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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세대를 잇는 도서관 지혜의 샘에서 미래를 읽는 도서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서관

원당마을 한옥도서관이 
활짝 문 열었습니다!

함께 둘러보면 좋아요!

▲ 원당샘공원 ▲ 방학동 은행나무▲ 연산군 묘

○ 주소 : 도봉구 해등로32가길 17

○ 대중교통 :  지하철 4호선 쌍문역하차 후 마을버스 이용 

김수영문학관, 연산군묘에서 하차  

버스 130, 1167, 도봉6, 노원15

오시는 길

원당마을
한옥도서관

● 연산군 묘

● 김수영 문학관

● 원당샘공원 신학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

신동아
3단지

신동아
2단지 아파트

운영안내
○ 규모 : 지상 1층(대지면적 1,223㎡, 연면적 348.24㎡)

○ 주요시설 :  성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영유아자료실,  

다목적실, 중정, 앞·뒷마당 등

○ 개관일 : 2022.5.27.(금) 

○ 시범운영(운영시간 단축 운영)

 - 기간 : 2022.5.27.(금)~2022.6.30.(목)

 -  운영시간(매주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평일 09:00~18:00/주말 09:00~17:00

○ 추후 정상 운영 시 운영시간

      평일 09:00~20:00/주말 09:00~17:00

○ 개관식 : 2022.5.27.(금) 15:30~18:00

 - 식전공연, 현판제막식 및 기념축사, 시설관람 등

○  도봉문화원 ‘찾아가는 도봉문화’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 시간 및 장소 : 12:00~15:30, 원당샘공원

 - 내용 : 도봉옛길 예술상단 공연, 연계 프로그램 등

○ 개관 부대행사 : 2022.5.28.(토)~5.29.(일)

개관식에 놀러오세요!

구분 내용

전시
도서관 개관과정 전시 및 북큐레이션

 - 한옥도서관 건립과정 등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전시, ‘한옥’과 관련한 책, ‘시작’과 관련한 주제의 책으로 큐레이션

프로그램

도서관 개관 축하글쓰기 

한옥에서 인생샷(도서관 인스타그램에 한옥도서관 해시태그)

전통책 만들기, 단청목걸이 만들기, 한옥도서관 장서인찍기(당일 선착순 접수. 회당 15명, 4회 진행) 

앞마당(너른), 뒷마당(오른)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전통놀이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  (02)9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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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정부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 수령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수령한 자

 ※  지원 대상은 2022.5.20. 이후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100만 원

�  신청기간 : 2022.5.20.(금)~6.24.(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 2022.5.10.~계속(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코로나19 이후(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20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업체

�  지원내용 : 신규채용 1인당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

�  지원요건 :  신규채용 일로부터 고용장려금 지급까지 최소 

6개월 고용 유지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  지원제외 대상 및 상세내용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히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7.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은, 

상생협약 참여 관내 사업체

�   지원내용 

근로자에 선지급한 휴업수당 중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제한 

사업주 부담분 상한액 내 지원(최대 6개월)

�  지원요건

 -  공고일 현재 도봉구 소재 사업체

 -  2021.12.~2022.6. 기간 내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 수급

 -  정부 등으로부터 타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받지 

않은 업체

 -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 기업체 제외)

 -  대상기간동안 고용유지 및 해고 미발생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  상세내용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히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신청기간 : 2022.5.10.~6.30.

�  지원대상 :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최대 3개월)

�  지원요건

 -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

 -   2021.4.~2022.6.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기업체 대상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함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  지원제외 대상 및 상세내용 :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히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힘내라 힘내라 도봉!도봉!쌰!으쌰으
2022. 제3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2.6.13.(월)~6.24.(금)

�  신청대상  ※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로서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1세대 1인 신청)

 -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금융기관 여신 적격자  ※ 소득대비 기존 부채가 과다할 경우 융자 불가능

 - 가구합산 재산세 연(年) 50만 원 이하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

�  융자용도 : 소규모 업종 운영자금, 전월세 보증금, 학자금, 재난 생계자금

�  융자조건 : 가구당 5천만 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 2%(2022.12.31.까지 무이자 0%, 2023. 1월부터는 추후 결정되는 예정금리 적용)

�  신청장소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  신청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주민등록번호와 변경 이력 모두 기재),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소득 증빙서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치) 

 - (직장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치)

