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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딱뚝딱119」 생활안전서비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전위험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방문·점검하는 생활안전서비스입니다.

대  상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범위 : 한 가구당 1회 5만원 (연3회)

지원내용 : 전기·전자 수리·점검, 배관설비, 소규모 집수리 등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또는 

카카오톡(ID:dobonggu119)으로 신고

재난안전과  2091-4253

심폐소생술 교육장 상시운영

도봉구에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응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 :   도봉구청 지하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 현재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대상 : 초등학생 이상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내용 :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방법, 영유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 거리 홍보캠페인 활동 실시 후 봉사활동인정

심폐소생술 교육장  2091-4507~9

여성안심택배함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으로 택배를 받음으로써 사전에 범죄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입니다.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 48시간 무료, 48시간 초과 후 24시간마다 1,000원 부과

설치장소 :   도봉1동주민센터/창3동주민센터/창동역1번출구

창1동제1공영주차장/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창동육아종합지원센터

도봉구민회관/염광교회/신창교회

여성가족과  2091-3103

안심이 앱

‘안심이’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약 4만 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위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안심망입니다.

대상 :  귀가길이 두려운 모든 사람

내용 :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 스카우트 신청

방법 :  휴대폰에 안심이 앱을 설치하고 가입 후 사용

여성가족과  2091-3103

도봉구에서는 각종 사고·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안심도시도봉에 사는 당신

코로나19, 도봉구가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대책반 24시 운영 선별진료소 운영 구청 출입문 열화상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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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휴대용 충전기 지원 협약

도봉구에서는 가정에서 인공호흡기(생명유지장치)를 사용 중인 

중증장애인·중증질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봉소방서와 휴대용 충전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 정전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걱정 말고 119로 신고해주세요. 

도봉소방서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가지고 방문하여 설치해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91-3075

휴대용 방역소독기 빌려가세요!

코로나19로부터 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면역력이 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서비스를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신청대상 : 집단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경로당 등)

대여장소 : 동 주민센터, 보건소

대여방법 : 가능여부 유선문의 후 방문수령

보건위생과  2091-4482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한도액 - 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재무과  2091-2705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도봉구 건축안전센터」는 노후민간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도봉구 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자격 : 도봉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대상 :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하 건축물  

(※관련법 상 정기점검 대상은 제외)

방법 :  건축, 구조분야 전문가 현장방문

재난취약시설(옹벽, 담장 등) 정밀안전진단
대상 :   ①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전문가소견이 있는 시설물 

②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③ 최근 위험 요인 발생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및 자문회의 → 시비 보조금 지원

기준 :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사후 관리방안, 인접 건물 영향 고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 :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조건 :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이하에 한함

금액 :  총공사비의 2/3지원 (최대 2,600만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보강방법 

필수-가연성 외장재 교체(필로티O),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필로티X)

선택-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자격 :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지원 :   내진진성능평가(90%보조, 최대 2,700만원)  

인증 수수료(60% 보조, 최대 300만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현장실사 및 자문회의 → 시비 보조금 지원

도봉구 건축안전센터  2091-3692∼4

도봉구 건축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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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도봉구 블로그기자단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020. 2. 24.(월) ~ 3. 16.(월)

선발인원 : 16명 내외

활동기간 : 2020. 4월~ 2022. 3월(2년간)

신청자격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도봉구 소재 직장인 및 대학생

 ※   개인블로그 및 SNS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월 2회 이상 사진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포함한 현장 취재활동이 가능한 분

혜택 :   글 채택 시 원고료 등 지급

신청방법 :   e-메일(hj3685@dobong.go. 

kr)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행사/모집

선정방법 : 서류심사 개별 통보

홍보전산과  2091-2902

도봉 마을학교 수강생 모집
마을학교란? 주민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방과 후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이 진행

모집기간 :   3. 4.(수) 09:00 ~ 3.10.(화) 18:00

모집방법 :   도봉구 통합예약 홈페이지(교육/

강좌-마을학교) 선착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육지원과  2091-2354

그림책 멘토링 자원활동가  
양성과정 안내
교육기간 :   4. 9.~6. 4.(목) 10:00~12:00/총 8회

진행내용 :   교육이수 후 저소득 유아 및 초등 

저학년 1:1 20회 방문활동

신청접수 :   참가신청서 E-mail제출  

※  flybooks.kr 공지사항 참조 

모집대상 : 지역주민 20명(만 55세 이하)

모집기한 : 3월 24일(화) 17:00 까지

책을타고날다  904-2021

「도봉의 변화」 에피소드를 찾습니다

참여구정 10년(2010년~현재)동안 도봉에 살면서 행복했던 에피소드를 기다립니다. 

나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 이웃과의 소통, 마을의 이야기 등 참여로 투명하고 복지로 

행복했던 더-큰 도봉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상 : 도봉구민 누구나  

기간 : 2020. 2. 25.(화) ~ 3. 20.(금)

주제 : 「도봉의 변화, 내가 사랑하는 도봉」 

내용 : 도봉구와 관련된 모든 에피소드(사람, 문화, 마을, 교육 등) 

형식 :   A4용지 1장 이내(200자 원고지 6장 이내)의 글, 사진 등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필수 기재 

- 선정된 에피소드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예정

접수 : 이메일(conti1001@dobong.go.kr) 또는 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

기획예산과  2091-2607

친환경 나눔텃밭·협력농장 분양신청 안내

대상 : 3. 9.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및 단체

신청기간 : 3. 3.(화) 9:00 ~ 3. 9.(월) 18:00 / 3. 18.(수) 결과발표

※ 개인은 공공나눔텃밭 · 협력(민영)농장 중 1구획만 선택, 중복신청 시 분양대상 제외 

신청방법 : 개인 - 도봉구 홈페이지에 신청 / 단체(협력농장만 해당) - 신청서

선정방법 : 공공텃밭 - 전산추첨 / 협력농장 - 선착순 접수

구분 연번 텃밭명 위   치 연락처
분양
구획

분양면적
(㎡)

분양금액
(만원)

분양
대상

공공

1 쌍문동친환경 덕성여대 후문

2091-3212

400 10.5 6

도봉
구민

2 초안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300 6 3

3 세 대 공 감 주공4단지 뒤 70 6 3

협력
농장

[민영]

1 샘        골 방학3동 534 (원당샘앞) 010-4056-4790 12 6

도봉
구민
 및

단체

2 도봉산 초원 도봉1동 380 (인강원 앞) 010-6255-1829 13 7

3 단   비   네 도봉1동 431-5 (도봉초교뒤) 010-8639-6528 13 7

4 도 봉 예 전 도봉1동 437-5(도봉초교뒤) 010-8959-5968 13 7

5 웰        빙 도봉1동 468(무수골) 010-6271-3264 13 7

6 무   수   골 도봉1동 469(무수골) 010-4722-7036 13 7

환경정책과  2091-3212

도봉구 공원여가 프로그램

도봉구에서는 다양한 공원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에서도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여가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습니다.

모험놀이터 운영

장소 : 별별모험놀이터(도봉동 산68-13) (☎ 070-7758-3040)

대상 : 초등4~성인으로 구성된 10~30명 단체

기간 : 3월 ~ 11월  10:00~18:00 (오전/오후 팀별로 진행)

접수 : 도봉구홈페이지 통합예약

초안산 산림치유 잣나무 숲길 프로그램 

장소 : 초안산 산림치유센터 (☎ 904-9901) 

기간 : 4월 ~ 11월

접수 : 도봉구홈페이지 통합예약

세부내용 :   힐링林(직장인) / 은빛林(어른신)

      희망林(환우) / 태교林(임산부)

      행복林(가족) / 꿈자람林(청소년)

                   공원녹지과  2091-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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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 안내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1월

응모자격 :   민간단체, 민간기관·법인, 

공공기관 등

지원분야 :   SDGs1~7, 11, 13~15, 17(“인간과 

지구, 그리고 파트너십”) 관련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지원내용 :   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원규모 :   프로그램별 200만원 

내외(150만원~250만원)

접수기간 :  2020. 3. 9.(월) ~ 3. 13.(금) 18:00

신청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작성하여 방문 제출

※   신청서 :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고시공고

지속가능정책담당관  2091-4823

둘리뮤지엄  990-2200 www.doolymuseum.or.kr

둘리뮤지엄 3월 프로그램

둘리뮤지엄 만화사랑방 11기

모집기간 :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둘리뮤지엄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 신청

일 정 대 상 내 용 장 소 비용

3. 7. ~ 4. 25. 
매주 토 15~17시 

초등부 3~6학년 30
명 (희동반/둘리반)

만화제작 
실기수업

둘리도서관 
2층 제1강의실

3만원
(총8회)

 070-4291-1106

꽃청춘! 그림책 더미북 만들기 워크숍

모집기간 : 선착순 모집

일 정 대 상 내 용 장 소 비용

3. 10. ~ 5. 19. 
매주 화 7:30~ 9:30

성인5명
나만의 이야기를 1권의 

그림책으로 완성하는 워크숍
둘리도서관 

2층 제1강의실
10만원
(총10회)

 070-4291-1106

<도봉구민 등산학교>  
1기 수강생 모집
신청 :   3.2.(월)~3.11.(수), 도봉구민 30명

방법 :   문화체육과 전화 접수

장소 :   도봉산 (도봉대피소), 참가비 무료

일정 :   3.18.(수) ~ 3.19.(목) / 2일간

※ 등산복장, 중식, 식수, 필기구 준비

혜택 :   이론교재 지급, 산행보험 가입

문화체육과  2091-2294

쌍문1동 마을활력소 효자마루

강 좌 명 일  시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3.12.(목)/3.19.(목)  
13~15시

