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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아이와 함께 어디든 가고픈 4월!
떠나고 싶지만 떠나기 쉽지 않은 구민들을 위해 준비한  

공공형실내놀이터 오르봉내리봉이 3월 22일 개관했습니다.
오르봉~ 내리봉~ 신나게 놀다보면 어느덧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이 물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  (02)2091-2302, 070-4190-8922~3

도봉구공공형실내놀이터 오르봉내리봉이 문 열었어요!

신나게 놀아요!
● 개관일 : 2022.3.22.(화)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토요일, 1일 3회차 운영

      1회차(10:00~11:30), 2회차(13:00~15:00), 3회차(15:30~17:30)

● 이용대상 :   개인 및 단체,  

회차별 33명(동반 보호자 포함)

      ※ 현재 방역수칙 기준에 따라 이용 인원 조정

     - 연령 :  3세~8세 어린이,  

성인 보호자(개인)·인솔자(단체) 동반 필수

●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도봉구 홈페이지>생활> 

교육/교양>오르봉내리봉>예약하기)

운영안내

오르락내리락 도봉산(2F)오르락내리락 도봉산(2F)
뚝딱뚝딱 도봉 마을, 도봉산 수직 미로,  

하늘연결다리, 디지털 스포츠 놀이로  

이루어진 대근육 조작 놀이를 활용한  

신체 응용 성취 놀이

주렁주렁 수풀계곡(1F)주렁주렁 수풀계곡(1F)
주렁주렁 수풀, 빙글빙글 다람쥐 통, 

언덕 위의 공룡친구들로 이루어진  

디지털 요소를 활용한 감각놀이

날아라 도락이(2F)날아라 도락이(2F)
디지털 종 치기, 도루미 그물 오르기, 

도락이 열기구, 빙글빙글 미끄럼틀로  

이루어진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한  

모험심 성취 놀이

도봉산 오르봉길(1F)도봉산 오르봉길(1F)
요리조리 수풀봉, 출렁출렁 흔들 다리, 

흔들흔들 그물 다리로 이루어진 균형감각을 

기르는 신체놀이

늪지대에 빠진 도락이(1F)늪지대에 빠진 도락이(1F)
올록볼록 장애물, 아슬아슬 외나무다리,  

빙글빙글 뿌리 장애물로 이루어진 장애물을 

활용한 신체 발달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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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02)2091-3105

● 안심이 앱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서울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 모델인 안심이 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되어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초기 골든타임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방법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 앱을 다운로드한 후 전화번호와 

닉네임만 입력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여성안심택배함

낯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무인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 서울맵에서 ‘도봉구 

여성안심택배함’ 위치를 확인 후 택배 받을 주소를 

택배함 주소로 입력해 주세요.

함께 잘~ 사는 도봉을 위하여!

서울Pay+ 앱에서 도봉사랑상품권 구매하세요 도봉구민 채용 지원 도봉형 희망 장려금 지원

할인율 10%

발행권종 1만 원~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충전(모바일)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70만 원(보유 한도 200만 원)

사용처  도봉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배달 앱 ‘위메프 오’ 
(서울Pay+ 앱 내‘가맹점 찾기’에서 검색 가능)

※  대규모점포, 일부 유흥업소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능

유효기간 3년 

구매·결제앱                         결제앱

주요 Q&A

Q  기존 앱(비플 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기존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타 지자체 상품권(경남, 강원 등)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기존에는 상품권을 대부분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했는데, 앞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A  기존에 상품권을 사용하셨던 가맹점이라면 그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상품권 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경우, 기존에 결제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바코드 결제의 경우에는 가맹점주분께 

바코드를 제시하시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서울사랑상품권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공제의 경우, 상품권 구매 시가 아니라 결제 시에 

적용되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상품권을 제3자에게 선물하신 경우에는 

결제를 하는 제3자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서울Pay+ 고객센터  1544-3737

서울Pay+ 배달앱 ‘위메프 오’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4

2022. 도봉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접수기간 2022.3.21.(월)~2022.5.20.(금)

지원대상  19~34세 도봉구 거주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출생일 1987.1.1.~2003.12.31.)

※  최종학력 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졸업생 

(공고일인 2022.3.7. 이전 졸업)

신청방법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지원내용 1인당 1회, 50만 원(모바일 도봉사랑상품권)

※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교육지원과  (02)2091-2335~6

의류 및 양말 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공모기간  2022.3.29(화)~2022.4.8.(금)

공모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도봉구 소재 의류 및 양말 제조업체

※  해당 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의 해당 업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 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공모 신청 접수 시점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최근 3년간(2019~2021년) 작업환경 개선 사업 기 수혜업체는 후 순위 배정

공모규모 40개 업체( 변동 가능)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800만 원 

(실 소요액의 80%까지 지원/20% 자부담)

지원내용 기초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 품목 최종 확정

선정방법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 및 내부 심사 후 지원업체 선정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참고하세요.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4

2022.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접수기간  2022.3.7.(월)~2022.4.29.(금) 평일 09:00~18:00

※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인원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 접수(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지원대상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

 -  기간 : 2022. 1월~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건물 :  「상가 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상세내용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신청기간 ~2022.5.31. 50명 선정(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후 대상자 1명당 

월 50만 원, 최대3개월 지원(업체당 2명까지)

지원요건

-  2022.1.1.이후 도봉구민(2022.1.1.현재 주민등록)을  

신규 채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후 

근무(파견X)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월 191만 4천 원 이상)

- 4대보험 의무가입

- 지원기간동안 고용 상태 및 주민등록 계속 유지

※  지원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 친인척, 

비영리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등,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dobongjob2021@dobong.go.kr)

상세내용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2

● 여성안심스카우트

안심귀가스카우트가 

지하철역에서 만나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방법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도착 20분 전 앱 또는 

전화로 신청

- 모바일 : ‘서울시 안심이’ 앱 

- 전화 :  안심스카우트 상황실  (02)2091-3109, 

다산콜센터120

      여성가족과  (02)2091-3104

도봉구는 여성들이 안심하는 도봉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안심서비스 제공 중입니다. 

여성이 안심하는 도봉을 위하여!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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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로 ‘2021년 도봉구정’ 돌아 봐
※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항만 게재

도봉구의회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1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해입니다. 도봉구의회는 1991년 초대 의회 

개원 이래 현재 제8대에 이르기까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2만 도봉구민을 대표하는 저희 14명의 도봉구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이자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방 자치가 담은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임중도원(任重道遠)의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섬기고’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봉구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

행정기획위원회(1담당관 3국, 16과, 총 154건/도봉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 포함)

•  하도급 부조리 관련 이행보증금 등 하청업체 피해 보상 제도 마련

•  코로나로 지친 구민을 위해 마을활력소 등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야외 운동, 체육 프로그램을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 활성화 

•  간송 기념관의 정체성 보여주는 전략 수립 필요(핵심 유물 확보 계획 구체화 등)

•  청소년 미래 카드 사용률 제고 방안 및 취업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방안 검토  

•  문화 예술 사업 추진 시 지역 예술인·문화인들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 부여

•  DBS 운영 시 미디어 소외계층 고려해 자막, 수화 등 삽입

•  홍보기념 물품 제작 시 사회적기업 제품 및 방예리 공방 제품 등 활용

•  간판 설치, 아트 테리어 사업, 배송 서비스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13세대 미만 일반주택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제안

•  오징어 게임 배경인 백운 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추진 등 

복지건설위원회(3국 1소, 18과, 총 147건) 

•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분산 설치, 옐로 카펫 설치 등 추진  

•  유아숲 체험장 토요일 시범운영으로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 시 거동불편 어르신은 배달,  

자택 방문 등 적극적인 지급 방안 적극 검토

•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등 집단감염 예방 위한 방역 강화  

•  장애인 자립센터 이용 시 타지역 장애인보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우선적 혜택 필요

•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교육, 아동학대 신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공공주도 복합사업 관련 방학동 반대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주민 설득과 의견 반영 필요 

•  GTX-C 창동 구간 지하건설 원안 추진 위한 국토부 및 컨소시엄 업체에 강력한 대처

•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 확대,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차단기 설치

• 방학 3동 구립경로당 공간을 빠른 시일 내 마련

• 도봉동 주자창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 필요

•  동부 간선도로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장기적 교통대책 마련 등

도봉구의회 탄생 31주년,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3.8. 세계 여성의 날 114주년 캠페인
‘Break the Bias’ 챌린지 동참(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행정기획 위원회 
문화도시 조성 관련 간담회 개최

사진으로 
보는 
‘도봉구의회 
NEWS’

운영위원회(1국, 총 7건) 

•  각종 계약 추진 시, 전문적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 

•  집행부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의회로 접수한 민원의  

성실한 해결 고민

•  의회 방문 구민들이 외부 전광판을 통해  

의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

•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분야 고문 변호사 자문 의뢰  

적극 활용 방안 마련

도봉구의회 소식
�홈페이지 http://www.council-dobong.seoul.kr �트위터 https://twitter.com/dobong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bong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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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등은 변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기관)로 문의해 주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  1,147개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원본 1부, 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 정도 결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지역보건과  (02)2091-4562

도봉구민회관

체육강좌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월)