   ※ 소득 발생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으로 서류 문의

�  대출예정일 : 2022.7.20.(수) 

기타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 마당 공지사항 참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금액 3,269,598원 4,978,354원 6,790,718원 7,528,802원 7,897,433원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3

우리은행도봉구청지점  (02)3491-1188(내선310)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온라인) 2022.2.14.(월)~2022.12.11.(일)

 -  (방문) 2022.2.14.(월)~2022.12.9.(금) 평일 09:00~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지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업체별 50만 원 지원

� 자격기준  ※ 지원제외대상 홈페이지 참고

� 신청방법 : 온라인(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업종별 해당 부서)

� 상세내용 : 구청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참고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2019년~2021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 신고 매출액 0원인 경우 지원 가능
※  음식·숙박,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 10억 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PC방 : 30억 원 / 방문판매: 50억 원

상시근로자수 5~10인 미만
※ 음식·숙박·도소매: 5인미만,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폐업일시 20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신청일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포함, 폐업일-미포함)

해당업종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  ※ 일반업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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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소식
�홈페이지 http://www.council-dobong.seoul.kr �트위터 https://twitter.com/dobongcouncil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obongcouncil

대한불교조계종 천축사 주지스님,
종교문화 발전 기여 감사패 전달(2022.4.15.)

장애인의 날 기념,
도봉구의회 의장상 수여(2022.4.20.)

의정갤러리

의회101:도봉구의회에 대한 모든 것(의회의 구성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경숙 의원(창1·4·5동)

▶ 신상발언
“ 지방자치 발전과 도봉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저의 노력과 과정은 구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 되었음. 응원과 지지에 감사”

이영숙 의원(창1·4·5동)

▶ 신상발언
“ 도봉에 뿌리를 내려 한그루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과 공기가 되어준 구민 

여러분, 도봉구 발전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해준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감사”

이은림 의원(도봉1·2동)

▶ 대표발의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상발언
“ 지난 8년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제게 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

도봉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운영

도봉구의회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전원 합의체이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

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본회의조직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안건(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재정, 직원·청사관리, 교육, 문화, 청소,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조례안 심사,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사안을 처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 교통, 보안등, 공원, 도로, 건강 

관련 부서의 조례안 심사,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사안을 처리 

합니다.

상임위원회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을 가지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합니다.

의장 및 부의장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도봉구 14개 행정동 5개의 

선거구에서 총 14명(지역구 12명, 비례대표 2명)이 선출되어 

도봉구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을 갖습니다.

의원

전문위원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 보좌를 

담당합니다.

전문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운영지원팀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사무국장

복지건성위원회행정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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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01-5160(169)

도봉구민회관

체육강좌
프로그램 요일 시간 정원 수강료(월)

이지다이어트
방송댄스

월~금 09:00~09:50 65 35,000원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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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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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5,000원

필라테스1 월/수/금 09: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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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19:50 20 66,000원

점핑다이어트3 월/수/금 20:00~20:50 20 66,000원

사교댄스 토 11:30~13:00 40 20,000원

사교자이브 토 13:30~15:00 40 20,000원

부부댄스스포츠 토 19:00~20:30 20 40,000원
(2인)

구음살풀이춤 화 14:00~16:00 30 25,000원

진도북춤 금 15:00~17:00 30 25,000원

 (02)901-5084-5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 오픈

성인 GX 신규강좌
강좌명 요일 대상 정원 수강료

요가
월/수/금 성인 25명 44,000원

화/목 성인 25명 33,000원

필라테스 화/목 성인 25명 33,000원

발레스트레칭 월/수/금 성인 20명 55,000원

기구
필라테스

월/수/금 성인 7명 180,000원

화/목 성인 7명 130,000원

※ 자세한 강습 및 시간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SAC ON SCREEN
일시 시간 상영작품 상영장소 요금

6.9.(목) 14:00 춘향탈옥(오페라)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무료

강사명 시간 요일 대상 강습료

취미반
주말 토요일
11:00~12:30

초등
5~6학년

10~12명 44,000원
(월 4회)

단체반
월~금

상담 후 시간 협의

초등부 6~12명 40,000원
(월 4회)유아부 6~12명

초안산 창골 축구장

도봉FC 모집  (02)901-5126~7

유아강좌
강좌명 요일 시간 대상 정원 수강료(월)