신기하고 재미있는 뜨개질 
룸니팅

3.5.~3.26. 
매주 목 10~12시

쌍문1동 주민센터  2091-5503

효자마루  010-9013-6524

문화예술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내용 대상 신청 및 접수

구립교향악단 
단원

매주 토  10:30∼12:30
구민회관 지하1층 연습장

구 주최행사 참가, 
정기공연 등

만 19세 이상 
도봉구민

구청 홈페이지 응모원서 
다운로드·작성 후 이메일 접수

lwg2929@dobong.go.kr

구립소년소녀
합창단원 

매주 월·금 16:30∼18:30
구민회관 지하1층 연습장

구립소년소녀합창
단 활동

초등2∼중2
도봉구 학생

이메일 접수
jy098765@dobong.go.kr

마을극단
첫째·셋째 수 19시
마을극장 흰고무신

극단 ‘산우’활동 도봉구민 전화신청: 955-0110

시각예술인 연중 수시모집
모두의 갤러리  

전시
시각예술 
전문가

전화신청: 955-0110

마을극장 
운영기획단 

연중 수시모집
매월 1회 정기모임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

도봉구민 전화신청: 955-0110

거리예술단 2. 17.∼3. 13. 모집예정
거리예술공연
(Busking) 활동

관련 전공자 
/거리예술  

활동 희망자  

이메일 접수
jy098765@dobong.go.kr

문화체육과  2091-2282

2020년 가족봉사단 모집 안내

모집대상 :  도봉구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된 가족

모집방법 : 각 봉사단 별 가족단위 모집(선착순)

모집기간 : 2020. 3. 2. ~ 모집완료시 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kht123@dobong.go.kr) 제출

                 ※ 신청서: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행사/모집 

봉사단 소개

봉사단 명 활동주기 활동내용 활동장소

도봉단비
(5가족)

매월 1~2회 
주말 2시간

홀몸 재가어르신 말벗 등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및 홀몸어르신 자택

자연지킴이
(3가족)

매월 둘째주 토
09:00~12:00

초안산세대공감공원 내 
유해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초안산세대공감공원

자치마을과  2091-2238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상운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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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소식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올해 첫 현장의정으로 구정 개선 힘써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293회) 운영

본회의 수어통역 시행으로 의미있는 첫 출발, 조례안 등 4건 원안가결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

건 심사와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13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거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

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총 4건 모

두 원안가결됐다.

�  제294회 임시회 의사일정 : 2020. 3. 16. ∼ 3. 27.(12일간) 

1. 결산검사위원 선임                   2. 조례안 및 안건처리                      ※ 회의일정은 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회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센터(2020. 1. 13.) 초안산근린공원 일대(2020. 1. 15.)

도봉구의회(의장 이태용)는 2020년 새

해를 맞아 1월 20일 구의회 3층에서 신

년인사회를 열고 올 한해 그 어느 때보

다 더 ‘구민을 위한 의회’로 발전시켜 나

갈 것과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면

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포

부를 밝혔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주민 화합

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역

주민 10명에게 구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태용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새해에는 도봉구의회 의원 모두가 보다 더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집행부에는 견제와 균형을, 도봉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정책에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대립과 갈등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의회’의 

모습을 구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도봉구의회, 신년인사회 통해 ‘구민을 위한 의회’ 거듭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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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ouncil-dobong.seoul.kr

�트위터  

https://twitter.com/dobong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bongcouncil

도봉구의회, 코로나19 관련 긴급회의 및 보건소 현장 대응반 방문

의회

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나눔 실천 앞장(2020. 1. 22.)

도봉구의회, 최민수 입법고문 신규 위촉(2020. 1. 28.)

도봉구의회  활동 이모저모 지방의회 알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도봉구의회를 찾은 ‘인문학을 생각하는 소소한 풍경나눔’

�  운영기간 : 비회기 중 상시  

� 대       상 :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지역단체 

(단, 초등학생은 4∼6학년)

� 인       원 : 25명 내외(탄력적 운영)

� 장       소 : 도봉구의회 의사당(본회의장)

� 진행방식 :   자유안건 선정하여 본회의 개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5분 자유발언, 제안설명, 질의답변 및 토론 후 표결)

� 신청방법 :   참여희망 단체 및 학교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신청서 

제출

� 문의전화 : 의회사무국 의사팀 02)2091-4712

1월 31일, 도봉구보건소 방문해 구민 감염 예방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하고 확산 방지 노력 당부

5분 자유발언

“도봉구, 문화도시 지정 위해 전력 다해야”

2020년, 도봉구는 문화도시 조기 지정을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함. 문화도시 지정에 앞서 먼저, 도봉구 문화도시 조례 제정과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우리구에 적합한 민관협치 선도 사례 등을 창출·확산하고 서울시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원협약도 체결해야 할 것

임. 도봉구의 문화도시 지정은 모든 구민들이 앞장서서 꼭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
홍국표 의원

인생소풍 도봉구의회 견학(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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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평일(  2091-5233), 야간·주말(  1577-0199)

온라인 자가진단 :  

- 보건소 홈페이지→자가진단 테스트→우울증 자가진단

-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정신건강정보→ 

   자가검진→우울증              지역보건과  2091-4583

마음건강평가(상담) 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  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 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가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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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과  2091-4689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영 : 4월 ~ 6월  ※ 프로그램 중복 신청 불가

대상 : 도봉구민 

신청 :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 신청

※ 5층 건강증진실에서 접수

프로그램명 시간 모집인원 장소

라인댄스 10:00 ~ 11:30(매주 화) 40명
보건소 7층 

대강당
실버요가 10:00 ~ 11:30(매주 수) 40명

스트레칭운동 15:00 ~ 16:00(매월 2주 화) 30명

보건정책과  2091-4632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대상 : 알코올 문제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구민

장소 :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방학로53 백윤빌딩 2층)

참여방법 : 전화 및 내소방문 ※ 무료

구분 일시

1:1 개인 상담 월 ~ 금 09:00 ~ 18:00

재활
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 매주 화 10:00 ~ 11:00

남성프로그램 매주 화 14:00 ~ 15:00

전문의 교육 3.  9.(월) 11:00 ~ 12:00

야간프로그램 3. 12.(목) 19:00 ~ 20:00

가족교육 3. 26.(목) 19:00 ~ 21:00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082-6793~4

‘기억친구 리더’를 모집합니다

대상 : 치매에 관심이 있는 주민 50명

일시 : 3. 13.(금) 13:00 ~ 18:00

내용 : 기억친구 리더 양성 교육

장소 : 도봉구치매안심센터(마들로 650, 4층)

참여방법 : 사전 전화신청

도봉구치매안심센터  955-359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

지원내용 :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신청(보건소 3층 아이맘건강센터)

지역보건과  2091-4689

창동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

일시 : 연중(사전예약제)

장소 : 창동보건지소(4층 한방진료실)

대상 : 만 15세 이상 지역주민  

진료비 :   무료[65세 이상 어르신, 급여수급자, 중증 장애인 

(구 1급~3급)] 유료(무료대상자 외)

준비물 : 신분증 및 복지카드

내용 :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침, 과립형 한약제 투약 등)

창동보건지소  2091-5473

건강관리, 한방으로 해결하세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 당일 접수

일정 내용 장소

3.  3.(화)

14:30
~ 15:30

올바른 한약복용법

보건소
7층

대강당

3. 10.(화)
3. 17.(화)

건강하고 튼튼한 한방육아

3. 24.(화)
3. 31.(화) 한방지압법

3. 18.(수)
3. 25.(수) 건강한 삶을 위한 기공양생법

의약과 한방보건실  2091-4650

「아토피 힐링교실」 

강좌 신청하세요!

대상 :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일시 : 3. 12. (목) 10:30 ~ 11:30  

장소 : 보건소 7층 소강당

내용 :  봄철 알레르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신청 : 전화 및 방문 선착순 접수

보건정책과  2091-4426

창동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장소 : 창동보건지소(1층 만성질환관리실) ※ 연중 운영 

대상 : 만 20세 ~ 64세 지역주민

내용 :   대사증후군 5가지 검진 및 체성분 측정, 결과 상담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콜레스테롤) 

결과에 따른 개별상담(의사, 영양, 운동) 및 추후관리 금연상담실 운영 

및 금연침 시술 연계 등

창동보건지소  2091-5467~8



www.dobong.go.kr 09도봉구시설관리공단

창동문화체육센터 인형극

공연명 :   굴개굴개 청개구리 외 

공연일시 :   03.25(수)~03.26(목)  

10:10 / 11:20 

공연장소 : 2층 공연장 

입장료 : 단체 6,000원 

개인15,000원/초등 10,000원 

예매 : www.idubu.com 

DUBU기획  2654-6854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 강습–     901-5190

요일 시간 수강료

월, 수, 금 06:00~12:00, 14:00~21:00 137,500원(월 11회)

화, 목 08:00~12:00, 15:00~21:00 100,000원(월 8회)

※ 매 회 50분 진행

테니스 강습–     901-5190

강사명 시간 요일 수강료

박현창,
연정훈

06:00~12:00,
15:00~22:00

월, 화, 목, 금 198,000원(월 16회)

※ 매 회 20분 진행

창동FC 선수반–     901-5193

프로그램 시간 요일 대상 수강료

선수반
17:30~19:00 화, 목 초등 1,2학년 88,000원

17:00~19:00 화, 목, 금 초등 3~6학년 165,000원

도봉실내수영장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오전성인수영
만 65세미만 

성인남녀

월, 수, 금 10:00 성인 : 48,400원

월, 수, 금 11:00 성인 : 48,400원

화, 목 10:00 성인 : 32,300원

 901-5170, 5176

창동문화체육센터

GX–모든 연령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을 원한다면!