이지다이어트
방송댄스

월~금 (1반) 09:00~09:50 65 35,000원

월~금 (2반) 10:00~10:50 65 35,000원

줌바&스트레칭 월/수 11:10~12:20 60 25,000원

라인댄스(초급) 화/목 11:10~12:00 60 25,000원

라인댄스(중급) 화/목 12:10~13:00 60 25,000원

요가1 월/수/금 13:30~14:20 55 25,000원

요가2 월/수/금 19:00~19:50 55 25,000원

에어로빅 월~금 17:30~18:20 65 35,000원

파워스트레칭
&댄스

월~금 20:00~20:50 65 35,000원

최신 K-POP 화/목 19:00~20:10 28 25,000원

필라테스1 월/수/금 09:00~09:50 15 55,000원

필라테스3 화/목 19:00~19:50 15 40,000원

필라테스4 화/목 20:00~20:50 15 40,000원

점핑다이어트1 월/수/금 11:00~11:50 20 66,000원

점핑다이어트2 월/수/금 18:00~18:50 20 66,000원

점핑다이어트3 월/수/금 19:00~19:50 20 66,000원

구음살풀이춤 화 14:00~16:00 30 25,000원

진도북춤 금 15:00~17:00 30 25,000원

※ 샤워실 이용불가

 (02)901-5160(169)

유아강좌
강좌명 요일 시간 대상 정원 수강료(월)

하버드멘사
보드게임

화
16:00~16:50

6-7세
4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4명

케이넥스
창의과학

수
16:00~16:50 초등 저 4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7세 4명

쿠키클레이&
토탈공예

목
16:00~16:50

6-8세
4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4명

창의력
미술교실

금
15:00~15:50

6-7세
4명 35,000

(재료비 별도)16:00~16:50 4명

 (02)901-5160~1

콜센터 :  평일(  (02)2091-5233)  

야간·주말(  1577-0199)

온라인 자가진단 

- 보건소 홈페이지→자가진단테스트→스트레스 자가진단 

 지역보건과  (02)2091-4582

마음건강평가(상담) 이용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비대면 그룹운동 홈트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Wi-fi) 활용이 가능한 자

내용 :  화상회의 앱(ZOOM)을 이용한 실시간 강좌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전화접수 

신청기간 : 2022.4.1.(금)~4.8(금) 

지역보건과  (02)2091-4565, 4672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 릴레이! 밴드체조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 도봉구민

운영기간 : 2022. 4월~5월(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총 8회기

운영방법 : 온라인 줌(ZOOM) 활용 비대면 교육 

내용 : 치매예방 생활습관형성 교육 및 밴드체조 프로그램  

참여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도봉구치매안심센터  (02)955-3591~3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운영기간 : 2022. 4월~11월(월 1회, 총 9회기)

운영장소 : 관내 산림치유센터 

내용 : 산림 체조 등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등 

참여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도봉구치매안심센터  (02)955-3591~3

창동문화체육센터

기구필라테스/GX  (02)901-5024, 대관  (02)901-5044 

일일수영  (02)901-5034, 일일헬스  (02)901-5038

프로그램 특성 이용안내

기구필라테스

• 성인 여성 대상 강좌
• 정원 7명(7:1 강습)
• 기구 특성상 키150cm 이상,  

14세 이상 이용 및 등록 가능
• 특화 프로그램으로  

할인 적용 없음

GX프로그램
요가/필라테스/성인발레 

탁구/발레스트레칭
바른자세운동/국선도

다양한 강좌의
시간표 및 

안내사항은
창동문화 체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일일수영
아쿠아로빅

일일 입장(월~토)

일일헬스 일일 입장(월~토)

대관
(체육관/공연장

풋살구장
GX스튜디오)

[신규오픈]
2층 

GX STUDIO

다이어트 파워요가
발레 스트레칭 소그룹 P.T 

바른 자세 운동

※ 모든 강좌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 후 이용 가능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02)901-5170~1소그룹/유아·성인강좌
구분 운영시간 요일 대상 및 정원 이용료

유아
강좌

(놀이수학)
15:20~16:00

월/수 5-6세(15명)
90,000원
※ 교구+교재비  

별도 : 45,000원

(가베)
16:10~17:00

월/수 6-7세(15명)
90,000원
※ 교구+교재비  

별도 : 30,000원

성인
강좌

(SNPE바른자세)
10:00~10:50

월/수/금 12명 77,000원

(폼롤러 스트레칭)
10:00~10:50

화/목 11명 66,000원

소그룹
요가

19:00~19:50 
월/수/금

시간대 별
성인 11명

55,000원
20:00~20:50

소그룹
필라테스

19:00~19:50 
화/목 44,000원

20:00~20:50

※ 소그룹 요가 및 필라테스는 개인 운동복 별도 준비

※ 소그룹 SNPE 바른 자세는 운동 장비 별도 구매

창골 풋살구장 재개장 및 이용안내

 운영시간  이용방법 이용료

(하절기)07:00~19:00
(동절기)08:00~18:00

 - 팀 등록 후 사전예약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9:00 익월 예약 추첨

무료 

창동FC 모집 
구분 요일 시간 정원 및 대상 강습료

선수반

화/목 16:00~17:30 초등 1학년 88,000원

화/목 17:30~19:00 초등 2학년 88,000원

화/목/금 17:00~19:00 초등 3~6학년 165,000원

단체반 월~금
16:00~19:00

(유치부 60분 진행)
(초등부 90분 진행)

8명 이상
※ 단체팀 개설 후

담임제 실시

40,000원

성인반 화/목 20:30~22:00 성인남녀 30명 60,500원

 (02)901-5193

강사명 시간 요일 대상 강습료

고륜영 07:00
월/수/금

7명
(매시간)

137,500원
(월 11회)판정원 10:00/11:00

김진형 10:00/11:00/19:00/20:00 화/목 100,000원
(월 8회)

초안산 배드민턴장

다락원 체육공원

배드민턴/테니스강습
구분 요일 시간 정원 강습료

배드
민턴

월/수/금
06:00~09:00, 10:00~13:00,
14:00~17:00, 18:00~22:00 

(매 시간 50분 진행) 8명
(매시간)

137,500원
(월 11회)

화/목
06:00~09:00, 10:00~13:00,
14:00~17:00, 18:00~22:00  

(매 시간 50분 진행)

100,000원
(월 8회)

테니스
월/화/
목/금

(류환홍) 06:00~14:00
(정태식) 14:00~22:00 

(매회 20분 진행)

초등생
이상

198,000원
(월 16회)

 (02)901-5190

●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 지원내용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 기저귀(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  단,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 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 부모 가정인 경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접수(복지로)

지역보건과  (02)2091-468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울케어-건강돌봄팀이  서울케어-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갑니다!집으로 찾아갑니다!

● 대상 : 도봉구민 중

 - 혈압·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  허약·영양상태 취약 또는 운동 부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 내용

 -  건강돌봄팀(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사·사회복지사)에 

의한 건강 상태 평가

 -  만성질환관리, 영양 및 식생활 상담, 맞춤형 운동 교육, 

복지자원 연계

● 절차

신청·접수

▶

방문 및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등록

▶

서비스 제공
(3개월)

본인 신청 
후 방문 

사전 예약

대상자 기준  
확인 및  

등록 여부
결정

건강 상태 
평가 및 맞춤형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건강평가,  
영양, 운동)

지역복지자원  
연계

● 비용 : 무료

● 신청 및 접수 : 건강돌봄팀 2091-4566~9

지역보건과  (02)2091-4573

집콕! 확~찐살 탈출 온라인 통합운동교실 1기 운영

일시 : 2022.4.5.~6.23.(주 2회/12주 과정/화, 목 09:00)

대상 : 선착순 40명(관내 지역주민)

신청 : 2022.4.4.(월)까지 전화접수

진행 : 스마트폰(그룹 애플리케이션 밴드)

내용  - 유·무산소 복합 운동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폰(그룹 애플리케이션 밴드) 가입 안내 

- 사전·사후 체성분 검사 실시(인바디720) 

- 운동 인증 및 운동·영양·건강 상담 등 

- 매주 화, 목(동영상 스케줄 업로드, 운동 인증 체크)

강사 : 김태규(건강 운동관리사) 외 1명

창동보건지소  (02)2091-5455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지원내용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지원

 - 그 외 환아 : 저 단백햇반 및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모자보건>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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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각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도봉문화재단 www.dbfac.or.kr/도봉구통합도서관 www.unilib.dobong.kr)

학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55-0655

프로그램명 일시

[북 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매주(목), 10:00~16:30

[A.P.P.L.E.] 최소한의 경제학 4.2.~4.9., 매주(토), 10:00~

[A.P.P.L.E.] 음악을 듣다, 나를 듣다 4.5.~4.19., 매주(화), 10:00~
[어르신]1인 1미디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4.15.~4.29., 

매주(금), 13:00~
[문화가 있는 날] 작가와의 만남 4.29.(금), 16:00~

도봉아이나라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95-4171 

프로그램명 일시

아이나라 개관 14주년 기념행사 4.16.(토)~4.17.(일)

영어 아카데미 ‘피어나는 봄이야’ 4.3.~4.24.(일) 10:00~

영어 아카데미 ‘맘대로 아틀리에’ 4.4.(월)~4.15.(금)

[하브루타] 양육자 질문 대화법 4.4.~4.25.(월) 10:00~

[북 스타트] 책이랑 놀자 4.14., 4.28.(목) 10:00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이해 인형극 4.29.(금) 18:00