하버드멘사
보드게임

화
16:00~16:50

5-7세
8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8명

케이넥스
창의과학

수
16:00~16:50 초등 저 8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7세 8명

쿠키클레이 &
토탈공예

목
16:00~16:50

6-8세
8명 42,000

(재료비 별도)17:00~17:50 8명

창의력
미술교실

금
15:00~15:50

6-7세
8명 35,000

(재료비 별도)16:00~16:50 8명

 (02)901-5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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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901-5125

강사명 시간 요일 대상 강습료

고륜영 6:00/7:00
월/수/금

8명
(매시간)

137,500원
(월 11회)판정원 10:00/11:00

김진형
10:00/11:00

18:00/19:00/20:00
화/목 100,000원

(월 8회)

※ 매회 50분 진행. 자세한 강습 및 시간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초안산 배드민턴장

다락원 체육공원

배드민턴/테니스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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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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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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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습)

198,000원
(월 16회)

 (02)901-5190

창동문화 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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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02)901-5034, 헬스장  (02)901-5038

※  헬스장 유산소머신(12대) 전면 교체! 
새로워진 헬스장!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창동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강좌를 만나보세요.

상영작품 장소 및 일시 관람요금

소월의 꿈(창작발레)
구민회관 하모니홀

- 6.4(토) 4시
30,000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서울문화재단 주관)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협력을 통해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구. 대강당)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선정!

기억키움쉼터를 이용할 치매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운영 :  주 5일/오전(09:30~12:30)/오후(13:30~16:30)중 택1

장소 :  마들로 650(도봉월드상가 3층, 기억키움쉼터)

대상 :  치매 진단자 및 인지지원등급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및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내용 :  인지재활 프로그램, 돌봄서비스 제공 등

비용 :  무료

이용기간 :  이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신청방법 :  사전예약제(전화 및 방문) 

도봉구치매안심센터  (02)955-3591~3

일시적 거동불편자대상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 운영

일시 :  연중

대상 :  단기간 재활 보조기구가 필요한 도봉구민

내용 :  재활보조기구 6종 대여(1개월) 

(휠체어, 바퀴워커, 워커, 지팡이, 목발, 실버카)

비용 :  무료

준비물 :  신분증(거주지 확인)

신청 :  사전예약제(전화 또는 방문/5층 재활사업실) 

지역보건과  (02)2091-4565, 4672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안내

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당뇨, 복부비만, 고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과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로 방치하면 뇌졸중, 동맥경화등을 일으키고 심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약 4배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 검사 신청 안내

도봉구보건소(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장소 :  도봉구 보건소 3층 대사증후군 관리센터(쌍문동)

 - 창동 보건지소 1층 만성질환관리실 (창2동)

대상 :  만 20세~64세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

검사비용 :  무료 (예약제)

검사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측정, 

체성분(인바디)검사

 -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지속 관리

준비사항

 - 사전 전화예약 후 검진가능

 - 검사 전 10시간 이상 금식(검사 당일 혈압약은 물과 복용가능) 

도봉구보건소  (02)2091-4623~4627         

창동보건지소  (02)2091-5468

서울케어-건강돌봄팀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대상 : 도봉구민 중

 - 혈압·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 허약·영양상태 취약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내용

 - 건강돌봄팀에 의한 건강상태 평가

 - 만성질환관리, 영양 및 식생활 상담, 맞춤형 운동교육, 복지자원연계

비용 : 무료

신청 및 문의 : 유선 전화

지역보건과  (02)2091-4566~9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 :  1,147개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기준 :  환자·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구비서류 :  진단서(3개월 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함), 장애정도결정서(해당자)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지역보건과  (02)2091-4562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일시 :  2022.6.13.~8.31.(주 2회/12주 과정/월, 수 09:00~)

영양플러스사업이란?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일정기간동안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보충 식품공급 : 쌀, 감자, 당근, 달걀, 서리태, 김, 미역, 우유, 분유 등

 -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등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청 안내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 맞벌이부부의 건강보험료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신청 :  창동보건지소 전화 또는 방문(사전예약) 

창동보건지소  2091-5466, 5470

온라인 우리동네 맞춤 
건강운동교실 2기 운영
일시 :  2022.6.13.~8.31.(주 2회/12주 과정/월, 수 09:00~)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 2022.6.10.(금)까지 전화접수

진행 :  스마트폰(그룹 어플리케이션 밴드)