프로그램 요일 시간 대상 강습료

국선도
화, 목 06:30

성인남녀
33,000원

월, 수, 금 07:30 39,600원

주말어린이야구 토 09:00 초등생 66,000원

댄스스포츠 화, 목 12:00 성인남녀 33,000원

주말성인발레 토 10:00 성인여성 44,000원

주말벨리댄스 토 10:00 성인여성 33,000원

벨리댄스5 월, 수, 금 12:00 성인여성 44,000원

발레테스 토 11:30 성인 33,000원

탁구2 월~금 10:30 성인 55,000원

탁구4 월, 수, 금 19:00 성인 44,000원

주말음악줄넘기 토 11:30 초등생 24,750원

태보로빅 월, 수, 금 21:00 성인 44,000원

어린이농구 월, 목 16:00 초등생 33,000원

재즈방송댄스 월, 수, 금 19:00 성인 44,000원

헬스–   901-5039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수강료

헬스

월~금 06:00~22:00 성인 44,000원

토 06:00~20:00 경로 30,000원

일 10:00~18:00 청소년 33,000원

 901-5024

 901-5160~2

도봉구민회관

체육강좌–일상의 활력소, 구민회관에서 함께해요!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다이어트 댄스

성인남녀

월~금 17:30 30,000원

올댓댄스 화, 목 11:00 25,000원

웰빙댄스 목 13:00 20,000원

점핑다이어트 월, 수, 금 18:00 66,000원

바른자세운동2 월, 수 20:30 27,000원

바른자세운동3 화, 목 19:00 27,000원

유아강좌–우리 아이 두뇌 up! 성장 up!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쿠키클레이&찰흙교실 6~8세 목 16:20 25,000원

뮤지컬잉글리쉬 4~7세 화 16:00, 16:50 25,000원

엠블록 6~7세 월 16:00 25,000원

음악강좌–노래 실력 레벨 up!

프로그램 대상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

음치클리닉A

성인

화 10:00
7 60,000원

음치클리닉B 목 17:30

발성클리닉A 화 13:00
7 60,000원

발성클리닉B 목 20:00

성악기초발성A 화 11:30
20 40,000원

성악기초발성B 목 19:00

임수나 노래교실 화 18:30 30 25,000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  
인조잔디 풋살구장 오픈!

2020년3월2일, 누구나 이용가능한 

‘열린 풋살구장’이 오픈합니다

- 매칭경기, 소그룹레슨, 장기대관 

  901-5044

초안산 배드민턴장

    901-5125

요일 시간 수강료

월, 수, 금 09:00, 10:00, 19:00, 20:00
137,500원(월 11회)

화/목/토 09:00, 10:00

화/목 09:00, 10:00 100,000원(월 8회)

※ 매 회 50분 진행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상운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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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3491-0500 www.bangahgol.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담소재
쌍문2동
지역주민

평일 9:00-18:00
 900-0583

지역 청소년 첫 선거에 대한  
이해와 실천 워크샵 V프로젝트

고등학생
3~4월 평일저녁/토 오전

 3491-0584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3494-4755 www.dbsw.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피아노
성인 월/수 10~12시, 화/목 13~14시, 금 18~19시

아동 월~금 14:00-18:00

주산암산 아동 화/목 15:30~18:50, 토 10:30~12:00

줌바댄스 성인 화, 금 18:30~19:30

반려견! 
또 하나의 가족!

도봉구민 격주 토요일 10:30~12:30

테마마을영화관 지역주민
3. 28. (토) 13:00 4층 강당

영화 ‘누구에게나 찬란한’ 상영

가족테마활동
‘UP-사이클링’

5세 이상  
자녀 10가족

3. 14. (토) 11:00~13:00

도봉 1동 골목문화제 도봉구민 월1~2회 / 월요일 16:00

우리 동 이웃지킴이
도봉2동
지역주민

매월 마지막 목 17:00~18:00

실로 연결하자!
우리동네

도봉2동
지역주민

매주 금 10:00~12:00

열려라참깨 성인
장애인식개선 동화구연활동 등

매주 월 10:00~12:00

행복한 놀이터
초등 

1~3학년
20명

학기반(14~18시,10만원)
방학반(9~18시,25만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

   993-3222 changdong21.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피아노

성인
화,목 10:30 / 18:00

월,수,금 08:30 / 10:00 / 11:30

아동 월~금 14:00~17:00

느린학습자 지원
느린학습자 
아동, 청소년

아동 방과후 교실(월~금, 15:00-18:00)
청소년야간보호 프로그램(월~금, 17:00-

22:00)

꿈꾸는 거북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

(14~18세)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00

자살예방사업 60세 이상 주2회 10:00-13:00

뜨개모임 도봉구민 매주 금 14:00-16:00  ※회비 만원

미라클 아빠단 5~10세 자녀 아빠 매주 자녀와 함께 하는 온라인 미션

도봉구 장애인단체 회원모집 안내

기간 : 연중 상시모집

자격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혜택 : 가입 시 교육프로그램, 문화탐방 등 행사참여

위치 : 도봉구 도봉로 575 삼환프라자 607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903-0136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자IL센터는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회단체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중증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위치 :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30 정목빌딩 2층

사업안내 내용 날짜

집답동료상담 중증장애인가정에 방문하여 동료상담 1월~11월

장애인 가정상담 심리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연중

개별동료상담 1:1 동료상담 1월~11월

자립생활지원ILP 자립생활교육 3월~11월

여성장애인거주시설연계 자기관리 (꾸밈) 계획 3월~11월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편의시설조사 및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2월~11월

고위험·최중증 장애인활동가  활동가 교육 및 훈련비 지급 2월~11월

장애인 맞춤지원 보장구 전동 휠체어용  가방 지원 2월~12월

주택개조사업 경사로, 모니터 암 (거치대 )등 2월~12월

활동지원사업
매주 월 15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함께 할 활동지원사 모집
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실습 가능)

함께가자IL센터  955-1551 dobongcil.modoo.at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연중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일시 및 내용

휘파람오카리나
도봉구거주

장애인
매주 목 15:30~16:20

실버벨노래교실
도봉구 거주 
40세 이상 
중도장애인

매주 화 13:30~14:20

‘방방치료단’ 신청 기관
2.28.~2020.12.4. 주1~2회

장애인 기관 방문 / 어린이집 조기개입

‘찾통’ 신청자
2.28.~2020.12.4. 주1~2회

장애아동의 조기개입, 재활코칭

자원봉사자 모집
프로그램 대상 일시 및 내용

바꿈
생활아카데미

지적·자폐성
지체·뇌병변

장애인

월~금 선택, 10:00~15:00
평생교육 수업 보조 및 일상생활 지원

멘토링
비장애

형제자매

월 2회 이상(시간조율 가능)
멘티 가정 및 복지관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1:1 멘토링 학습지원 및 정서지원
자원봉사시간 인증 및 활동비 지급

 6952-1777 www.dbwc2017.or.kr

복지관

창동노인복지센터

   906-2968 www.changsenior.org

프로그램 대상 일시

 죽음교육지도자 양성과정 도봉구민 선착순 20명
3월~5월 주1회
오후 2시~5시

어르신 죽음준비교육
도봉구민 20명  

(60세 이상)
5월 진행 예정

도봉구웰다잉카페 도봉구민 24명 매월 마지막 화 19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도봉구민 (19세 이상) 전화예약 필수



www.dobong.go.kr 11청소년

쌍문동청소년랜드

   999-0170 www.youthland.net

프로그램 대상 일시

유아발레, 도자기공예, 바둑, 창의미술, 가베 아동

2020년 1분기
(1~3월)

보컬교실, 창의미술, 발레, 방송스피치, 통기타, 
드럼, K-POP댄스, 마샬아츠

청소년

우쿨렐레, 다이어트댄스, 필라테스,  
체형교정발레, 보컬교실, 드럼, 통기타

성인

청소년운영위원회 늘품 위원 추가 모집 만9~24세 3.11까지

창동청소년문화의집

   908-0924 www.dazzl.org

프로그램 대상 일시

성인영어회화 성인 목, 10:00~11:40

화요드럼 청소년,성인 화, 18:00~21:00

역사논술 초등 1~6 수, 17:00~18:30

화요난타 60세 이상 화, 14:00~15:00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956-4505~7 www.db1318.or.kr

프로그램 내용

이루다(개인상담) 상시 심리, 정서지원 및 학업동기강화 상담

꿈드림 스마트교실 상시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1:1 학습멘토링, 인터넷강의교실

ITQ 자격취득 3월중 IT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 필기 강좌 운영

창동청소년센터

   950-9600 cdyouth.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청소년전용공간 영토 9~24세 연중 운영

청소년동아리 9~24세 단체 연중 운영

로봇동아리 중·고생 10명 3.6.까지

창수네 도레미송 10기 중고생 24명 3월 모집

LUNCH TIME-직장인 힐링 프로젝트
오색특강 프로그램

원데이-피크닉 요리 프로젝트
초등~성인 3월 개강

잉글리시아카데미 초등학생 3. 4. 개강

방과후아카데미 (전액무료) 
교과학습/체험활동/4차산업/진로교육

초등5~중2 평일  16~20시

2020년 도봉구  
청소년참여예산위원 모집
도봉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직접 심의하고  

선정하는 청소년참여예산 위원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2020. 2. 20.(목) ~ 3. 20.(금)

신청대상 : 도봉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만9세~24세)

활동기간 : 4월 ~ 12월 (월 2회 이상 활동 예정)

신청방법 : 네이버폼(naver.me/5ZTWTeKQ) 제출 

교육지원과  2091-2363

2020년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모집

도봉구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자원봉사동아리를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 3. 2.(월) ~ 3. 13.(금) / 4월중 결과발표 (개별연락)

활동기간 : 4월 ~ 12월

모집대상 :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도봉구 청소년동아리

지원내용 :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동아리별 차등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작성하여 이메일(tmtm328@dobong.go.kr) 또는 방문제출

※ 신청서: 도봉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알림/예산→행사/모집)

자치마을과  2091-2232

도봉구 청소년 자율방범대원 모집

대상 : 도봉구에 거주하는 14~19세 미만 청소년(1년 이상 활동가능)

신청기간 : 3. 1.(월) ~ 3. 20.(금)

모집인원 : 각동별 4명(선착순 모집)