도봉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3493-7171

프로그램명 일시

[북 스타트 활동] 집에서도 잘해요 4월 2,4째주 목요일

[생태환경] 4월 놀면서 크는 우리 4.16.(토) 10:00

[문화가 있는 날] 가족 공연 4.27.(수) 16:30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행사 4.11(월)~4.23.(토)

[기적의 독서토론] 마따호쉐프 1기 4.18.(월)~4.25.(월) 16:00

[장애인의 날 기념] 이해와 공감 4월 중 예정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00-1835

프로그램명 일시

[북스타트] 온라인 후속 프로그램 4.14., 4.28.(목) 16:00

팟캐스트 북팟 시즌 8 오픈 4.1.(금) 첫 방송

[메이커 스페이스] 3D 모델링 기초 3.30.~4.20. 10:00~12:00

5060 시니어 기자단 기본 교육 4월 매주 월, 목 15:30

[문화가 있는 날] 4월 행사 4.25.(월) 19:00

쌍문채움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98-0910

프로그램명 일시

[지역 예술 특성화] 아트라이프 4.7.(목) 10:00~

[다락방 아뜰리에] 원 데이 클래스 4.27.(수) 10:00

아이와 함께하는 책놀이 4.14., 4.28.(목) 15:00

[문화가 있는 날] 바흐와 바로크 4.28.(목) 18:30~

[전시] 우지현 화가 바다 연작 4.1.(금)~4.30.(토)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봉문화재단 발간 책 배포

책 : ‘도봉쓰담’, ‘묘묘한 평화’ 등 5권

배포처 :  QR코드를 통해 확인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종료)

2022. 도봉문화기획학교 참여자 모집

내용 : 도봉구 문화기획자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

모집 : 4월 초(예정)

대상 : 도봉을 기반으로 문화 기획 활동을 하고 싶은 분

신청 :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02)908-2916

김수영문학관과 함께하는 ‘한국 현대시 산책’

장소 :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현장 무료입장)

 (02)3494-1127

함석헌기념관 ‘함석헌 사상 강좌’

내용 :  ‘성서조선사건’ 80주년 기념 함석헌 선생의 저작물을 통해 

알아보는 함석헌 정신과 씨알의 역할

일시 : 4.9.(토)~4.30(토), 매주 토 14:00~16:00(총 4회) 

장소 : 함석헌기념관 유리온실

신청 : 전화접수(905-7007)/회차별 15명 내외

 (02)905-7007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도봉 공간지원사업  
‘아트 정거장’

내용 :  청년 예술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료 공간 지원 

(공연예술/전시예술 분야)

지원 : 공간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기초 기자재 등

인원 : 약 5팀

일시 : 4월 중 모집 

모집 : 무중력지대 홈페이지 및 SNS 참고

 070-8853-6554

일시 내용 강연자

4.9.(토)  
15:00 

김종삼의 시,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

홍승진 교수
(서울대)

4.16.(토)  
15:00

시대의 어둠 속에서 여리게 빛나는 별 
-윤동주의 시와 생애-

신철규 교수 
(한림대)

도봉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부문 :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금관악기, 타악기

대상 : 관내 거주, 관내 초중고생 및 오케스트라 연주 실력을 갖춘 성인

오디션 : 자유곡 1곡

※ 영상 촬영 후 이메일(dobong114@hanmail.net) 접수

경영기획팀  (02)905-4026, 070-4276-7565

2022. 문화가 있는 날 도봉문화 굿즈 공모전

도봉문화와 도봉 옛길을 녹여낸 독창적인 굿즈를 공모합니다. 도봉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주제 : 도봉문화 및 도봉 옛길을 소재로 한 굿즈

지원자격 : 도봉문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공모기간 : 2022.4.15.(금) 18:00까지

지원방법 :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접속, 굿즈 

공모전 지원서 다운로드해 작성 후 

이메일(dobonglab@daum.net) 접수

선정인원 : 10팀 내외

선정혜택 : 상용화 지원금 지급 및 지속적인 판매·홍보 지원

지역학진흥팀  (02)905-4026, 070-4276-7567

도봉문화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봉문화(도봉 옛길)을 

만들어나가고자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문화路 잇는 도봉 옛길’을 개최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매월 문화주간(매월 마지막 주)

내용 : 길거리 공연, 도봉문화 주제공연, 전시 등

※  자세한 사항은 도봉문화원 홈페이지(www.dobong.or.kr) 참고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 및 행사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문화가 있는 날 ‘문화路 잇는 도봉 옛길’

도봉구민청 전시 <동고동락> 
내용 :  옆집 사람들과 잔치, 동네의 모습, 그 시절의 생활과  

온기 등을 그린 회화 전시

작가 : 정명기 작가 

일시 : 4.3.(일)~4.30.(토) 09:00~18:00

장소 : 구민청 1층 갤러리

 (02)3494-6480

※  도봉문화원 SNS 채널(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시면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사업 및 문화강좌에 대한 소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문화원 주민 작가 모집

도봉문화원에서는 자신의 이야기와 일상을 도봉의 문화로 기록해 

주실 주민 작가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도봉문화원 홈페이지(www.dobong.or.kr) 참고 

바랍니다.

도봉갤러리 4월 전시일정

장소 : 도봉갤러리

전시기간 전시명 전시구분 전시주최 비용

4.6.(수)
~4.12.(화)

이미화
개인전

서양화 이미화 무료

4.20.(수)
~4.26.(화)

제12회
소통하는
그림전

서양화
송정숙외 

6명
무료

4.27.(수)
~5.3.(화)

오비이락
정기전

수채화,
유화

오일파스텔

김요영 외 
2명

무료

 도봉문화원 사무국  (02)905-4026

편하고 쉽게 도봉온에듀!

이용방법

검색 사이트에 도봉온에듀를 검색해 주세요!

도봉온에듀 http://edu.dobong.or.kr 접속 후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및 결제 이후 90일 동안 학습 가능

결제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도봉문화원 사무국  (02)905-4026

문화원 소식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등은 변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기관)로 문의해 주세요.

● 전시내용

미디어 테이블
김근태, 함석헌, 김병로 등 총 23인의 인물 소개 및 편지 내용을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열람 ※ 김근태 옥중편지는 실제 편지를 스캔하여 저장

마음 저장소

(영상 체험실)

전자펜으로 편지를 작성하면 작성한 편지 내용이 영상화면에 표출되고, 

QR코드가 생성되면서 이를 연인 등에게 전송할 수 있는 등 전자 편지 체험공간

음성편지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이 아닌,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는 독립공간 조성

포토존 설치 플라워 월(꽃으로 조성된 벽), 미디어 파사드 등

●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 도봉구민회관)

● 관람시간 : 10:00~18:00/매주 일, 월요일 휴관

지역민들의 일상이 기록되고 다양한 계층이 서로 소통하는 창구인  

편지문학관이 개관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지문학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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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아름다운 황혼
5~7월 14:00~16:00

도봉구 거주 60세 이상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수 사진 촬영, 

자서전 만들기 등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학

5.6./5.20.(금) 
10:00~11:00

도봉구 어르신, 지역주민

줌을 통해 죽음 학자와 나누는 
우리들의 상실과 치유의 이야기

도봉시니어  
독서모임

5.13.(금) 10:00~12:00
도봉구 어르신, 지역주민

월 1회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자조모임

  (02)906-2968, http://www.changsenior.org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만 6세~65세 미만 장애  
당사자(뇌 병변 포함)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보는 단기보호 서비스

도깨비 
프로젝트

3월 중 도봉구 거주 
만 19~39세 장애인, 

주민 각 5명

조력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적 관계 확장 및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내 생애
최고의 날

3월~7월 도봉구 거주 
장애인 가족

주 양육자, 비장애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생일, 졸업,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오늘을 지원

  (02)907-9633, http://db.dfsc.or.kr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동료상담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정상담, 부모상담,  

가정폭력, 장애 관련 비대면 상담 등

두둥~두둥~♪
음악 교실~♬

중증(1급~3급)
발달장애인

유튜브에 인기 있는 ‘텅드럼’ 
악기를 비대면(줌) 통해 주 1회 수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안내

주민센터에서  
활동 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

신체, 가사,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사회참여 지원

  (02)955-1551, https://dobongcil.modoo.at/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아이 사랑방
0세~만 5세 월~토 

10:00/13:00/15:00    

소근육, 대근육과 두뇌개발에 좋은 
영유아 전용 블록놀이공간 

(전화예약)

마을 소식지 
‘품’

방학2동 
지역주민 누구나

마을을 주제로 공유하고 싶은 사진 
또는 글감을 소식지에 담아드립니다.

