 도봉2동

▶ 운영개요
 - 운영방식: 지역주민, 민간단체 및 사업부서에서 건축 및 공간에 대한 자문의뢰시 지원
 - 주요역할
   · 관내 공공건축물(마을활력소,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설계 (전)단계에 자문 지원
   · 취약지역의 마을지도 작성 및 공간개선 사업 제안·발굴
   · 골목환경개선, 공간개선 관련 참여예산, 자치(마을)계획 의제사업 등 발굴·자문 지원

▶ 신청방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공지사항-마을건축가 검색)에서 자문의뢰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 신청서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마을과에 자문의뢰 신청

 

문 의 처 자치마을과 02-209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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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생활
  1. 개인지방소득신고센터 운영

  2.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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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1.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장소 확대 시행일: 2020년 1월 1일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장소가 확대됩니다.

 - ‘20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중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  

   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가능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현재) 세무서만 방문 (향후) 세무서 또는 구청 신고센터 방문

 자세히 알아보아요

▶ 홈텍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전자신고 할수 있습니다. 

 -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후 클릭 1번으로 위텍스에 연결되며,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자동으로 채워져 제공됩니다

   ※ 홈텍스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클릭
▶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됩니다. 

 -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시·군·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를 인정합니다.

   ※ 모두채움신고대상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단순경비 적용대상자

▶ 꼭 주소지에서만 신고를 해야되나요 ?

 - 전국 어느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문 의 처 부 과 과 02-209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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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시행일: 2020년 2월 10일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성 증대와 통대장의 통지서 전달 업무 경감을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마트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무엇이 달라지나요?  

▶ 민방위 교육절차가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 2020년부터 민방위 통지서가 기존의 종이통지에서 전자통지로 바뀌고 교육처리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 출결처리 됩니다.

종 전(2019년) 변 경(2020년)

·민방위 통지서 통지
 - 통장에 의한 직접교부 및 우편교부(종이)

·교육처리 시 통지서에 도장 날인 후 
전산처리

· 민방위 통지서 전자통지(온라인 
시스템 활용)

· 교육현장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자동 출결처리

 자세히 알아보아요

▶ 민방위 통지서를 시간 및 공간의 제약없이 스마트폰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전자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전자통지서 이용방법

▶ 대상은 누구인가요?
 - 도봉구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직장민방위대 포함)

 

문 의 처 재난안전과 02-2091-4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