활동기간 : 2020. 4. 1. ~ 2021. 3. 31.(1년간)

활동내용 

- 월 2회 이상 각동별 자율방범대원 및 파출소와 합동 야간순찰

- 지역행사 및 각종 캠페인 참여

-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 및 우범지역순찰

혜택사항 : 위촉장 수여/자원봉사 시간 인정/구청장 표창 수여(우수자에 한해)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율방범담당 (  2091-2120)

자치마을과  2091-2214

2020년 도봉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모집
신청기간 : 2020. 2. 3.(월) ~ 3. 11.(수)

신청대상 : 도봉구 11~19세 청소년

신청방법 :  이메일(gusaudgp@dobong.go.kr)로 신청서 등 제출

※ 도봉구청 홈페이지 → 알림/예산 → 알림마당 → 행사/모집 참고

교육지원과  2091-2363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908-0457~8 www.smy.or.kr

프로그램 대상 일시

창의과학실험, 스토리텔링 한국사, 종이접기&클레이, 
SMART8 융합예술, EQ창의멘사보드게임
성장체육, 창작미술, 가베놀이, 주니어발레

유아~초등

2020년  
봄학기

(3월~5월)

우쿨렐레, KPOP댄스, 뎃셍&회화, 한자, 통기타&일렉, 
청소년드럼, 장애체육/음악

초,중,고

통기타&일렉, 발레, SNPE바른자세운동&도자기힐링, 
다이어트댄스, 드럼

청소년~성인

쌍청문 자치참여기구 모집 9~24세

신청QR코드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상운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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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문자해득교육 특화프로그램

꼼지락 문해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2020. 3. 11.(수) 09:00 ~ 3.18.(수) 18:00 선착순

접수방법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강좌명 교육일시 교육내용 수강료 교육장소

A반(30명)
4. 6.~11.30. 

월 10:00~12:00 기초생활영어
스마트폰 사용법

무료
(중복수강불가)

평생학습관   

B반(30명)
4. 1.~12. 2. 

수 11:00~13:0

교육지원과  2091-2323

2020년 지역 활동가 양성과정

「세계시민교육 강사 입문과정」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  2020. 3. 16.(월) ~ 3. 25.(수)

접수방법 :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교육일시 교육내용 수강료 교육장소

4. 2. ~ 5. 28.
목 10:00~12:00

도봉구민 25명 16,000원 평생학습관 

교육지원과  2091-2325

도봉구체육회 생활체육 강습

신청 : 체육회 전화 연락 후 강습비 계좌 입금(분기별 개월 수 상이)

종목 일시 시간 문의처

탁구 목 13:00, 15:00 010-2954-6109

외발자전거
월, 화, 수, 

금, 토
14:00~20:00 010-4743-7525

k-pop&밸리댄스 화, 목 10:00~12:00 010-4478-5979

족구 토, 일 14:00~18:00 010-6339-8646

검도 월~금 15:00~23:00 010-3648-8500

주짓수 월~금 16:00~22:00 010-8913-8415

배구 일 10:30~13:30 010-8939-0420

육상 일 07:30 010-3631-9120

합기도 월~금 15:00~22:30 010-4369-1740

생활체조 월~금

16:00~17:00 010-6277-5169

10:30~11:30 010-5307-5687

08:10~09:10 010-9912-2640

서핑 토, 일 11:00~18:00 010-5222-3166

테니스 월, 수, 금 16:00~18:00 02-990-4141,2

어르신파크골프 화, 목 09:00~13:00 010-8268-6865

무에타이 월~금 10:00~23:00 010-5004-0170

도봉구체육회  990-4141∼2

2020년 3월 도봉환경교육센터

인터넷 신청 : 2020.02.26.(수) 10:00~ 

프로그램 대상 일시

자연관찰그리기 초등 15명 3.10/17/24(화) 15:00~16:30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이야기
초등 3~6학년 

15명
3.11/18(수) 15:30~17:00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초등 15명 3.12/19(목) 15:00~17:00

함께하는 환경놀이 초등 15명 3.14(토) 10:00~11:00

생태놀이터-자연은 내 친구 초등 15명 3.20.(금) 15:00~16:30

새랑 공원에서 놀자!
초등 3~6학년 

15명
3.21(토) 10:00~12:00

알아두면 쓸모있는 환경이야기 성인 15명 3.13/20/27(금) 10:00~11:30

우리집 환경가드닝 10가족 3.20(금) 19:00~20:30

우리동네 발바닥공원 지킴 중고등 15명
3.14/21/28(토) 13:00~15:00
※ 자원봉사포털에서 별도 접수 

도봉환경교육센터 단체프로그램 ※ 접수 : 2월 11일 ~ 

계절을 담은 발바닥공원 자연체험 6세~중등 매주 화/수/목 10:00~11:30

찾아가는 환경교실 그린스쿨
어린이집/유치

원/초·중등
총 10차시 교육(월1회)

도봉환경교육센터 www.ecoclass.or.kr  954-1589

3월 구민정보화 교육

접수기간 :  2.26.(수) 10:00~2.27.(목) 17:00  

※ 4월 접수 : 3.26(목)10:00~3.27(금)17:00

접수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edupia.dobong.go.kr)에서 접수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 추첨, 2.28.(금) 10:00 이후 당첨문자 개별 발송 

※ 교육 첫날 무단결석 시 자동취소, 단 사전연락 시 제외

교육과정 수준 교육일시 수강료 장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심화
3.4.~3.30.

(월/수)
15:30~18:00

12,500원
구청 B1층
전산교육장

엑셀 활용하기 활용
3.5.~3.31.

(화/목)
15:30~18:00

어르신 컴퓨터  
기초 (윈도우10)

기초
3.4.~3.30.

(월/수)

09:30~12:00 무료

평생학습관
전산강의실

(2층)

엑셀 개념알기 활용 13:00~15:30

12,500원

스마트폰 기초 기초 15:30~18:00

파워포인트  
개념알기

활용 3.5.~3.31.
(화/목)

09:30~12:00

스마트폰 활용 심화 13:00~15:30

※ 어르신 반 : 만60세 이상 (2020년 기준 1960년생)

구민정보화교육  2091-2500

어린이 중국어교실 모집 안내

접수기간 : 3.9.(월) ~ 3.20.(금) 

접수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edupia.dobong.go.kr)에서 접수   

선정방법 : 전산 추첨 후 3.25.(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수업내용 : 중국어 회화, 중국요리 체험, 중국노래 배우기 등

교육과정 교육일시 강사 수강료 장소

2~3학년 
(30명) 4.1.(수) ~ 

6.29.(월)

월 17:00~18:00
수 16:00~18:00 중국 창평구 

교환공무원
무료 평생학습관 

4~5학년 
(30명)

월 16:00~18:00
수 17:00~18:00

※  중국 창평구 교환공무원은 19년 11월 입국 후 해외출입국 사실·계획 없음.

행정지원과  2091-2123

도봉구민 무료 직업능력 온라인 
자격증과정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2020년 1월 ~ 12월

신청자격 : 도봉구민 누구나

교육비 : 무료(3개 과정 무료쿠폰 발급)

신청방법 :  www.klicense.net/도봉구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강좌 수강

운영강좌 : 아동전문지도과정, 방과후지도자과정, 심리상담전문과정

                   분야별전문가과정, 전문강사자격과정

㈜한국자격평가원  6959-8700, 교육지원과  2091-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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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창동  994-3341~2, 방학동  3494-3557 www.doccic.go.kr

시설 프로그램 대상 일시

창동

아장아장 요리야 놀자 18~36개월 화 10:30/11:30

맛있는 그림책놀이 18개월~4세 수 14시

아장아장 튼튼 체육교실 18~36개월 목 14시/14:40

가족과 함께하는 나눔이 요리 36개월~7세 토 11시/13시

보듬이 미술 나눔이 요리 36개월~7세 토 10시/13시

수리수리 미술놀이 36개월~5세/6~7세 화 16시 /수 15시, 16시

보나 아뜰리에 5~7세 금 16시

맛있는 그림책 놀이 5세/6세/7세 수 15시/16시/17시

방학동 부모상담(대면양육상담) 영유아부모 화,수 10~13시

※ 시간제보육, 놀이치료, 놀이터, 장난감·도서대여, 언어·놀이치료 등 상시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956-9620~3 www.dobongwoman.or.kr

프로그램 대상 내용

취업집단상담
경력단절여성

(실업급여 구직활동 2회 인정)
3기-3.2~3.6/4기-3.9~3.13

5기-3.16~3.18/6기-3.23~3.25

국비지원 직업
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공동주택 ERP회계사무원
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원
단체급식조리&케이터링

구인·구직상담
구직: 경력단절여성

구인: 인재가 필요한 기업
상시 상담중

여성인턴
채용지원

여성 채용 기업 2020년 참여기업 모집 중

채용기업 
사후관리

양성평등인식개선 교육 강사파견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

2020년 참여기업 모집 중

도봉구공동육아나눔터

장소 :  구민회관2층/아이나라도서관3층/학마을도서관1층/

도봉1동주민센터2층/쌍문채움도서관1층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와 (조)부모

내용 :  자녀놀이, 양육자교육 등 / ‘자녀돌봄 품앗이’ 상시 모집

  ※ 네이버 밴드 ‘도봉구공동육아나눔터’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2020년 상반기 능력개발프로그램  

「평생학습 서포터즈」수강생 모집

기사·보도자료 작성법 등 글쓰기 교육을 통해 도봉구 홍보기자단을 

양성하는 「평생학습 서포터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 3. 23.(월) 9:00 ~ 4.3.(금) 18:00

신청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교육기간 : 4. 7. ~ 6. 2. 매주 화 10:00 ~12:00

교육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 대강의실

교육대상 : 도봉구민 30명(무료)

교육지원과  2091-2326

2020년 상반기 재능나눔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 3. 16.(월) 9:00 ~ 3. 25.(수) 18:00