내용

 - 재활 및 필라테스를 기반 기초근력운동 및 우리동네 걷기

 - 모집인원 : 40명

 - 매주 월, 수(동영상 스케줄 업로드, 운동 인증 댓글)

 - 프로그램 출석률 80% 이상 달성 시, 운동물품키트 제공

 - 실시간 피드백제공, 사전·사후 체성분검사 등

강사 :  김태규(건강 운동관리사) 외 1명 

창동보건지소  (02)2091-5455, 5469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 도봉구 거주(등본상) 또는 직장인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남, 여 

지원내용 :  건강 설문 및 건강검진, 엽산제(영양제) 지원 등

※ 현재 검진은 일부 남성 검진만 시행 중

신청방법 :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건강 설문 작성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문의 :  도봉구보건소 아이맘건강센터 

지역보건과  (02)2091-4692,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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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문화원 소식

도봉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부문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트럼펫

대상 : 도봉구내 거주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음악전공 대학생 및 전문연주자

접수일 : 전화 접수 후 오디션 실시(상시 모집) 

오디션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자유곡 1곡

※ 나눔·정기연주회 공연 및 봉사시간 확인서 제공

  070-4276-7566

2022. 토요탐방 도봉기행

도봉의 역사와 문화유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토요탐방 도봉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대상 : 초등생~성인

운영시기 : 매주 토요일 10:00~12:00

신청 :  전화(02)905-4026, (070)7703-5175,  

인터넷 접수(www.dobong.or.kr)

탐방코스 

6.4.(토) 6.11.(토) 6.18.(토) 6.25.(토)

창동 
역사문화길

도봉서원
바위글씨길

분단의 아픔, 
평화문화진지길

도봉 플로깅

장소 :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일시 : 매주 월요일 15:00(6.29.(수) 특별상영 및 연계 프로그램有)

입장료 : 무료(선착순 198명)

일시 상영작 상영시간 관람대상

6.13.(월) 15:00 미쓰백 98분 15세 관람가

6.20.(월) 15:00 부러진 화살 100분 15세 관람가

6.27.(월) 15:0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21분 12세 관람가

6.29.(수) 15:00 광대들: 풍문조작단 130분 12세 관람가

6.29.(수) 13:30 문화가 있는 날 - 시니어극단 은빛여울 「우리네 어머니」 낭독극 공연

※ 상기 프로그램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02)905-4026, 070-4276-7566

2022. 문화가 있는 날 “문화路 잇는 도봉옛길”

도봉의 역사와 문화유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토요탐방 도봉기행” 

지역주민과 함께 도봉문화(도봉옛길)을 만들어나가고자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문화路 잇는 도봉옛길”을 

개최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매월 문화주간(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 주간)

내용 :  길거리 공연, 도봉문화 주제공연, 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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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및 행사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 문화가 있는 날 도봉문화 굿즈 공모전 2차 공모

주제 :  도봉문화를 소재로 한 굿즈(악세서리, 사무용품, 의류 등)  

아이디어 공모

문의 : 지역학진흥팀 (02)905-4026, (070)4276-7567 

※ 자세한 내용은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도봉문화봉사단 3기 모집

우리는 문화로 봉사한다! 도봉문화봉사단 3기 : 도봉옛길 

패랭이단과 놀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 6.27.(월)~7.5.(화) 18:00까지

활동기간 : 2022. 7월~11월

모집대상 : 지역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만 19~34세)

신청방법 :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 지역학진흥팀 (02)905-4026, (070)7703-5175

2022. 제22 3기 도봉문화원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2022.7.1.(금)~9.30.(금)(3개월)

접수기간 : 2022.6.13.(월)~6.24(금)(2주)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edu.dobong.or.kr/)

※ 강좌의 자세한 사항은 도봉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02)905-4026

도봉갤러리 2023. 상반기(1~6월) 대관신청 안내

수시신청 : 정기대관 이후 공백이 있는 기간에 가능

신청방법 : 7.4.(월)부터 전화 접수 후 방문 대관신청

대관료 : 1일 20,000원                                                      (02)905-4026

♥  전후세대 대표 작가 손창섭 탄생 100주년 기념  
손 편지 국내 최초 공개 및 학술 세미나

손창섭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편지문학관에서 손 편지 첫 공개와 

학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6.23.(목) 15:00~17:00

대상 :  도봉구민이면 누구나(20명 내외)