커뮤니티 공간  
‘담소재’

주민 누구나 
월~금 10:00~17:00

생각, 배움, 일상을 공유하며 
환대와 일상이 연결되는 문화공간  

  (02)3491-0500, http://www.bangahgol.or.kr

도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꼬기야 
노~올자

재가 대상자
미니 수족관 설치 지원을 통해 

재가어르신의 무료함과 고독감 완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

자조모임 프로그램 참여, 
지역자원 연계

자원봉사자 
모집

개인, 가족 봉사
기관 지원 서비스 보조

(후원품 배달 등)

  (02)3494-6060, http://도봉재가.kr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마을 읽어주는 
아이

모집 : 4.1.~4.30.
도봉 1동 거주  

초등 3~6년(10명)

-  지역 탐방 및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식에 대해 학습

- 분기별 2~3회 진행 예정

마음, 위로 UP 성인 지역주민
-  정신건강상담, 인지치료 집단프로그램,

여가활동, 가족관계 UP 활동

행복 놀이터
매주 월~금

13:00~18:00
초등 1~6학년

-  네이버 사전예약 후 자유롭게 방문하여 
자율학습, 독서, 보드게임 등 가능  
※ 간식 및 식사 불가

  (02)3494-4755, www.dbsw.or.kr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창동 돌봄 이웃
(창돌이)

-  우리 동네 복지사 :  
격주 목 15:30

-  연세 이웃 : 연 3회,  
가족단위 활동 가능

-  게이트키퍼 : 월 2회,  
개별·가족 단위

-  우리 동네 복지사 :  
사례관리 활동 

-  연세 이웃 : 독거 어르신  
정서지원

-  게이트키퍼 : 자살 우울 위험 
어르신 정서지원 활동

창동가족
지원 센터

-  18세 미만 발달 지연자
-   주 1회(수업 50분)  

1회당 40,000원

놀이치료, 미술치료사가  
개별 치료 진행

마음건강
지원사업

도봉구 거주 만 60세 이상 
위기도별 맞춤 프로그램 참여

-  집단상담(주 2회),  
개별 개입(월 2회 이상)

- 동네 모임 지원(월 1회)

  (02)993-3222, http://changdong21.or.kr/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캠페인 

및 등록 상담

-  일시 : 4.29(금) 
10:00~12:00

-  대상 : 도봉구 어르신 
및 지역주민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캠페인,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다우리 사랑>
사별 어르신들의 

자조모임

-  일시 : 4.15(금) 
14:00~16:00

-   대상 : 사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사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공감을 통한  
위로와 지지, 치유로 안내하는 
자조모임

  (02)906-9988, www.changsenior.org/culture/center.asp

도봉구지체장애인협회 회원모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자기개발 
프로그램 회원모집 : 

도봉구 장애인 
월~금 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도예교실, 미술교실, 노래교실
(명심보감 강좌=도봉구민 누구나 참여)

체력단련 
프로그램

체조교실, 수영교실, 볼링교실

 지체장애인협회 도봉구지회  (02)907-0136

도봉구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아동-양육자 
프로그램

사전예약 후 방문
꿀벌 시계 만들기

  봄 풍경 냉장고 자석 만들기
(무료 이용, 선착순 마감) 

공간 이용 예약 사전예약 후 방문
네이버 ‘도봉구 공동육아 나눔터’ 검색  
→개소별 위치 조회→네이버 예약 신청

자녀 돌봄 
품앗이 모집

상시 모집
19세 미만 자녀를 둔 

3~5가정 품앗이 활동 지원

  (02)995-6800(내선301~306), www.dobong.familynet.or.kr 

도봉구 가족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가족 상담 도봉구 거주 가족
도봉구 2인 이상 가족 상담  

10회기 제공(화상/대면 상담)

가족역량  
사례관리 서비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

1:1 학습 정서지원, 자녀 긴급 돌봄,
전문 심리 상담 연계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1:1 방문교육지원,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등

  (02)995-6800, www.dobong.familynet.or.kr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방학동  (02)3494-3560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및 내용

놀잇감 대여
월~금 10:00~17:00

토 10:00~15:00
도서·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실
월~금 10:00~17:00    

토 10:00~14:30

센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방문
월~금 3회차(10:00/13:00/15:30)

토 2회차(10:00/12:30)

시간제 보육 월~금 9:00~18:00 6~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 창동  (02)994-3341~2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및 내용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시간  
상이

센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방문
요리/언어/미술/감각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화~토 9:00~18:00
도봉구 만 3~5세

신청방법 : 네이버 폼/메일
기본검사, 심층검사, 치료 연계

놀잇감 대여
화~토 10:00~17:00
일 10:00~15:00

도서·장난감 대여

영유아 
놀이실

화~토 10:00~17:00
일 10:00~14:30

센터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방문
화~토(10:00/13:00/15:30)

일(10:00/12:30)

※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및 센터 이용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doccic.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쌍문동청소년랜드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청소년 동아리 9~24세 3인 이상 댄스, 밴드, 봉사 등

청소년
운영위원회

9~24세 청소년운영위원회 ‘늘품’ 위원 모집

  (02)999-0170, www.youthland.net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쌍.심.지 14~24세 청소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초벤져스 12~13세 청소년 초등학생 자원봉사단

청춘GO함 9~24세 청소년 
 다양한 분야의 
3인 이상 동아리

  (02)908-0458, www.smy.or.kr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플레이그라운드 9~24세
보드게임, 닌텐도, 

레트로 게임 자율 이용

공간 대관 9~24세 댄스 연습실, 밴드실, 프로젝트룸

청소년 자치기구 9~24세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동아리

  (02)6953-3256, https://dbase.or.kr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드럼
18:00~20:00(화)
10:00~16:00(수)
10:00~15:00(토)

드럼의 기본기와 테크닉을 익히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드럼 강좌 1:1수업, 개인실 제공, 
연습실 무료대관

동아리 ‘다행’
9세~24세

토 10:00~12:00
동아리 활동할 청소년 모집

요리 프로그램, 방 탈출 기획 등

  (02)908-0924, www.dazzl.org

도봉청소년누리터WiTH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베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활동

2022.5.~10.
14세~19세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캠페인 운영 활동 진행 등

청소년 
내일 배움

2022.5.(총 2회)
17세~19세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 및 
근로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진행

유스 헬스
2022.4.~9.

12세~19세 청소년
실내·외 신체 활동 및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02)903-1318, http://withdobong.org/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봉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명 대상  내용

1:1 멘토링
학교 밖 
청소년

22년 검정고시/수능 대비 
멘토 온·오프라인 학습 지도 등

급식 꾸러미  
소담 쿠폰

학교 밖 
청소년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급식 
꾸러미와 도봉구 식당 ‘소담 쿠폰’ 제공!

개별상담  
심리검사

9~24세 
청소년

대인관계, 학업, 진로 등 
청소년 맞춤 상담

  (02)6956-4501~4(상담), 4505~7(학교밖),  

http://www.db1318.or.kr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창센네
스마트팜

4.1.(토) 
10:00~10:30

초등~고등

식물 생장 관찰, 
스크랩북 만들기

꿈꾸는 상상 초5~중2 청소년 학교 방과 후 돌봄 전액 무료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상이 미술, 피아노, 영어 등

  (02)950-9600, cdyouth.or.kr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온라인 강의
유튜브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실버 레크댄스, 우쿨렐레,  
우리 역사 등 온라인 강의 

시청 가능

심리 상담
만 60세 이상 

화 10:00~14:00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제공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만 65세 이상  
우울증 진단 자

개별상담, 집단상담치료,  
우울증 치료비,  

집단활동(원예), 자조모임 등

  (02)993-9900, www.dobongnoin.or.kr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등은 변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기관)로 문의해 주세요.

청춘만세 창동어르신문화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운영장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536(창동, 도봉통합복지센터 5층)
이용대상 :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 회원가입 상시 접수(프로그램은 3개월마다 재수강 신청),  
-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or 확진 후 완치 6개월 이내인 어르신
주요프로그램 :  명심보감, 스마트폰, 컴퓨터, 통기타, 한국무용, 아동 한자 지도사 

자격증, 키오스크 사용법, 영어 초·중급, 독일문화기행 등
5접수안내 : 센터 방문 신청
※ 코로나로 인해 일시 운영 중단, 운영 개시 여부는 홈페이지, 전화 확인

 (02)2088-1346, www.https://changdongswc.co.kr

우리 동네 보육 반장

우리 동네의 숨겨진 육아정보를 쉽게! 우리 아이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 네이버에서 ‘도봉구 보육 반장’을 검색해 보세요!

상담방법 : 전화 및 문자 상담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동 별 상담번호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창동)  (02)994-3374 

1 도봉동 010-3625-8816

2 방학동 010-5763-0945

3 쌍문동 010-6834-0776

4 창1,4,5동 010-6838-2134

5 창2,3동 010-5891-7921

도봉 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1:1멘토링 교육취약학생 학습·정서·진로지원, 문화체험활동

정서행동지원
교육취약학생

학부모
개인상담, 종합심리검사, 

전문심리치료, 부모상담지원

학생맞춤형지원 교육취약학생
코로나19대응,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02)994-7900~1, blog.daum.net/dbe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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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모두의 학교 도봉 배움터

주민주도 학습프로젝트 공모사업

주도적 학습의 주체로서 다양한 학습요구의 반영을 통해 새로운 

평생학습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을 모집 공모합니다. 