신청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교육장소 : 평생학습관

강좌명 강사명 교육기간 모집인원 장소 수강료

조선 미술사 신홍식
04.02.∼04.23.(총4회)
매주 목 11:00~12:00

13명
1층  

회의실
무료

서예(사군자) 김순자
04.03.∼05.01.(총5회)
매주 금 10:00~12:00

13명
2층  

회의실
개강일  
안내

생활 민화 김애경
04.06.∼05.04.(총5회)
매주 월 10:00~12:00

13명
1층  

회의실
개강일  
안내

교육지원과  2091-2326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프로그램 대상 내용

가족상담
자녀학습정서

생활도움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차상위
계층

위기가족

① 가정방문을 통한 자녀의 학습 지도 및 정서지원
② 상담사 연계를 통한 가족의 심리적 지지리더 역할
③ 긴급 돌봄, 가사활동 및 일상활동 등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  
예비부부/미취
학 자녀를 둔 
다문화 부부

① 이중언어교육법 및 소통법 지원
② 이중언어 자조모임 및 활용프로그램 
③ 가족코칭

※  For program inquiries, please call the contact number indicated on the top 
right corner

건강가정사업 www.dobong.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사업 www.dobonggu.liveinkorea.kr

도봉여성센터

 955-0104 www.dobongwoman.or.kr

프로그램 강좌명 일정

자격증
과정

한식·양식·중식/제과·제빵/바리스타/
ITQ한글·ITQ엑셀·포토샵·일러스트/

피부미용사/헤어디자인
교육 : 4.6.~6.27.
접수 : 3.2.~3.26.

신청 : 인터넷 선착순
지도사과정

천연발효빵/케이크디자인/샌드위치&브런치/
밑반찬&한정식/고1수학/문화예술/인문사회

단기과정 정리수납전문가 상시접수

내일배움
카드훈련

사무행정(한글+엑셀+파워포인트)
*국비지원과정, 자부담금 유선 문의

3.10.~4.23.
(화,목 19~22시)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edupia.dobong.go.kr

※ 홈페이지에서 뉴스레터 평생이음을 신청하시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서포터즈 

기사 등 평생학습관 소식을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제공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상운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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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3. 25. (수) 18:00~20:00  

(3-12월 매월 마지막 수요일 진행 예정)

장소 : 함석헌기념관 유리온실

대상 : 문학 낭독에 관심이 있는 주민

신청 : 전화접수

내용 : 함석헌 관련 서적 및 다양한 도서를 함께 낭독

함석헌기념관 2020 문학낭독동아리  

‘힐링in문학’ 안내   905-7007

일시 : 2020. 3. 5. ~ 26. 10:00~12:00 (매주 목요일, 총 4회)

장소 : 함석헌기념관 유리온실

대상 : 원예에 관심이 있는 주민

신청 : 전화접수 (선착순 12명)

내용 :  함석헌이 직접 가꾸던 정원에서 진행하는 가드닝 강좌               

(화관, 부케, 센터피스 만들기, 봄 식물 심기 등)

함석헌기념관 2020 정기교양강좌  

‘미니가드닝’ 안내   905-7007

일시 : 2020. 3. 1. ~ 31. (휴관 : 매주 월요일)

장소 : 함석헌기념관 씨알갤러리

대상 : 일반인 누구나 관람가능

전시기간 전시명 작가명

3/1~3/15 김혜진(너굴찡) 동동이와 나

3/16~3/31 세바스티앙 럭셀 Cities

2020년 함석헌기념관 씨알갤러리 전시   905-7007

“시민아파트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습니다”

평화문화진지는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좋아요. 연락주세요.

평화문화진지   3494-197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900-1835~6 

프로그램명 일시

5060 시니어 기자단 
3월중 홈페이지 신청(별도공지)

3월 메이커스페이스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개강 3/9~ 12회차 운영 예정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매주 목요일 10:00~17:00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2, 4째주 목요일 11:00~12:00

음악이 흐르는 낭독회 3/30(월) 19:00~

도봉아이나라도서관  995-4171~3

프로그램명 일시

우리랑 영어놀이할래(5~7세) 2, 3, 4번째 토요일 13:00~13:40

경제야 놀자(초등 3~6학년) 1번째 토요일 10:0~12:00

도란도란 하브루타 
A-초1~2/B-초3~4/C-초5~6

3/2~3/26 
A-15:10~16시/B·C-16:10~17시 

토요북스타트 초등 책날개 3/21(토) 10:00~11:00

도서관 견학 수,목,금 10:30~11:30

어린이 공연 3/26(목) 18:00~19:00

학마을도서관  955-0655

프로그램명 일시

도서관(둘리붕붕, 샘말) 견학 화~금 11:00~12:00

자원활동가 모집 상시모집 (☎ 070-4470-4953)

무료영화상영 매주 토요일 13:00~15:00

FunFun영어동화 2기 매주 토요일 10:30~12:30

아트 인문학-스페인편 3/27(금) 10:00~12:00

쌍문채움도서관  998-0910

프로그램명 일시

청소년 서포터즈 특별 강연 3/28(토) 14:00~16:00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3월 중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 3월 중

예술채움놀이터 3/25(수) 18:00~20:00

도봉기적의도서관  3493-7171

프로그램명 일시

기적의 시네마 매주 일요일 14:00~16:00

50+ 기적의 하모니 3/20~3/27(금) 10:00~12:00

어린이 로스쿨 (4~6학년) 3/20∼3/27(금) 16:00~18:00

책으로 마음 나누기 3/2~3/30 9:00~

어린이 공연 3/25(수) 18:30~19:30

도봉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www.unilib.dobong.kr

도봉구 도서관 프로그램

도봉문화재단

일시 :

- 정규 수업 : 2020.3.20. ~ 2020.6.26. 매주 금 10시~12시(총15강)

- 동아리 활동 : 정규수업 종료 후 10월(전시)까지 활동 예정

장소 : 간송옛집, 기타 지역 공유 공간

대상 : 일반주민 15명

신청 : 2020년 2월 25일 09:00 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참가비 : 재료비 10만원 (첫 수업일 현금 제출)

내용 :

- 국가등록문화재 제521호 간송옛집과 어울리는 수공예 강좌

-   프랑스 자수 기법으로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옛 그림을 소재로 수를 

놓아 생활용품에 응용

- 수강 이후 “슈지치”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속적 활동 지원

- 제4회 <간송오마주, 솜씨좋은나날> 행사에 동아리 작품전시회 예정

간송옛집 「섬섬옥수, 옛 그림을 수 놓다」 

자수 강좌 참가자 모집   95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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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시네마」 도봉구민이 선정한 3월 무료영화상영

장소 : 도봉문화원 소공연장(196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한 2월 영화 재편성.

일시 비고

3.02(월) 14:00
닥터 지바고

15세이상관람가

3.09(월) 14:00
광해, 왕이 된 남자

15세이상관람가

3.16(월) 14:00
뷰티풀 마인드

15세이상관람가

3.16(월) 14:00
명량

15세이상관람가

3.26(수) 14:00
사운드 오브 뮤직
15세이상관람가

3.30(월) 14:00
라비앙로즈

15세이상관람가

※상영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봉문화원 사무국  905-4026

2020년 제2기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2020년 4월~6월<3개월>  

신청기간 :  3월 23일(월)~31일(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du.dobong.or.kr)에서 확인하세요. 

※정원마감까지 선착순 방문/인터넷 접수

강 좌 명 수강료(원)

장고/한국무용/판소리/남도민요/모듬북/사물놀이/경기민요/ 
김매자류춤/해금

30,000
~120,000
※강좌별 

상이 

한국화/민화/사군자/서예/문인화

하모니카/국내가곡/외국가곡/포크기타/플루트/우쿠렐레/바이올린/
플루트앙상블/하모니카/기타앙상블

수필/교양한자/중국어/일본어/영어회화/영어기초문법/ 
영어팝송/여행영어

연필스케치/인물크로키/수채화/서양화/유화/전각/여행드로잉/ 
색연필일러스트/드로잉/수채화일러스트

보테니컬아트/영문캘리그라피/캘리와 먹그림/프레스플라워

시중과 명리/명심보감/재미있는 한국사/동양매듭

똑똑스피치(유아~초등)

도봉갤러리 3월 전시일정

장소 : 도봉갤러리

전시기간 전시명 전시구분 전시주최 비용

3.4.~3.10. 소통하는 그림전 11회 서양화 송정숙 외5인
무료

3.18.~3.24. 박인선 개인전 서양화 박인선

도봉문화원 사무국  905-4026

3월 「토요탐방 도봉여행」

대상 :  초등생 ~ 성인   

접수 :  전화/인터넷 접수 

접수 : 10:00~12:30

코스 :  3.7-한글역사문화길

3.14-무수골 왕족묘길

3.21-초안산 내시묘길

3.28-창동 역사문화길

도봉문화원 사무국  905-4026

2020년 『문화탐방 인문학기행』 탐방 회원 모집

접수일시 :  3.04(수) 오전 9시 / 50명 (도봉구민, 신분증 “추후” 꼭 확인)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dobong.or.kr 

접속→회원가입→신청완료→연회비 납부

탐방회원 :  연회비 10,000원(연회비는 환불 불가)  

※ 3월 인문학 기행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도봉문화원 사무국  905-4026

3
월

 플
랫

폼
창

동
6

1

 993-0573 www.platform61.kr

<허튼 장단>은 ‘전통 연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단들을 한데 모으
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가장 흥미로운 장단들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하여 현승훈(타악), 오노을(피리·태평소), 이난경(가야
금)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타악기 연주자 K-장단을 
만나보자.

공연명 | 김소라 <허튼 장단>

일    시 | 2020년 3월 20일 20:00

장    소 |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예    매 | 인터파크 티켓

김소라 <허튼장단>

일시 비고

2월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상운영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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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납부 안내

대상 :   차량진·출입, 지상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공공용지인 도로·구거·하천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기업

과세기간 : 

- 사용료 : 2020.1.1.~ 2020.12.31.