장소 :  편지문학관 프로그램실

♥ 편지인문학 특강

저명 비평가, 고전문학자,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문화전달자를 

초청해 편지를 주제로 한 인문학 교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매주 화요일 15:00~16:30

대상 :  도봉구민이면 누구나(20명 내외) 

장소 :  편지문학관 프로그램실

♥ 작가와 함께하는 도봉구민 편지쓰기와 낭독회

한국 문단의 중견 작가를 초빙해 편지쓰기와 낭독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일시 :  매주 금요일 15:00~16:30

대상 :  도봉구민이면 누구나(20명 내외)

장소 :  편지문학관 프로그램실

편지문학관  (02)998-4028

편지문학관 소식

도봉갤러리 6월 전시 일정

장소 : 도봉갤러리

전시기간 전시명 전시구분 전시주최 비용

6.15.~6.21. 제10회 마음의 초상 아크릴화 마음의초상 협조합

무료6.22.~6.28. 내 마음의 풍경 유화, 드로잉 김가애, 양현아, 장연주

6.29.~7.5. 꼼지락 유화 박연숙

도봉시네마 

  6월 상영작

학마을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55-0655

프로그램명 일시

[A.P.P.L.E.] 일상을 담는 펜화 그리기 6.16.~7.21. 10:00

[문화가 있는 날] 작가와의 만남 6.24.(금) 16:00~

[영상] 영상으로 기록하는 여행 다이어리 6.3.~6.24.(매주 금) 10:00

[영상] 영상공작실장비활용교육 6.7.(화) 10:00~12:00

도봉아이나라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95-4171 

프로그램명 일시

[영어 아카데미] 투빗더힛 여름 나기 6.5.~6.26.(일) 14:00~

[하브루타] 찾아가는 하브루타 6.13.~6.27.(월) 13:30~

[절기 행사] 단오맞이 6.4.(토) 10:00~

공모-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6.3.(금) 15:00~

공모-초등 미디어 평생교실 6.3.~6.24.(매주 금)

[문화가 있는 날] 가족 공연 6.30.(목) 18:00~19:00

도봉기적의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3493-7171

프로그램명 일시

[기적의 독서토론] 마따호쉐프 1기 6.13.(월) 16:00

[북 스타트 활동] 집에서도 잘해요 6월 2, 4째주 목요일

[생태환경] 6월 놀면서 크는 우리 6.18.(토) 10:00

[특화 도서관] 조천호 박사 특강 6.11.(토) 14:00

[특화 도서관] 기적 생태탐험대 6월 운영 예정

50+ 합창합주 기적의 하모니 6월 운영 예정

[문화가 있는 날] 가족 공연 6.29.(수) 18:30

도봉문화정보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00-1835

프로그램명 일시

3D 펜 ART 심화반 6.9.~6.30.(목) 14:00~

도전!! 코딩 메이커(사물인터넷) 6.4.~6.25.(토) 10:00~

[길 위의 인문학] 도봉 에세이 쓰기 모집 
(장년반, 청년반)

6.4.~10.15.(토) 10:00~

[특성화] 홈트-수건 스트레칭 6.16~7.7.(목) 10:00~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예정 6월 말 예정

쌍문채움도서관 프로그램 안내   (02)998-0910

프로그램명 일시

아이와 함께하는 책놀이 6.9., 6.23.(목) 15:00

책 읽어주는 선생님 매주 수 16:00~17:00

[특화] 예술로 ‘나’를 채움 6.2.~6.30.(목) 10:00~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6.25.(토) 14:00~

[문화가 있는 날] 그때 그 클래식 6.30.(목) 18:30~

[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 6.2.(목)~6.23.(목)

[김수영문학관] 명사 초청 강연회

강연자 :  최승호 시인

일시 :  6.18.(토) 15:00~17:00

장소 :  김수영문학관 4층 강당

입장료 :  무료(선착순 입장)  ※사전 접수 불필요

 (02)3494-1127

[무중력지대 도봉]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내용 : 창업 청년을 위한 홍보마케팅 전략 세미나

일시 : 6.16.(목), 6.23.(목) 19:00~21:00

장소 : 무중력지대 도봉 1층 세미나실

인원 : 최대 16명/무료

 (070)8853-6555

[도봉구민청]  

갤러리 전시 ‘캔버스 위에 글자를 담다!’