신청기간 : 2022.4.4.(월)~4.8.(금) 17:00까지

신청자격 : 주민주도 학습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5명 이상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학습 프로젝트 운영비, 운영 공간, 전문가 컨설팅

접수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 방문 접수 

(도봉구 시루봉로128)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2부(원본 1부, 복사본 1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도봉배움e’사이트(http://edu.dobong.go.kr) 도봉구 

평생학습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43

2022.국제ESD유스프로젝트 느루II 참가자 모집

‘국제 ESD 유스 프로젝트 느루’는 국내외 청소년들이 생태 소양과  

글로컬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 ESD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국내외 친구들과 지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생각과 

활동을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지속 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SDG9, 12 연계

운영기간 : 2022. 5월~12월(월 1회 토요일, 09:00~10:00)

운영방법 : 줌(ZOOM) 기반의 포토 보이스(photo-voice) 연구로 진행

참가대상 : ESD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10세 이상)

운영그룹   - 그룹 1 : 초등부(5차시 운영) 

- 그룹 2 : 중·고·대학부(8차시 운영/수료식 포함)

진행언어 : 영어(한국어 ↔ 영어 동시·순차통역 지원)

신청기간 : 2022.4.4.(월)~4.22.(금)

 -  개인 신청 :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 예산→고시공고 참가 신청서 

작성→bhs0110@dobong.go.kr로 제출

 - 학교 신청 : 참가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지속가능발전과  (02)2091-4814

도봉구 사회적 경제조직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경제 :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개인과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상호 협력과 
사회연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

도봉아가마지 사회적기업 한국경호경비협회 협동조합

도봉아가마지 사회적기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과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및 신생아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파견 사업

-  위치 :  도봉구 노해로 279-5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내 2층

-  문의 : (02)3493-8235

한국경호경비협회 협동조합은 
경비업(신변보호, 시설 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 경비) 관련 사업과 
건물(시설) 관리, 교육 훈련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경호 경비 보안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  신변보호, 시설 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특수 경비

-  문의 : (02)929-5112

 자치마을과  (02)2091-2242, 2244

상자텃밭세트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022.3.28.(월) 09:00~4.6.(수) 18:00

대상 :  도봉구민, 도봉구 소재 단체 등 
※  선정 보급 전까지 서울농부포털 

(https://cityfarmer.seoul.go.kr) 회원가입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구민(홈페이지 신청), 단체(공문 또는 신청서 제출)

보급품목 :  상자텃밭 1세트(A형/B형)

보급가격 :  1세트 당 8천 원(선정자 본인 부담)

수량제한 :  구민 – 1인당 2세트까지(세대 중복 신청 불가, 신청 시 제외) 

단체 – 구민 우선 보급 후 잔여분 한하여 보급

보급일자 :  2022.4.23.(토)~4.26.(화) 

※ 신청인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

 공원녹지과  (02)2091-3792~5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업무내용 : 도서 대출/반납 및 장서 정리 등
업무처

도서관명 모집대상 운영시간(봉사시간)

창2동 
공립 작은도서관

창2동 거주자 우선
(1년 이상 봉사 가능자) 월~금

(10:00~13:00,
14:00~17:00)도봉2동 

공립 작은도서관

도봉2동 거주자 우선,   
만 60세 이하 여성만

(3개월 이상 봉사 가능자)

접수방법 : 유선접수 
창2동 공립작은도서관  (02)2091-5908 

            도봉2동 공립작은도서관  (02)2091-5913

김근태기념도서관 

프로그램명 신청 대상 일시 간략내용

인문학 ‘경청’ 
시리즈 강좌 2

일반인 4.2.(토)

‘종교 간의 대화, 평화를 말하다’를 
주제로 4인 4색 다양한 종교계의 

패널이 모여 평화와 공존에 
대하여 토론 

인문학 ‘경청’ 
시리즈 강좌 3

일반인
4.9.~4.30.

매주 토

‘슬픔의 대화, 애도의 대화’ 
좋은 이별을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독서이끄미 
양성과정(가제)

일반인 4월 말~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통한 

독서 역량 강화 기반의 독서이끄미 
양성과정 프로그램(총 6회차)

북 스타트 
프로그램

유아
어린이

4.12.~4.18.
세계 책의 날(4.23)을 맞아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북 스타트 프로그램

 (02)956-3100

배달강좌 삼삼오오(2기) 신청 모집 

배달강좌 삼삼오오란?

5인 이상의 도봉구민이 모여 원하는 강좌를  

5회(총 10시간)에 한해 개설 신청하면 학습모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공간으로 재능기부자를 파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 강좌입니다.

기수 신청기간(선착순) 교육기간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처

2기
4.1.(금)

~4.15.(금)
5월~6월

이메일접수 : 
eunhyo0323@dobong.go.kr

방문접수 : 담당자 문의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05

제8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공모작 접수

공모대상 : 전국 단위 공모(일반부/학생부)

작품내용 :  평화·통일·충효를 내용으로 한 

한글·한문·문인화·전각·캘리그래피

작품규격 :  일반부 1/2지, 학생부(초중고) 1/4지  
※ 세로 규격엄수, 3점 이내

작품마감 :  2022.5.13.(금) ※ 우편 출품 시 5.16.(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3층  

민주평통 도봉구 협의회

심사발표 : 2022.6.21.(화) 개별 통보

시상식 : 2022.8.30.(화) 도봉구청 2층 선인봉 홀

상훈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상, 통일부 장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상 등 

작품전시 : 2022.7.25.(월)~8.6.(토) 도봉구청 1층 로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02)956-6148~9

♥ 2022. 도봉구 거리예술단 모집
모집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봉구 공연 경험이 있는 

예술인·단체, 예술 분야 전공자 이거나 도봉구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

활동내용 : 지정한 장소에서 공연 실시(6개 장르 모집)

모집기간 : 3.10.(목)~4.15.(금)

원서교부 :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 마당→행사/모집

접수방법 :  응모원서, 초본(또는 도봉구 활동 증빙 가능한 사진), 

연주 영상 이메일 제출(nhjnhj@dobong.go.kr) 

→1차 개별 통보(2차 대면심사)

        문화관광과  (02)2091-2282

♥ <도락이네 예술 놀이터> 신청자 모집
모집기간 : 수시모집

모집대상 : 도락이와 함께 놀고 싶은 도봉구 초등학생

내용 : 도락이 창작극 감상 & 칼림바 체험

진행장소 : 문화공간 가치(도봉구 도봉로 109길 11 2층)

접수방법 :  구글폼 작성 제출 

(문예지 인스타그램, 홍보 포스터 QR코드)

가치  (02)999-8845(인스타그램@culture.dobong)

♥ 마을극장 흰 고무신 문화 예술 강좌
<우리 동네 새싹동요> 

일시 : 3.22.~5.10. 매주 화요일 15:00~17:00

대상 : 도봉구 거주 아동 10명 

내용 :  전문 뮤지컬 배우에게 동요로 배우는  

뮤지컬 발성 및 연기

신청 :  구글폼 작성 제출(문예지 인스타그램, 홍보 포스터 QR코드)

<마을 극단 아카데미 ‘산우’> 

일시 : 3.16.~10.12 매월 1,3주 수요일 17:00~19:00

대상 : 연극 뮤지컬을 좋아하는 도봉구민(성인) 10명

내용 : 전문 연극인에게 배우는 연기

신청 :  구글폼 작성 제출(문예지 인스타그램, 홍보 포스터 QR코드)

                                    문화공간「마을극장」  (02)955-0110

♥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 도봉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1~고등 3학년

활동내용 :  도봉구 주최행사 참가, 정기공연, 주 2회 정기연습 

(월·금 16:30~18:00)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연습 

진행, 행사 참여 시 봉사점수 부여

모집기간 : 4.1.(금)~4.30.(토)

원서교부 :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 마당→행사/모집

접수방법 :  응모원서, 초본, 가창 영상 이메일 제출 

(kimdae97@dobong.go.kr)

문화관광과  (02)2091-2285

도봉문화예술지원센터도봉문화예술지원센터

재능기부자 모집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나누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나 도봉구 평생학습관의 재능기부자로 등록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재능기부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모집

모집대상 : 도봉구민 누구나

신청방법 :  도봉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s://edu.dobong.go.kr/) ‘재능기부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담당자 문의 후 방문 접수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05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의 시작  

도봉SE마켓
사회적 경제 기업과  

공정무역단체의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홍보판매관

운영시간 : 월~금, 10:00~19:00

위치 :  마들로 11길 77 

(창동역 2번 출구 역사 하부)

판매품목 :  가방, 파우치, 의류, 양말, 면생리대, 천연수세미 등

 자치마을과  (02)2091-2244

공모기간 : 2022.4.1.~4.30.

신청자격 : 도봉구민 누구나

대상사업 : 사업별 1억 원 이내

 -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밀착형 사업

 - 기타 구정 발전을 위한 사업

※  공모 제외 사업: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특정 

단체·개인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된 사업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juminys.dobong.go.kr)

 -  이메일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wngusdo@dobong.go.kr)

 - 방문 :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지속가능발전과

※ 신청서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과  (02)2091-2932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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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도봉구 풋살교실」 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  도봉구 관내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4~6학년

모집인원 : 30명(2개 반 각 15명씩)

운영일시 :  2022. 4월~12월  

매주 월 16:00~18:00 화 17:00~19:00

운영장소 : 초안산근린공원 내 창골 축구장(도봉구 해등로 3길 48-11)

교육비 : 무료(이동차량 미지원/운동복·축구화 개별 준비)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9:00~18:00, 점심시간 제외)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14

업로드 일자  주제 시간

2022.3.17.(목)
(1화)  2022. 어려운 경제시장에서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배분 투자법
15분

2022.3.24.(목)
(2화)  자산 배분 투자법,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15분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03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2022. 온라인 도봉교양대학 안내

온라인 도봉교양대학 프로그램 ‘도봉 살롱’의 두 번째 시리즈!