- 변상금 : 2019.1.1.~ 2019.12.31.

납부기한 : 2020.3.31.(미납 시 최대 75% 가산금 부과)

납부방법 : 고지서·가상계좌(금융기관), 전자납부(이택스)

가로관리과  2091-4003~5

공공분야 갑질, 도봉구가 해결합니다.

도봉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한 갑질 

피해를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신고대상 :   갑질 피해를 입은 누구나(실명 신고 원칙)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민원▶공직비리통합신고센터▶공공분야갑질피해 신고 

신고대상 : 도봉구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주요사례)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고의적인 인·허가 

처리 지연·거부/직무관련자에게 업무 외 사적행위 지시·요구/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등

감사담당관  2091-2063, fax 2091-6250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서비스 운영 종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서비스가 도봉면허시험장과의 협약해지에 

따라 2020.3.1.부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온라인 발급 

- 도봉면허시험장 또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

도로교통공단  1577-1120

민원여권과  2091-243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봉구의회의원보궐선거 

(라선거구) 관련 안내

거소투표 신고안내

기간 :   2020. 3. 24.(화)~3. 28.(토)

대상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후보자 등록일   

2020. 3. 26.(목)~3. 27.(금) 2일간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  955-1390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내용 :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

기간 : 3. 19.(목) ~ 4. 8.(수)

열람방법

- 직접방문 :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인 터 넷 :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의견제출대상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부과과·동 주민센터), 우편, 인터넷, 팩스

부과과  2091-2852~3, fax 2091-6261

승용차 마일리지제도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대       상–서울시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방       법– 모바일, 인터넷(driving-mileage.seoul.go.kr) 신청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사진, 신분증 

지참 필수

혜       택–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원 포인트 제공

교통행정과  2091-4157

승용차 감축운행하고 마일리지 받으세요!

  

12월~3월 시즌제 특별포인트 적립

절감율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3월 기간은 시즌제 특별포인트도 드려요  

최근 2년 같은 기간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평균 사용량 대비 

20%이상 절약한 개인회원은 1만 마일리지 추가로 지급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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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환경정책과 방문신청

환경정책과  2091-320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혹은 신체적 기능 저하·정

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 곳에 전담사회복지사

가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생활안전점검/정보제공/

사회관계향상프로그램자조모임//집단활동/

신체·정신건강분야생활교육/이동·활동지원/가사지원

민간후원자원연계/은둔·우울형 노인 개별 맞춤형 상담 

신청 : 3. 2.(월)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노인장애인과  209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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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가꿈주택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가꿈주택이란 저층노후주택을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맞춤형 

집수리상담 및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20년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지원내용 : 집수리 비용 (공사비 50~100%, 최대 2천 만원) 

신청기간 : 2020.02.13.(목) ~ 2020.09.29.(화) 

대상지역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봉2·창3 일부, 창동·상계 활성화지역

-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방학2 숲속마을·방아골, 도봉1 새동네

도시재생과  2091-4883, 4873

도봉구 사회적경제조직을 소개합니다!

㈜LOE코리아
 955-5035

청소년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  
교육/문화기획/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 등을 기획 
- LOE아카데미 운영, 소셜벤처교육

- 청소년/청년 축제, 벤처네트워크 운영
-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 운영

㈜세상을 움직이는 힘
세움카페 

 070-4251-4264

착한재료,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장애가족  
자립자활공동체

- 공정무역 커피, 수제청 외 다양한 음료
- 회의, 모임 등의 맞춤형 케이터링 서비스

- 바리스타 직업체험 서비스

자치마을과  2091-2243

공유토지 분할 신청 안내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8년간) 한시적 운영

신청대상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신청요건 : 총 공유자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부동산정보과  2091-3713

지방세로 인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입니다.

상담사례 :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 및 지방세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감사담당관  2091-2064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2. 24.(월) ~ 3. 6.(금)

신청접수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또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신청대상 :   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인 1~6급 장애인 중 20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30만원(동복 20만원/하복 10만원) 

제출서류 : 배정통지서, 교복구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 유사 사업에 의해 지원혜택이 있을 시 지원제외 또는 차액지급

노인장애인과  2091-3074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2020년 1기분 납부 안내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간 : 2019.07.01.~ 2019.12.31.

납부기간 : 2020.03.16.~ 2020.03.31.

※ 1·2기분을 3월 일괄 납부 시, 2기분 10% 감면

※ 후납제이므로 차량 폐차·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음.

환경정책과  2091-3233 도봉구민 누구나 사설 봉안당(화장 후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안치해 

두는 곳)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구립 봉안당  

“도봉구 추모의 집”을 소개합니다.

사용자격

도봉구에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위       치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755번길 17-15 

(재)효원가족공원 내

효원가족공원  031-354-2325~6, 노인장애인과  2091-3056

그리움의 안식, 아름다운 선택 
도봉구 추모의 집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지원대상

- 일반 저층주거지역 : 1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도봉2동·창3동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 / 도봉1동 : 새동네, 안골 / 

방학2동 : 방아골, 숲속마을) 

지원내용 : 공사비용 80%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방법 : 홈페이지(jibsuri.seoul.go.kr) 또는 도시재생과 방문

도시재생과  2091-4884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대상 : 주차면 100면 이상에 설치된 공용 충전기· 충전구역

※ 완속충전기/아파트, 기숙사 충전구역은 단속제외

과태료 부과기준

- 충전구역 주차 행위, 물건 적치 : 10만원

- 표시선 훼손, 시설 고의훼손 행위 : 20만원

환경정책과  2091-3247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명당 최대150만원 지원

신 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

사업명 장애정도 지원기준 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모든 장애인 - 1,000,000원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여성: 모든 장애인 / 
남성: 심한 장애인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500,000원

노인장애인과  2091-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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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3일 부터 일주일간 도봉구청 1층 로비에서 ‘도봉2동 

우리동네 골목길 미술관 작품전’이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2019년 「도봉2동 마을계획단 골목길안전분과」의 사업 중 

서원아파트 담장에 조명그림액자를 달아 어두운 골목길

을 밝힌 사업에서 조명액자 속 그림들을 따로 모은 전시

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시된 작품들은 관내 유

치원생들부터 9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여 직접 그리고 꾸민 작품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 분과는 지난 한해 중랑천 변 나무들에 새집

을 달고 뜨개옷 입혀주기, 도봉중학교 낡은 

담장과 서원복지관 뒤 쉼터에 페인트칠하기 

등 주민 스스로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올 한해

는 얼마나 더 멋진 활동으로 마을을 변화시

켜줄 것인지 기대하며 박수를 보낸다.

도봉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도

자 50여명이 모여 방역봉사대를 결성하였다. 방역봉사대는 10개조로 편성되어 2월4일부터 매일 2회 

이상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도봉구 도로변 버스정류장 20개소 주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역압축분무기를 직접 분사하는 방법으로 방역활동이 이루어졌다. 봉사자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방역 활동에 앞장서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후 귀가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예방수칙을 잘 지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나가길 바래본다.

이동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이 병 숙

골목길 
빛을 
더하다

여성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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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다

박은정

구민의 소리

시내버스에서 본 어떤 휴먼 드라마
심희수

며칠 전 퇴근길에 번동 쪽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들

리는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소리에 귀가 쫑긋 섰다. 고개를 

돌려 보니 한 할아버지가 그 소리에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불안한 

자세로 카드를 대는 승차입구를 연신 바라보며 주머니를 뒤

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전이나 지폐가 없으신 듯 했다. 상황

을 눈치 챈 운전기사님은 괜찮다며 그냥 앉아서 가시라고 배

려를 해 드렸다.

그때였다. 내 옆에 서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젊은 남학생

이 선뜻 천원짜리 두 세장과 오천원짜리 한 장을 꺼내 할아버

지께 드리며 “이걸로 요금 내세요. 그리고 혹시 다음 차 갈아

타시게 되면 이걸 쓰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대학생이 할아버지께 돈을 드릴 때에서야 비로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의 차비만이 

아니라, 다음 행선지까지 생각하고 배려하는 학생의 마음 씀

씀이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어느 중년의 남성이 대학생에게 “학생. 이거 받아. 참 착하네. 

누구 아들인지… 이걸로 책 사봐”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아

닌가. 5만원 지폐였다. 학생은 아니라며 끝까지 손사래를 쳤

지만, 중년남성은 학생의 주머니에 그의 마음을 꾹 찔러넣고 

버스에서 곧바로 하차했다.

얼떨결에 돈을 받은 대학생.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참 보

기 좋았다. 생각 있는 젊은이와 작은아버지뻘 중년 신사의 예

상치 못한 배려, 참 훈훈한 퇴근길이었다. 한편의 휴먼 드라

마 같은 장면을 구경만 했던 나에게는 반성의 시간이었고…

접수  |   3. 2.(월)까지 A4용지 1/2장 이내 

 (200자 원고지 3장 내외) 

※  우편 접수하는 경우, 3. 2.(월)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 곳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홍보팀  

 2091-2903, 이메일 : always257@dobong.go.kr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구민의 소리 안내

숨죽인 개구리가 하품을 하고

압록강바람으로 마라도로 대피한

봄바람이 천천히 걸음을 띤다.

사계절의 순환은 하느님의 계시

그래서 인고 또 인고로 자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해와 달의 순례로

파랗고 검고 붉고 하얗고 채색으로 다가서는데 

영하의 토양이 윤기를 뿜는다.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멈추고 전진한다.

두터운 외투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킨다.

우린 세월을 먹는 동물

따뜻함 뜨거움 시원함 차디참

용케도 수용하는 슬기의 묘미를

태고의 유산을 장하게 수용했다.

일어나라 손뼉쳐라 생명의 태동을!