내용 : 정미영 작가의 생각들을 글자에 담은 ‘캔버스 여행’ 전시회

일시 : 6.3.(금)~6.30.(목) 09:00~18:00

장소 : 구민청 1층 갤러리

대상 : 누구나 관람 가능

 (02)3494-6480

[함석헌기념관]  

개관 7주년 기획전시 ‘외치는 자의 소리’

내용 :  ‘성서조선’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주요 저작물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보이는 기획 전시

일시 : 6.1.(수)~7.31.(일)

장소 : 함석헌기념관 씨알갤러리, 유리온실, 정원 

대상 : 지역 주민 누구나

 (02)905-7007

[평화문화진지] 진지한버스킹 ‘팔레트’

내용 : 다채로운 음악장르를 만날 수 있는 버스킹공연

일시 : 5.21.(토)~6.12.(일) 15:00~16:00(매주 토·일요일)

장소 : 평화문화진지 평화광장

 (02)3494-1972

[평화문화진지]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취타대

내용 : 시민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취타대 상설공연

일시 : 5.7.(토)~11.5.(토) 14:00~14:30(매주 토요일)

장소 : 평화문화진지 일대

 (02)349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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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중력지대 도봉]  

2022 월간따봉 3회차 참여자 모집

내용 : 나만의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백드롭 페인팅 DIY>

일시 : 6.24.(금) 19:00~21:00

장소 : 무중력지대 도봉 1층 회의실

대상 : 멤버십 가입완료자(만 19세~39세 청년)

인원 : 5명/무료

 (070)8853-6554

[둘리뮤지엄] 문화가 있는 날 

조랭이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인성교육놀이

내용 : 전통문화 인성교육놀이 체험프로그램

일시 : 6월 마지막 주 주말(예정)

참여인원 : 5세~11세, 총 4회차(회차별 8명)

참여대상 : 둘리뮤지엄 입장객 ※사전예약 필수 

신청 : 둘리뮤지엄 홈페이지(선착순 신청)

 (02)99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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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프로그램 대상 내용

장애인 동료상담 
및 권익옹호 지원

장애인 누구나
대인관계·취업·일상 등의 

고민 상담 및 인권유린·침해·
학대 등 차별 사례 접수

돌봄 SOS
돌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가진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한 일시적 재가서비스 

및 동행 지원 서비스

장애인
근로
지원 

서비스

이용자
사업체 근로자로서 
등록 장애인(중증)

업무보조서비스

근로
지원인

성인남녀 누구나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체 파견을 통한 업무보조

  (02)455-2887, www.dew2sea.com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온라인으로 
만나는

창동종합
사회복지관

상시 개방(온라인)
지역주민 누구나

메타버스(zep)을 이용한 가상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문 가능 

링크 : zep.us/play/8jekBa

창동가족
지원센터

발달 지연 영·아동, 청소년 
주 1회(수업 50분, 시간 조율)

1회당 40,000원

발달지연, 심리적 어려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놀이치료, 

미술치료 진행.

마음건강
지원사업

도봉구 거주 만 60세 이상
수급권, 차상위, 저소득의 경우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지원

우울·자살 생각이 높은 어르신을 
위한 개별 및 집단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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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지체장애인협회 회원모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자기개발 
프로그램

회원모집 도봉구 장애인 
누구나 참여가능

월~금 교육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도예교실, 미술교실, 
노래교실(명심보감강좌=누구나 참여)

체력단련 
프로그램

체조교실, 수영교실, 볼링교실

  (02)907-0136

방학동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인원 내용

존엄한 죽음 
준비를 위한 

교육

6월~9월 중 
5회기

방학동 
지역 어르신

20명
방학 지역 어르신들의 

죽음의 질 개선과 존엄한 죽음 
준비를 위한 교육

컴퓨터교실 주 1회 수업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컴퓨터 기초 교육
매주 화(10:00~10:50)
매주 화(11:00~11:50)
매주 금(10:00~10:50)

  (02)3491-4651, http://www.bhs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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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접수(프로그램은 3개월마다 재수강신청) 
※ 백신 3차 접종완료 어르신