2021년 역사 편에 이어 올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돕고자 도봉 살롱-경제 편을 제작하였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강연자 :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곰희 

- 박곰희TV 채널 운영(구독자 : 53만 명)

강연청취 :  도봉구청 유튜브 도봉봉 TV 채널 접속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 

도봉 살롱 경제 편 검색(다시 보기 가능)

도봉구민 등산학교 1기 수강생 모집

대상 : 도봉구민 20명(참가비 무료)

일정 : 2022.4.13.(수)~4.14.(목)/2일간

장소 : 도봉산 국립공원 일원, 당고개공원 내 인공암벽장

내용 : 일반 등반기술 및 인공·자연 암벽등반 교육

신청기간 : 2022.4.1.(금)~4.8.(금)

신청방법 : 평생학습체육과 전화 접수
※ 준비물 : 마스크, 등산 복장, 중식, 식수, 필기구

※ 코로나19 및 우천 상황에 따라 운영 취소될 수 있음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14

도봉환경교육센터

접수 : 3.30.(수) 10:00부터 홈페이지 접수
※ 도봉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더욱 많은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똘망똘망  
꾸러기 텃밭

※ 초등 1~3학년

4~6월 
2~5째주 수

15:00~16:30

도심의 작은 상자텃밭에서 
만나는 꾸러기 텃밭! 작물도 알고, 

텃밭활동도 시작해요!

VR로 떠나는 E-여행
※ 초등 2~4학년

4.15./4.22.
15:00~16:30

VR카드 보드 환경영상을 보면서, 
지구의 ‘땅’ 이야기를 들어봐요!

제로씨!  
탄소중립 EM으로  

같이해요
※ 성인 대상

4.19./4.26.
10:00~11:30

※ 도봉역다가치센터

알고 보면 이미 실천 중인 
탄소중립! EM 발효 제품들을 

만들어보며 탄소중립 같이해요!

하루쯤 채식이어가,
지구

※ 청년 대상

4.13.~5.11.
매주 수요일 

19:00~20:30

음식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하루쯤 채식을 이어가기 위한 

걸음을 요리로 함께해요!

그린섬
※ 초등 3~6학년

4.9.~5.28. 
매주토요일

10:00~12:00

우리 동네 도봉구 자연을 찾아 
떠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그린섬! 자, 출발해 볼까?

  (02)954-1589, www.ecoclass.or.kr 

일시 : 2022.4.1.(금)~선착순 200개
대상 : 2022. 출생아~초등학생 1학년

내용 :  그림책 2권, 가이드북, 가방 등  
책꾸러미 비대면 택배서비스 제공

신청 :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www.unilib.dobong.kr)  
- 독서문화 프로그램 - 공립 작은 도서관

배송 : 2022.4.18.(월)~순차적 발송
※  해당 책꾸러미는 생애 한 번만 수령 가능 

(아기 1명당 1꾸러미, 중복 수령 불가)

문화관광과  (02)2091-2275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 

‘북똑똑’ 신청 안내‘북똑똑’ 신청 안내

<신청 홈페이지>

4월 온라인 구민 정보화 교육(유튜브)

교육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원하는 수업의 

교육시간을 확인 후, 유튜브에서 해당 방송 채널명을 검색 후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일시 채널명

편집의 달인! 
우리 가족신문 만들기 4.5.~4.28.

(화/목)

13:00~15:30

도봉구
1교육장

DIY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15:30~18:00

챌린지 영상 만들기 4.8.~4.22.
(금)

10:00~13:00

나를 PR 하는 포트폴리오 14:00~17:00

재미있는 세상을 여는 창, 
윈도우 4.4.~4.27.

(월/수)

09:30~12:00

도봉구
2교육장

OA 마스터 프로젝트 
파워포인트(2016)

13:00~15:30

DIY 픽슬러로 
좋은 사진 만들기 4.5.~4.28.

(화/목)

09:30~12:00

DIY 사고력 쑥쑥 
스마트폰 앱 코딩

13:00~15:30

4월 도봉구민을 위한 1:1 디지털 상담소 운영

상담장소 :  도봉구청 지하 1층 주민전산교육장

교육일시 :  4.5.(화)~4.28.(목) 화, 목 09:00/10:00/11:00

방법 :  네이버 실시간 예약 및 전화예약 가능(월 1회, 50분 이내)

접수 :  3.28.(월) 10:00~예약 마감 시까지

4월 온라인 랜선 구민 정보화 교육(웹엑스)

접수 : 3.28.(월) 10:00~3.29.(화) 17:00

방법 : 인터넷 접수-도봉 배움e(https://edu.dobong.go.kr)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3.30.(수) 13:00 이후  

당첨자 문자 개별 발송

교육과정 교육일시 모집인원

내가 들려주는 
스토리북

4.4.~4.27.
(월/수)

09:30~12:00

각 5명
OA 마스터 프로젝트 

엑셀(2016)
13:00~15:30

DIY PC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15:30~18:00

구민정보화교육  (02)2091-2500

 꽃동네 책 쉼터 운영 재개 
운영시간 위치 문의 및 기타

월~금(10:00~17:00)
토·공휴일 휴관

쌍문동 산 283-18
(쌍문1동 마을버스 

도봉 3번 꽃동네 종점 부근)

  (02)900-1110
 (02)2091-3782

 주말 유아숲 체험 · 뚝딱뚝딱 놀이터 프로그램 (유아 대상)

장소 프로그램 대상 운영일시 접수

뚝딱뚝딱 모험 놀이터
 (02)994-7108

뛰어보자 폴짝

부모와 5~7세 어린이
(1일 2회 운영)

4.9.(토) 10:30

도봉구 
통합예약사이트

·
서울시 

공공예약사이트

신나는 놀이터 4.24.(일) 10:30

둘리 유아숲 체험원
 (02)903-0057

봄나들이 4.9.(토) 10:30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
 (02)906-0098

찾았다. 봄! 4.9.(토) 10:30

꿈 키움 유아숲 체험원
 (02)999-1117

나만의 화분 가꾸기 4.23.(토) 10:30

하늘 유아숲 체험원
 (02)999-1116

노래하는 숲 4.16.(토) 10:30

 치유의 숲길 프로그램

 별별 모험 놀이터 (북서울 중학교 뒤, 도봉동 산 68-13)

프로그램 대상 일시 문의 및 기타

고!(go) 신나는 
별별 놀이터 초등생 이상 

가족 단위

4.2.(토) 
10:00/14:00

 (02)998-3784
1일 2회 운영
(2시간 소요)

숲에서 만나는 
별별 모험 놀이터

4.17.(일) 
10:00/14:00

공원여가공원여가
프로그램프로그램

 숲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운영일시 접수

둘레길 걷기 봄 숲 소풍 제한 없음 4.10.(일) 10:30 도봉구 통합예약사이트
·

서울시 공공예약사이트
생태탐방 새들의 노랫소리 가족 단위 4.16.(토) 10:30

곤충관찰교실 곤충이란? 7세 이상 가족 4.23.(토) 10:00

초안산 산림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문의

마음챙김 일반인
화, 목 10:00

심신 휴식 및 건강증진

  
(02)904
-9901

수, 금 14:00

향기챙김 중년 여성 수, 금 10:00
갱년기 증상 완화, 

심신 안정

건강챙김 노년기 화 14:00 뇌 건강 및 사회성 향상

활력챙김

직장인 목 14:00 직무스트레스 완화

청소년 1·3주 토 10:00
올바른 자아 형성, 
인터넷 중독 예방

가족 2·4주 토 14:00 화합과 소통

무수골 산림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일시 내용 문의

마음챙김 중·장년 수, 목 10:00 오감으로 체험하는 숲

  
(02)956

-1118

활력챙김 직장인/단체 금 10:00 멍 때리기

활력챙김 청소년/가족
토 

10:00/14:00
숲속에 머물자!

건강챙김
어르신

(65세 이상)
화 10:00 향기주머니 만들기

향기챙김 중·장년 화 10:00 봉놀이

활력챙김
경도장애인

어르신
목 10:00 점토 화분 만들기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  (02)998-2022

공원여가팀  (02)2091-3784 

2022.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 일일체험

모집일시 : 2022. 3월부터(체험 신청 3일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  네이버 카페 

(도봉 목재문화체험장-초안산 체험장 게시판 신청)

장소 :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노해로 66길 98)

프로그램 :  일일 목공체험 1일 3회차 

1회차 : 10:00~11:30 

2회차 : 13:00~14:30 

3회차 : 15:00~16:30

※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범위 :  유아~성인(단체, 가족 단위)

공원녹지과  (02)2091-3786 공원녹지과  (02)209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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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감축 운행하고 마일리지 받으세요!

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driving-mileage.seoul.go.kr

 교통행정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물 -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촬영 사진, 신분증 지참

혜택 :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 원 포인트 제공

 교통행정과  (02)2091-4156

2022년부터 변경된 의류 배출 방법 안내 

배출방법 : 투명 봉투에 의류만 따로 담아 문 앞 배출

※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 시 의류 

재활용 처리가 어려워 미수거됨

※  이불, 배게, 쿠션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후 배출

자원순환과  (02)2091-3272

중증 장애인 재택근무 취업연계사업

대상자 :  관내 중증 장애인(지체, 뇌 병변, 정신 등) 중  

컴퓨터 활용 가능자

근로조건 : 재택근무로 일4시간(주 5일) 

급여 : 1,190,000원(예정)

주요업무 : 회사 특성에 따른 온라인 업무 및 기타 요청 업무

신청방법 :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접수(1차 전화문의)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02)6952-1751~2

4월은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도봉구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2021. 귀속분)

신고·납부기한 : 2022.4.1.~2022.4.30.