20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Vol.525

‘세계인권선언 71주년’ 
도봉구 인권주간행사

성금–300만원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봉구지회 외 9건) •도봉구의

사회(김성욱) 100만원 이상 •CARPOS 도봉구지회(김시경) •선덕고등학교 

총동창회 •광미기획 •전병국 •도봉강북구약사회 •주민자치협의회 50만

원 이상 •(주)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자연과 사람들 30만원 이상 •농업회

사법인 ㈜우리씨드 •영농조합법인 좋은세상 원예조합 •한울림조경설계사무

소 •(주)가이아 글로벌 •(주)엠디비산업 •문화도시도봉준비위원회 20만원 

이상 •에스에이치조경(주) •농업회사법인(주) 씨제트 •에이스톤엔지니어링

(주) •(주)에스제이티 •안현수 10만원 이상 •(주)지은조경 •지우조경(주) •

한국가로수보호(주) •(주)산자인 •새암조경(주)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동성제약(주)(바이오가이아 D3) 50만원 이상 •

대순진리회 수색방면(백미)

구청 기부 명단 나 노인주간보호센터(정효진) •주민 일동(20통) 5만원 이하 •전은

경 •최준정 •정한필 •수유리 우동 •야채가게(신현기) •도봉하

루요양원(임영희) •도란나눔장터 •꽃돼지 춘천닭갈비(이연화) •

약손약국(차동일) •미성식당(추옥순) •시너지헤어(송진영) •엘젤

팜약국(최관수)

  현물(금액)–500만원 이상 •창동교회(백미, 선물꾸러미) 30만원 

이상 •도봉MG새마을금고(백미)

쌍문3동  성금–500만원 이상 •스마트중앙건설 100만원 이상 •승화빌딩 

•한일병원 •대광사(광연스님) •교동협의회 50만원 이상 •한일

병원 장례식장 •심광침 안마원 •주민 일동(10통) •주민 일동(16

통) 30만원 이상 •산울숯불갈비 •통장협의회 •금광토건 •새재

섬유 •주민 일동(2통) •주민 일동(8통) 20만원 이상 •주민자치위

원장(김용현) •노래교실 •바르게살기위원회 •쌍문각 •정문약국 

•(주)중앙전기건설 10만원 이상 •작은도서관 •바르게살기위원

장(이준교) 5만원 이상 •주민 일동(4통) 

  현물(금액)–500만원 이상 •테스터먼트(서성경, 목도리) 100만원 

이상 •동성제약(주)(바이오가이아 D3) 50만원 이상 •MG새마을금

고(본점, 백미) 1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쌍문지점, 백미) 

쌍문4동  성금–100만원 이상 •최고성 •대림소방 •주민 일동(14통) 50만

원 이상 •주민 일동(5통) •주민 일동(7통) •주민 일동(12통) •주

민 일동(13통) •주민 일동(18통) •주민 일동(19통) •주민 일동(23

통) 30만원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동북초등학교 •주민 일동(10

통) •주민 일동(11통) •주민 일동(15통) 20만원 이상 •주은사랑어

린이집 •선덕중학교 •주민 일동(3통) •주민 일동(8통) •주민 일

동(20통) 10만원 이상 •김남희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2통) 

•주민 일동(16통) 5만원 이상 •리틀모아어린이집 

  현물(금액)–50만원 이상 •E마트(쌍문한양점, 라면) 3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백미) 10만원 이상 •미소정육점(계란) 5만원 이

상 •골목순대국(순대국) •시루봉감자탕(뼈해장국) •뉴메디슨약

국(파스) 5만원 이하 •봉구스밥버거(선덕고점, 밥버거) 

방학1동  성금–100만원 이상 •주민 일동(방학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 

일동(방학성원아파트) 30만원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봉

루터교회 •덕성택시(주) 20만원 이상 •학둥지사랑부녀회 •방학

삼성래미안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 •주민 일동(방학삼성래미안1

단지아파트 104동 3,4호 라인) 10만원 이상 •김민수 •전순금 •봉

평메밀촌 •동진흥업 •의성한방병원(한주석) •주민 일동(방학삼

성래미안1단지아파트 101동) •주민 일동(방학삼성래미안1단지아파

트 102동 1,2호 라인) •주민 일동(방학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 103

쌍문1동  성금–100만원 이상 •김지영 50만원 이상 •현대아파트 30만원 

이상 •김지훈 •성은교회 •통장협의회 20만원 이상 •주민 일동

(3통) •주민 일동(9통) •주민 일동(22통) 10만원 이상 •임숙이 •

오리마을 •축제추진위원회 •쌍문1동 어린이집 •주민 일동(11통) 

•주민 일동(25통) 5만원 이상 •해나온 •주민 일동(23통) 5만원 

이하 •주민 일동(15통) •주민 일동(16통)

  현물(금액)–5만원 이하 •주민 일동(23통, 상품권) 5만원 이상 •주

민 일동(16통, 상품권) 30만원 이상 •금강사(백미) •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연탄) 5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백미) 100만

원 이상 •진흥교회(백미) 

쌍문2동  성금–100만원 이상 •교동협의회 50만원 이상 •주민 일동(19통) 

30만원 이상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일동(14통) 

•주민 일동(16통) 20만원 이상 •윤카유리(윤갑수) •윤순애 •마

을계획단 •경일종합개발(주) •세인어린이집 •주민 일동(12통) 10

만원 이상 •박경미 •동궁해수사우나(오세옥) •성경자수(김종성) 

•(주)진양특수지 •대영약국(박영만) •주민 일동(5통) •주민 일동

(11통) 5만원 이상 •박찬일 •하이클래스(이정덕) •의정부부대찌

개(김용자) •일미사철탕(이항철) •동그라미 요양원(박동균)•새로

동 주민센터 기부 명단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됩니다.

이 명단은 2020. 1. 1. ~ 1. 31. 까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당신의 

            아름다운 실천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알림마당



www.dobong.go.kr 21

동) •주민 일동(방학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 105동) •주민 일동(4

통) •주민 일동(8통) •주민 일동(17통) •주민 일동(36통) •주민 

일동(37통) 5만원 이상 •국영철 •김미자 •이승희 •변영철 •옥

미애 •이말범 •청어진동태찜 •가나공인중개사사무소 •기아오

토큐(방학점) •성화택시(주) •가마봉생고기(이영숙)  •경부자원

(윤호영) •옥류짬뽕 •주민 일동(방학삼성래미안1단지아파트 104

동 1,2호 라인)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22통) 5만원 이하 •서

경혜 •허성태 •이봉춘 •낭윤남 •양순목 •장석주 •강옥자 •

이은숙 •강수지 •김미선 •삼천리자전거 •아이나비블랙박스 •

방학약국(김윤국) •도봉한의원(김명신) •해소반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이불) 50만

원 이상 •배우 이동욱 네이버 공식팬카페 동욱홀릭(백미) •도봉 

MG새마을금고 본점(백미) 10만원 이상 •21통 반장 일동(최지아 등 

5명, 상품권) 5만원 이상 •김동욱(백미) 5만원 이하 •정영진(상품

권) •한강반점(탕수육 등 3건) 

방학2동  성금–100만원 이상 •마을활력소(너나드리) 50만원 이상 •리라

어린이집 •주민 일동(14통) 30만원 이상 •주민 일동(6통) •주민 

일동(7통) •주민 일동(10통) •주민 일동(16통) •주민 일동(21통) 

•주민 일동(24통) 20만원 이상 •주민 일동(2통) •주민 일동(5통) 

•주민 일동(19통) •주민 일동(20통) 5만원 이상 •영진광고 5만원 

이하 •주민 일동(10통)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주민자치회 50만원 이상 •도봉 MG

새마을금고(백미) •푸른숲교회(김치) •신방학초등학교 학부모·전

교어린이회(백미,김치)

방학3동   성금–100만원 이상 •주민 일동(17통) 50만원 이상 •주민 일동(2

통) •주민 일동(3통) •주민 일동(7통) •주민 일동(9통) •주민 일

동(16통) •주민 일동(22통) •주민 일동(26통) •주민 일동(27통) 

•주민 일동(30통) •주민 일동(31통) •주민 일동(33통) 30만원 이

상 •조용화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5통) •주민 일동(6통) •

주민 일동(13통) •주민 일동(32통) 20만원 이상 •방위협의회 •주

민 일동(11통) 10만원 이상 •장호준 •대승기업 •주민 일동(19통) 

  현물(금액)–5만원 이하 •주민 일동(7통, 상품권) 10만원 이상 •자

은정사 •도봉기운차림식당(백미) 5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

(백미) 100만원 이상 윤희영(떡국떡, 고기) •한일교회(백미) 

창1동  성금–300만원 이상 •주공3단지 주민일동 100만원 이상 •주공

4단지 주민일동 50만원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서울가든아파트 

주민일동 •창골사랑부녀회(현성희) 30만원 이상 •북서울농업협

동조합(본점) •청마빌딩 •중흥S클래스 모금함 •주공3단지상가 

주민일동 20만원 이상 •갯마을해물요리(명영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창문어린이집 •경일종합개발(주) •현대타운 입주자 대

표 및 주민일동 •주민 일동(7통) •주민 일동(9통) 10만원 이상 •

정태은 •김영순(최영수) •윤정희(김성희) •김순래(박재은) •조

금순(김준호) •이정현(김형식) •권석순(유지영) •창동어린이집 

•방위협의회 •삼성아파트 제2경로당 5만원 이상 •이낙원 •김경

렬 •이용수 5만원 이하 •창1동 부녀회(재활용판매수익금)

  현물(금액)–300만원 이상 •미광양말(울양말) 50만원 이상 •MG새

마을금고(본점, 백미) 20만원 이상 •한나무&나무어린이집(백미)

창2동  성금–100만원 이상 •강북힘찬병원(상원의료재단) •대우아파트 

주민 일동 50만원 이상 •주민 일동(4통) •주민 일동(5통) 30만원 

이상 •시끌벅적 사랑방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6통) •주민 

일동(12통) •주민 일동(30통) 20만원 이상 •최영화 •한신행키 •

신창내과 •창동ESA홈타운 관리자 대표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바라기 어린이집 •경일종합개발(주) •수산트리플 주민일동 