주요프로그램 :  컴퓨터, 스마트폰, 키오스크, 유튜브제작, 영어회화,  
통기타, 레크리에이션, 한국무용, 난타 등 

일정

구분 일자 내용 장소

2분기 2022.5.9.(월)~7.29.(금) 2분기 프로그램 진행중 5층 사무실

3분기

2022.5.9.(월)~7.29.(금) 프로그램 접수 5층 사무실

2022.7.20.(수) 프로그램 추첨 5층 대강당

2022.8.8.(월) 프로그램 개강 5층 각 프로그램실

접수안내 :  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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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따로 또 같이 
6.4.(토) 12:00~16:00

방학동 아동청소년, 가족
방학2동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 놀이부스, 품아이장터 운영

서클in도봉
방학동 거주 55세 이상 

타동 주민참여가능
배우고, 체험하며 삶의 활력찾기 

주민 소모임 및 주민재능 연결활동

배달봉사자 
모집

도보 또는 차량 봉사자
월~금 10:00~11:00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진행(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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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밑반찬 배달
매주 화요일 

10:00~11:00
도보 및 자차 이용하여 무료급식 가정에 밑반찬 

및 간편식 배달(무료급식 서포터즈 1기 모집)

  (02)6952-1777, www.dbwc2017.or.kr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심리상담
화 12:00~15:00

만 60세 이상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제공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만 65세 이상 
우울증 진단 자

개별상담, 집단상담치료, 
우울증 진료비 지원, 집단활동,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시간 상이
경로식당 배식 보조, 설거지 등 

어르신께 밑반찬 전달 후 안부 확인 
어르신에게 간단한 스마트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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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동료상담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정 상담, 부모상담, 

가정폭력, 장애관련 비대면상담 등

코로나19 예방물품 
비대면 지원 

중증(1~3급) 
장애인

마스크 및 예방용품 
무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이용안내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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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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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꼬기야 노~올자
만 60세 이상 

재가서비스 선정 대상자
미니수족관 설치 지원을 통해 

무료함과 고독감 완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만 65세이상 
기초수급, 차상위

자조모임 프로그램 참여
지역자원연계

자원봉사자 모집 개인 또는 가족봉사
기관 지원 서비스 보조 

(후원물품 배달 등)

  (02)3494-6060, http://도봉재가.kr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캠페인 및 등록 상담

6.24.(금) 10:00~12:00
도봉구 어르신, 지역주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캠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실버힐링텃밭, 
모두의 마음정원

6.8.~6.29 매주 수 15:30
도봉구 어르신

원예 활동 생활화 교육, 
상자텃밭 식물 심기 및 관리

※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 후 이용 가능하며, 위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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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사회교육
이용자 모집

연중 상시 
7세~성인

피아노 교실, 주산암산 교실

희망온돌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2022.4.~2023.3.
1가구 최대 100만 원 지원

항목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기타 긴급비  
※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 놀이터
매주 월~금

13:00~18:00
초등 1~6학년

예약 후 자유롭게 방문하여 자율학습, 
독서, 보드게임 등 가능 

간식 및 식사 불가, 네이버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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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취업집단상담 
취업 Dream

월~금 09:30~13:30
경력단절여성

5일 완성 취업준비교육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

참여기업 모집 중
여성인력채용 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월 80만 원씩 총 3회 지원

구인·구직상담
여성인재채용희망

기업 및 구직자
여성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구직자 취업상담

  (02)956-9620~3, www.dobongwoman.or.kr

도봉구 가족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가족상담
연간 상시 운영

도봉구 관내 가족 
2인 이상 가족상담 10회, 1인 6회
※ 서울가족상담지원사업 지원(무료)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6월~8월(매주 화, 목)
결혼이주여성

교육 수료 후 한시적 인턴 활동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4월~11월
예비부모,

다문화 부모 및 가족

부모코칭,
부모-자녀상호작용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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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홀로상담실
연간 상시 운영 

1인 가구
도봉구 1인 가구 대상 전문상담 제공 

(최대 6회, 화상, 전화, 대면상담)

도봉부엌
6.23.(목)
1인 가구

여름 절기 맞이 요리 활동을 통한
가사역량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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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

이용대상 : 아동과 양육자(또는 보호자)
사전예약 :  네이버 ‘도봉구 공동육아나눔터’ 검색  

→ 개소별 위치조회-1일 전까지 예약 신청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6월 상시 
프로그램

사전예약 후 방문
무료, 선착순 마감

무궁화 바람개비 
독도 퍼즐 만들기

공간 이용
1일 3회 운영

개소별 운영시간 상이
공간 및 놀잇감 이용, 장난감 대여

보호자-자녀 동반 이용

자녀 돌봄 
품앗이 모집

상시모집
19세 미만 자녀를 둔 3-5가정

품앗이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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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방학동  (02)3494-3560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및 내용