납부기한연장 : 2022.5.1.~7.31.(3개월)
※ 코로나19 운영시간제한 업종(국세청 직권 연장기업)에 한함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이택스(etax.seoul.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우편신고 : 도봉구청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 세금납부 :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부과과  (02)2091-2911~7, 팩스 (02)2091-6261 

2022. 취약계층 LED 조명 무상 교체 지원

지원대상 : 도봉구 관내 저소득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실내 조명등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

지원절차 : 대상자 확정→교체수량 조사(5월)→조명 교체(7~8월)

지원가구 : 약 150가구(각 동별 배정 인원 선착순 접수)

신청기간 : 2022.3.28.(월)~2022.4.15.(금)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복지담당) 전화 신청

※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환경정책과  (02)2091-3209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신청대상 :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가구주 및 세입자 등)

사업기간 : 2022.3.~1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장소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물 관리과

사업내용

 - 지하주택 내부의 싱크대, 화장실 하수구 등에 역류 방지시설 설치

 - 지하주택 출입구와 창문에 물막이 판 설치

물관리과  (02)2091-4115

조상 땅 찾기 신청하세요!

조상 땅 찾기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선조의 상속재산을 모르거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조상의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 또는 본인 

소유 토지를 알고자 할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그 지번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대리인  ※ 1960.1.1. 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 가능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제적등본 등(조회 대상자의 사망일이 기재)

 - 대리인 :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장소 :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정보과  (02)2091-3714, 3716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시행일:  2022.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 매수 시 
(금액 무관)

주택 매수 시(금액 무관) 토지 매수 시
 - 1억 원 이상 토지

 - 모든 토지의 지분 거래 시(금액 무관)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변경 전 변경 후

2022.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간 : 2021.5.20.~2022.5.19.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모든 구민은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구체적인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 무료(도봉구 전액 부담)

보장내용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도봉구

감염병(코로나19) 사망 7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 장해 1,000만 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1,000만 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000만 원(한도)

가스 상해사망 1,000만 원

가스 상해후유 장해 1,000만 원(한도)

서울시
(2022.1. 

시행)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 장해 2,000만 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2,000만 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7급) 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7급) 1,000만 원

※   개인이 가입한 보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문의처

- 도봉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재난안전과  (02)2091-4257

- 서울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다산콜센터  (02)120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022.4.14. 자로 2배 인상됩니다.

바뀐 내용 시행일

과태료 인상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로목]

2022.4.14.

검사지연 
30일 이내

2만 원 4만 원

검사지연 
115일 이상

30만 원 60만 원

※  검사지연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마다  

2만 원(기존 1만 원) 씩 가산됨.

도봉구 1인 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홀로 상담실
연간 상시 운영 

1인 가구
도봉구 1인가구 대상 전문상담  
1인당 최대 6회, 화상·전화·대면

존중과 행복이
가득한 삶 

4.18~4.27.
월·수·금 19:00
(예비) 1인 가구

영화·그림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삶을 나누는 시간

봉랑채
4~11월

(예비) 1인 가구
취미와 다양한 활동 공유가 이루어지는  

1인 가구 자조모임

 (02)995-6800(501~504), www.dobong.familynet.or.kr 

자동차 종합 검사 미수검 과태료 인상

교통행정과  (02)2091-4185

지원내용 : 총 보험료의 70%~최대 92% 지원

-  2021년부터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상향 

(최소 52.5%→최소 70%)

보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가입방법

- 개별가입 : 보험 사업자를 통한 개별 가입

-  단체가입 :  동 주민센터 또는 물관리과 신청 후 

물관리과에서 일괄 가입

물관리과  (02)2091-4115

친환경 녹색교통을 위한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2.4.1~2023.3.31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개인보험과 별도

 -  피보험자 :  도봉구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 : 도봉구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절차 없음)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4주 미만 진단은 자전거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함 

보험금 청구 문의·신청

 -  처리절차 :  사고발생→보험사문의→ 보험금청구→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피보험자 청구 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초진 진료차트, 입퇴원 확인서 등)와 청구서를 첨부 

보험사에 청구

 -  보험금 신청 문의 :  DB손해보험(주)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교통행정과  (02)2091-4163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구민

지원금액 :  일반가구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신청기간 : 2022. 1월~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보일러 업체에 신청 및  

구비서류 환경정책과 제출
※  신청 서류 양식 및 구비서류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환경정책과  (02)2091-3246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에 대비하세요!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2.3.22.~4.11.(20일)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2.4.29.

열람 및 의견 제출

 - 방문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 인터넷 :  서울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도봉구청 홈페이지
※ 열람 기간 내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방문 및 전화상담)

부동산정보과  (02)2091-3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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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천을 걷다가

우이천을 걷는데

터줏대감 흰 물고기

달빛에 신비로운 

은빛으로 흔들린다 

5분 정도 더 걸으면

가장 아름다운 

학교 앞 얕은 여울

묵은 마음이 녹아들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제 3월,

흙색 물가에도 초록이 움트고

머지않아 벚꽃으로 뒤덮이겠지

물소리가

봄 소리다

박혜순

살갑게 인사 나누는 
도봉구민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다는 우리 경비실 박 선생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볼 때마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신다.

무심코, 혹은 정신없이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갑자기 옆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처음엔 깜짝 

놀랐었다. 처음에는 이분이 그저 주민들과 친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을 

가지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주민들에게도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혹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구라도 만나면 

서로들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 인색했던 

주민들이 하나 둘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박 선생님이 주민들에게 인사 나눔의 여유까지 선물해 준 

셈이다. 

소비되는 것은 별로 없으나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친다.

이는 데일 카네기의 ‘웃음 예찬’에서 웃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웃음은 아무리 소비해도 줄어들지 않으니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봉의 주민들은 늘 먼저 서로에게 살갑고 밝은 

인사를 나누는 멋진 시민들이었으면 좋겠다.

남준희

 접수

2022.4.8.(금)까지 A4용지 1/2장 이내 

(200자 원고지 3장 내외) 

※  우편 접수하는 경우, 4.8.(금)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 곳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4층 홍보전산과 홍보영상팀  

 (02)2091-2902, 이메일 : always257@dobong.go.kr

※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구민의 소리 안내
구민의 소리

반려견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요
여성리포터 박세윤

도봉구 창1동에 위치한 초안산 근린공원 창골 지구 내에 

반려견 놀이터가 3월 2일부터 개장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즐기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들의 무게에 따라 소형견과 대형견을 구분하여 운동장을 

이용하며,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13세 이상의 견주가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도봉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견주 간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추후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하여 놀이터에서 반려견 문화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놀이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월요일과 겨울은 

휴장합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주말에는 200여 

마리가 다녀갈 정도로 많은 견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착되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이외에도 강아지와 산책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문의 : 환경정책과  (02)2091-3212~4

음악과 함께하는 창동역 1번 출구 
LP 음악감상실 ‘OPCD 바이닐’로 GOGO!

매일 수많은 주민들과 차량이 오고 가는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에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음악 향유 공간이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방된 LP 음악감상실 ‘OPCD 바이닐’이 그 주인공이다. 지하철 1, 

4호선 환승역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고가 하부는 환승역답게 매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는 장소다. 바로 이곳에 주민들 누구나 쉽게 접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음악 쉼터’가 마련돼 

음악으로 일상의 쉼표를 향유하려는 주민들에게 무료 음악 감상의 시간을 제공해오고 있다.

방문한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직접 무료로 LP를 골라 현장에서 직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곳에 준비된 LP는 국내외 팝과 

R&B, OST, 재즈, 록 등 다양한 장르가 모두 마련돼 있다. 방문객 누구나 1인 LP 감상 장비 3기와 2인이 함께 들을 수 있는 LP 기기를 

활용해 무료로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특히 음악에 문외한이라도 이곳에 상주하고 있는 청년 음악가들을 통해 

현장에 준비된 다양한 음악 장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고, 다양한 

방문객들에게 적절한 음악 장르를 추천받아 LP 판에 담긴 생생한 음원을 

즐길 수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문을 연 이곳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OPCD는 인디 

창작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여성리포터 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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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알아보는 도봉의 이모저모당신의당신의  아름다운 실천아름다운 실천이 겨울을이 겨울을  
더욱더욱  따뜻따뜻하게 합니다!하게 합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됩니다.

이 명단은 2022.2.1.~2.14.까지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면 관계상 10만 원 이상 후원자만 게재되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2022

창동,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의 산실로 거듭난다!
지난 2월 23일, 도봉구는 자치구 최초로 유니티코리아와 

‘메타버스 기반 창작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봉구는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꾸준한 

노력을 쏟아왔다. 이를 위해 현재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을 통해 서울아레나,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창동 아우르네-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서울로봇 인공지능 

과학관, 서울사진미술관 등 미래산업의 기반 마련에 매진해오고 

있다.