•주민 일동(2통) •주민 일동(16통) •주민 일동(19통) •주민 일동

(21통) •주민 일동(27통) 10만원 이상 •민성희 •동원가스충전소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3통) •주민 일동(26통) 5만원 이상 

•문중철 •주민 일동(12통) •주민 일동(20통) •주민 일동(22통) 

•주민 일동(30통)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유니온라이트(주)(백미) 5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백미) 

창3동  성금–100만원 이상 •최은경 30만원 이상 •통장협의회 •주민자

치위원회 10만원 이상 •강동열 •박동진 •조재성 •한승연 •새

마을부녀회장(차태순) •적십자 봉사회 •산들어린이집 •자유총연

맹 •방위협의회 5만원 이상 •김영모 •본향교회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신창동교회(백미) 50만원 이상 •신창

동교회(백미) •MG새마을금고(백미)

창4동  성금–50만원 이상 •(주)한라건설 30만원 이상 •윤종만 •강북중

앙침례교회 •방위협의회 20만원 이상 •송계순 •창4동 어린이집 

•경일종합개발(주) 10만원 이상 •유기옥 •이훈,이세영 •애니텔 

•백제갈비촌 •쌍용아파트 경로당 회원 일동  •현대아이파크 2차 

경로당 회원 일동 

  현물(금액)–3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백미)

창5동  성금–100만원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축제추진위원회 

•통장협의회 •창오랑 •주민 일동(21통) •주민 일동(23통) •주

민 일동(24통) •주민 일동(25통) 50만원 이상 •주민 일동(13통) 

30만원 이상 •주민 일동(12통) 20만원 이상 •서울북부교회 •실

버빌요양원 •주민 일동(11통) 10만원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만원 이상 •최수혁 5만원 이하 •창5동 아이파크 주민일동 

  현물(금액)–50만원 이상 •MG새마을금고(백미) •서울축산농협

(창동지점, 백미) •재단법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침구) 

10만원 이상 •밀스(경수천, 제과류) 5만원 이상 •파리바게뜨(서정

란, 제과류) 

도봉1동   성금–100만원 이상 •금강암 •유외과의원(유형록) •주민 일동(1

통) 50만원 이상 •조기천 양고기(도봉산점) •주민 일동(14통) 30

만원 이상 •방위협의회 •박학균(베스트엘리) •마중물교회 •사

랑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일동(18통) 20만원 이상 •이천

하(홍능갈비) •서성이 •아띠어린이집 •주민 일동(10통) •주민 

일동(22통) •주민 일동(23통) •주민 일동(24통)  10만원 이상  •

방위협의회 안병진 •작은도서관 •주민 일동(3통) •주민 일동(5

통) •주민 일동(9통) •주민 일동(12통) •주민 일동(13통) •주민 

일동(16통)  •주민 일동(20통) •주민 일동(28통) 5만원 이상 •이

성춘(홍방원) •자원봉사센터 •노미진(대군코다리) •유정순(송월

타올) •주민 일동(11통) •주민 일동(27통) 5만원 이하 •최형락 •

주민 일동(11통) •주민 일동(26통)  

  현물(금액)–50만원 이상 •천일페인트(주)(백미) 30만원 이상 •도

봉 MG새마을금고(백미) 

도봉2동  성금–100만원 이상 •광미기획 •주민 일동(17통) •주민 일동(25

통) 50만원 이상 •시온교회 •주민 일동(1통) •주민 일동(4통) •

주민 일동(20통) •주민 일동(21통) •주민 일동(22통) •주민 일동

(23통) •주민 일동(24통) •주민 일동(26통) •주민 일동(30통)•

주민 일동(31통) 30만원 이상 •김화춘 •주민 일동(7통) •주민 일

동(32통) 20만원 이상 •황이선 •서울정형외과(이호철) •주민 일

동(5통) •주민 일동(6통) •주민 일동(14통) 10만원 이상 •박상태 

•윤정숙 •주민 일동(10통) •주민 일동(11통) •주민 일동(12통) •

주민 일동(29통) •주민 일동(31통) 5만원 이하 •주민 일동(21통)

  현물(금액)–100만원 이상 •베다니교회(백미) •적삽자단체(이불) 

50만원 이상 •성산교회(백미) •한신태권도(라면) 30만원 이상 •

도봉 MG새마을금고(백미)

복지정책과   2091-3023

알림마당

『도봉수호1004』는 1년 내내~~

기부를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봉수호1004」로 1년 내내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최소 월 1천원부터! 

신청서 작성 후 문자로 발송(1811-0543)하면 신청 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회복지협의회  956-8773 / 복지정책과  209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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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철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서
울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운
영중이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실시 및 예방수칙 안내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는 
물론, 도심 곳곳 다양한 시설들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박물관, 공연장 등 서울시 운영 문화시설도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다. 「감염병 예방법」상 규모나 면적이 기준보다 작아 의무소독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로 소극장 등의 시설까지 방역대상을 확대 운영하
고 있다. 방역이 완료되면 클린존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다.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분야(지하철, 버스, 택시)도 예방을 
위해 매일 멸균소독, 방역을 진행한다. 외국인이 많이 이용
하는 공항철도도 손잡이, 좌석 등의 소독에 더욱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정보센터 및 관광안내소도 방
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감염예방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또 숙박업소에서는 4개 국어(한·영·
중·일)로 번역된 ‘투숙객 예방행동수칙’를 제작, 배포
해 발열체크, 마스크 상시착용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나
타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매점매석 집중관리,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지난 1월 31일부터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을 실시하고 있다. 시·구·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
제, 손 세정제 등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감시를 강
화했다. 또한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자
체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
사관을 투입해 시 소재 보건용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
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탈세 및 법위
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신고센
터 ☎02-2133-9550~2)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센터는 판매업자의 일방적인 구매취소,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 신
고접수건에 대해 사실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펼친다. 신고건은 익일답변이 기
본이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도 알려준다. 온라인 거래의 피해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http://ecc.seoul.go.kr)를 
통해 진행되며, 오프라인 거래 피해상담은 소비생활센터(☎1372 /  
☎02-2133-1214)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자금 지원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소상공
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

원책을 마련했다. ①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5,000억원의 긴급자금

을 1.5%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②담보
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
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과 보증을 원스톱
으로 지원하고, 보증비율상향 및 보증료 인하 등 최고

수준의 보증혜택도 제공한다.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은 
시내 2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문

의 ☎02-1577-6119)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방역안심시설 ‘클린존’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과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
기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 내 별도 안내페이지(https://www.seoul.
go.kr)를 구축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내 확진자 동선 및 방문시
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방역이 완료된 시
설은 클린존으로 지정되며, 클린존임을 나타내는 스티커와 현수막이 
부착된다. 지정된 곳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
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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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서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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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의 이웃 간의 갈등,

이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찾아주세요

기획예산과  2091-2633

어려운 법률고민이 있나요?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사·가사·형사 등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로 신청

상담일정

운영기간 : 2020년 2월 ~ 12월

조정대상 : 도봉구 내 공동주택 152개소

신청방법 : 주택과 유선상담 후 갈등 내용에 따라 파견 여부결정

상담내용 : 갈등 원인분석, 분쟁당사자 간 소통강화, 회계·법률·관리 자문 등

공동주택 집중 컨설팅 실시 

    - 분쟁의 원인,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로 공동주택 코디네이터팀 구성

    - 일정기간(3~5일) 집중하여 컨설팅 실시

    -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검토 후 문제 사항 자문 및 대안제시

공동주택 갈등 상담

    - 갈등 원인분석, 분쟁당사자 간 소통강화, 회계·법률·관리 등 자문

    - 갈등대상자와 협의 조정, 원인별 해결대안 마련

운영절차

주택과  2091-3502

복잡한 세금,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부과과  2091-2802

사업장 운영의 각종 
어려움,
이제 마을노무사와 
상담하세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합니다.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2133-5425

동명(상담예약) 매월 상담요일 동명(상담예약) 매월 상담요일

쌍문1동(2091-5522) 셋째 화요일 14:00~16:00 창1동(2091-5679)
둘째 월요일 10:00~12:00
넷째 월요일 14:00~16:00

쌍문2동(2091-5529) 첫째 화요일 10:00~12:00 창2동(2091-5706)
첫째 수요일 13:00~15:00

마지막 금요일 
13:00~15:00

쌍문3동(2091-5553) 셋째 월요일 10:00~12:00 창3동(2091-5729)
둘째 월요일 10:00~12:00
넷째 월요일 14:00~16:00

쌍문4동(2091-5578) 넷째 월요일 16:00~18:00 창4동(2091-5754) 둘째 월요일 14:00~16:00

방학1동(2091-5609)
마지막 금요일 
14:00~16:00

창5동(2091-5780) 첫째 월요일 10:00~12:00

방학2동(2091-5648) 넷째 목요일 14:00~16:00 도봉1동(2091-5807) 넷째 월요일 10:00~12:00

방학3동(2091-5667)
첫째 목요일 09:30~11:30
셋째 월요일 09:30~11:30

도봉2동(2091-5828)
첫째 수요일 13:00~16:00
셋째 월요일 13:00~16:00

신청 및 사전검토
(파견 결정)

코디네이터 구성 컨설팅 실시 평가 및 피드백



청소행정과  2091-3273

주의사항

- 음식물, 생활쓰레기, 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 배출시간 : 일몰 후 ~ 24:00

- 목요일 이외의 요일은 폐비닐·투명 폐페트병 이외의 재활용품 배출

공동
주택

단독
주택

투명 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에 지정요일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과 비닐[색상·종류 무관]을 각각 별도의
투명 봉투에 담아 목요일에만 배출 & 금요일 수거

음료, 생수

투명
페트병

비닐
2월부터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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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월호 도봉 뉴스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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