기반 마련과 함께 도봉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메타버스 

생태계 중 ‘3D 인력 양성’을 통한 ‘창작자 경제(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조성이다. 구는 메타버스 생태계 내 인프라, 

디바이스 등 플랫폼 영역은 과열 경쟁 양상을 띠는 반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했다. 향후, 도봉구는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내 음악 창작인과 메타버스 기반 창작자들의 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음악 작업실, 3D 크리에이터 교육·교류 

공간 등 지원시설을 통해 도봉구 창동을 메타버스 시대에 

선도적으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작인들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협약 내용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 활용을 위한 

협조, 도봉구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 미래 일자리 창출 등 생태계 

조성 지원, 메타버스 기반 3D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지원, 

공모전, 세미나, 콘퍼런스 등 크리에이터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도봉구는 협약 체결 이후 첫 시범사업으로서 올해부터 ‘3D 환경 

제작 인력(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구는 서울 동북권역에 메타버스를 준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세계를 채워 나갈 콘텐츠 

창작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93

도봉구가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20세 이상의 도봉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 근로, 골목 청소 지킴이 등 공공사업 참여자는 

참여가 불가하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kg당 2만 원(1g당 20원)으로 최소 1kg 이상을 

접수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은 최대 6만 원(1인당 3kg)까지이다. 1kg 미만이나 3kg 

초과로 제출한 경우, 이월하여 다음 달 수거분과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봉구민은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하여  

사전 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향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을 가지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된다. 담배꽁초를 제출하는 장소는 쌍문역 2번 

출구, 방학역 2번 출구, 창동역 1번 출구, 도봉역 1번 출구이다. 

역별로 수거한 담배꽁초 제출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안내 시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젖거나 

이물질이 섞였거나 흡연구역, 쓰레기통 등 거리가 아닌 곳에서 

다량으로 수거한 담배꽁초는 인정이 안 된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자원순환과  (02)2091-3264

도봉구, 2022년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도봉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제출 지정장소
※ 자세한 신청 일자와 장소는 사전 접수 시 안내

월 요일 권역 지정장소

5, 7, 9, 11
(3월은 셋째, 다섯째 주  

수요일에 신청)

둘째주 수요일 둘째주 수요일 쌍문역 2번 출구 

넷째주 수요일 넷째주 수요일 방학역 2번 출구

4, 6, 8, 10, 12
둘째주 수요일 창동 창동역 1번 출구

넷째주 수요일 도봉동 도봉역 1번 출구

  구청 기부 명단
성금 
1억 •씨젠의료재단

300만원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도봉구지부지점

100만원 •카포스 도봉구 지회

10만원 이상 •도봉구청 모금함

성품(환가액) 
2100만원 이상 •동성제약㈜(유산균)

900만원 이상 •예원(이불)

500만원 이상 •도선사(쌀)

  동 주민센터 기부 명단
쌍문1동
성금 
50만원 이상 •김지영

20만원 이상 •백운빌라 주민일동

10만원 이상 •인선

성품(환가액) 
500만원 이상 •동성제약(주)(베이비드롭 유산균)

30만원 이상 •한일병원한우아름봉사단(쌀)

20만원 이상 •홍귀연(바느질하는친구들)(여성위생용품)

10만원 이상 •엄일성(상품권)

쌍문2동
성금 
30만원 이상 •KR마트

성품(환가액) 
200만원 이상 •대원사(쌀)

40만원 이상 •백송종합관리(쌀)

쌍문3동
성금 
50만원 이상 •도봉구간호사회

10만원 이상 •쌍문3동 모금함

성품(환가액) 
220만원 이상 •심원(쌀)

40만원 이상 •쌍문3동 도봉 새마을금고(쌀)

30만원 이상 •한일병원한우아름봉사단(쌀)

쌍문4동
성금 
30만원 이상 •쌍문현대1차아파트

10만원 이상 •안정주

성품(환가액) 
50만원 이상 •쌍문4동 주민일동(상품권)

54만원 이상 •성진섬유(양말)

40만원 이상 •쌍문4동 도봉새마을금고(쌀)

10만원 이상 •비비큐 남승우(치킨)

방학1동
성금 
100만원 이상 •방학1동 방위협의회

50만원 이상 •김민환(자율방범대)

30만원 이상 •방학1동 4통 주민일동

10만원 이상 •김부학 •방학1동 21통 주민일동 •김미영 

•임연수 •방학1동 25통 주민일동 •최병란  

•11통 주민일동 •배지연 •구경회

성품(환가액) 
700만원 이상 •동성제약(주)(유산균)

130만원 이상 •베다니교회(쌀)

80만원 이상 •방학1동 도봉새마을금고(쌀)

70만원 이상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식품키트)

10만원 이상 •송명찬(쌀)

방학2동
성금 
40만원 이상 •방학2동 어린이집(지명숙)

10만원 이상 •김오목

방학3동
성금 
100만원 이상 •17통 주민일동(12월)

30만원 이상 •방학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학3동 주민자치회

20만원 이상 •방학3동 주민센터

성품(환가액) 
30만원 이상 •꿈밭유치원(쌀)

20만원 이상 •방학3동 어린이집(라면)

10만원 이상 •빵명가(수제빵)

창1동
성금 
50만원 이상 •창동주공4단지통장일동

40만원 이상 •창1동 교동협의회  

•창1동 즉흥S클래스주민일동

30만원 이상 •창1동 29통주민일동

10만원 이상 •창동대우그린아파트 경로당 

•창1동 4통주민일동 •창1동 모금함

성품(환가액) 
120만원 이상 •대한섬유(양말)

50만원 이상 •창1동 새마을금고(쌀)

30만원 이상 •한일병원(쌀)

창2동
성금 
100만원 이상 •진로우성물산

30만원 이상 •해바라기어린이집 •북한산현대홈시티

20만원 이상 •한별유치원

10만원 이상 •창2동 주민일동

성품(환가액) 
1700만원 이상 •진영어패럴(옷)

1000만원 이상 •동성제약㈜(유산균)

130만원 이상 •유니비스(쌀)

90만원 이상 •진로우성물산(라면)

50만원 이상 •창2동 새마을금고(쌀)

창3동
성금 
30만원 이상 •링크시스템

20만원 이상 •오성식당

10만원 이상 •창3동 모금함

성품(환가액) 
50만원 이상 •창3동 도봉새마을금고(쌀)

창4동
성금 
100만원 이상 •전병국(12월)

성품(환가액) 

창5동
성금 
500만원 이상 •북한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50만원 이상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0만원 이상 •북한산아이파크아파트 해피봉사단

20만원 이상 •창5동 주민일동

•라스트점핑다이어트클럽(조가영) •창동종로약국

10만원 이상 •꽃나래어린이집 원생일동  

•현대어린이집 원생 •사랑의장독대 •현대어린이집

성품(환가액) 
100만원 이상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식품키트)

도봉1동
성금 
100만원 이상 •서원암

20만원 이상 •명륜진사갈비 도봉산점

10만원 이상 •김용준 •도봉1동 20통주민일동  

•도봉1통 저금통 •도봉1동 27통 주민일동 •김지선

도봉2동
성금 
100만원 이상 •도봉2동 한신통장

10만원 이상 •윤정숙 •이상선

성품(환가액) 
40만원 이상 •도봉2동 새마을금고(쌀)

  QR코드 기부 명단
성금 
300만원 이상 •정동원(1월)

10만원 이상 •김학동치과의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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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마을과  (02)2091-2223~5,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952-6722~5 

● 영상게시일시 : 2022.4.1.~4.15.(2주간)

● 사전상담기간 :  (행정)2022.4.4.(월)~4.15.(금), (센터)2022.4.4.(월)~4.22.(금)

● 방법 : 유튜브 채널 「도봉구 마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시청 https://c11.kr/dbmasetube

●  대상 :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모임,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  

※ 온라인 설명회 사전 신청 시 영상 게시일에 url을 문자로 공유, 구글폼(https://url.kr/rqo5ib)

● 지원분야

● 슬로건 : 공간과 사람, 연결 

● 일시 : 2022.4.1.(금) 14:00

● 장소 : 모두의 마을활력소(도봉구 노해로 227)

● 내용 :  개소식(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사회적 경제관 온라인 재개관) 

부대행사(원 데이 클래스, 작은 공연, 보이는 라디오 등)

      ※ 현장 상황에 따라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치마을과  (02)2091-2222

모두를 위한 공동체 공간인 ‘모두의 마을활력소’의 개소와  

‘사회적 경제관’의 재개관을 알리며, 주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마을활력소 개소식 안내

추진주체 사업유형 주요내용과 신청자격 지원규모

행정
(자치 마을과)

이웃 만들기
- 마을에 흥미를 가지는 단계의 모임을 형성하는 사업 대상
- 마을 사업 경험이 없는 같은 동 3인 이상 주민 모임
- 마을 사업 경험이 있는 같은 동 3인 이상 주민모임(일부)

70만 원 이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지원
- 입대위·주민모임(10명 이상)·관리사무소 공동 신청

100만 원~500만 원

공유 마을
만들기

- 공간·물건·지식·경험 등 공유 촉진 사업
- 3명 이상 주민모임, 단체 또는 기관

모임별
1,000만 원 이내

주민이 유대를
이루는 소모임

- 도봉구 주민모임(20명 이상)과 동장
- 14개동 대상 10개 내외 모임

사업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탄력 지원

마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마을 함께
상상

- 관심 있는 3명 이상 주민 모임
- 주민 스스로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관련 지역의제 직·간접 해결

모임별
200만 원~400만 원 이내

모두의 마을 
솔루션 

(모임) 
-  3명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의제 발굴, 실행

모임별
500만 원 이내(기획)  

- 관심 있는 누구나(개인) 
-  기존 마을 사업 비참여자들이 지역사회문제를 제시하고  

함께 추진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 활성화

2022.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온라인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