양육스트레스 
관리부모교육

6.8.~8.24.(수) 
10:30

양육스트레스를 점검하고 소집단
상담을 통해 요인별 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인 양육을 지원(총 12회기)

양육상담 금(사전예약) 영유아 부모 대상 양육상담(유료, 비대면)

▶ 창동  (02)994-3341~2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및 내용

클로버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금 11:00/14:30 영아(18~38개월) 대상 감각 프로그램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별 
시간 상이

요리, 언어, 미술 프로그램
(홈페이지 사전예약)

영유아 
발달지원

화~토 
9:00~18:00

도봉구 만 3~5세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온라인 기본검사, 
대면 심층검사, 치료 연계)

▶ 쓰담쓰담 열린육아방  (02)955-3341

내용 및 대상 :  영유아 가정 대상 실내 놀이공간(화~토 3회차, 홈페이지 신청)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 70 쏘네하임 1층(방학동 695-3)

※  장난감·도서 대여, 영유아 놀이실, 시간제 보육(6~36개월) 상시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doccic.go.kr) 참고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쿠킹클래스
화 16:00~18:00

지역 청소년
먹으면서 살 빠지는

저탄수화물 레시피 배우기

베이킹클래스
목 16:00~18:00

지역 청소년
인스타 대세! 

수제 쿠키 만들기

웹툰 작가 체험
수 16:00~18:00

지역 청소년
나만의 웹툰 한 컷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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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교육 문화
6월

청소년 & 성인

청소년 :  방송댄스, 초등역사논술, 
연극 & 연기 수업, 난타, 드럼

성인 :  드럼, 난타, 성인 영어회화, 
스트레칭

같이의 家치
5.21.(토)~6.18.(토) 

10:00~12:00

아동청소년 학대 및 인권보호 교육, 
마스크스트랩 만들기, 

우리집 가훈 만들기, 같이의 家치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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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내 손안에 
스마트한 세상

6.9./6.16./6.23.
14:00~16:00
다문화가정

디지털문해교육을 통한 
스마트폰 및 앱 활용방법 습득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6월~8월(3개월)
6~7세, 초1~6 

상상톡톡 창작미술, 
주니어발레, 일요드럼

평생교육
프로그램

6월~8월(3개월)
성인

수요드럼, 금요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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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청소년누리터WiTH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캐릭터
6.4.(토)~7.16.(토)
8세~13세 청소년

캘린더(달력)와 캐릭터 창작 및 
제작을 통한 자아 탐색 활동

평생교육
6.1.(수)~6.30.(목)

지역 주민

창의수학, 뮤지컬 잉글리쉬,  
주산과 암산, 창의 미술, 그림책 놀이, 

STEAM 과학교실 등

힐링 필링
6.3.(금)~6.24.(금)

지역 주민
다양한 공예 기법 교육을 통한 

인테리어 소품 제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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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창동청소년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지지요
(지구를 지키는 

요원들)

2022.6.~12.
고1~3학년

방역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별 상이
영어, 미술, 피아노, 

드럼, 통기타 등 

꿈꾸는 상상
상시모집

초5~중2 청소년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 가능

(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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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내용

1:1멘토링
초·중·고 

교육취약학생
학습·정서·진로지원 및 

문화체험활동 지원

정서행동
지원

초·중·고 
교육취약학생, 

학부모

개인상담, 종합심리검사, 
전문심리치료, 부모상담지원

학생맞춤형
지원

초·중·고 
교육취약학생

코로나19대응, 자원발굴 및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02)994-7900~1, blog.daum.net/dbe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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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문화예술지원센터

2022년 제11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공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집

업무내용 : 도서 대출/반납 및 장서 정리 등

접수방법 : 유선접수

업무처

도서관명 모집대상 운영시간

창2동
  (02)2091-5908

창2동 거주자 우선
(1년 이상 봉사 가능자)

월~금
10:00~13:00
14:00~17:00

창3동 
  (02)2091-5730

3개월 이상 봉사 가능자

도봉2동 
  (02)2091-5913

도봉2동 거주자 우선
만 60세 이하 여성만

(3개월 이상 봉사 가능자)

도봉구 재능기부자와 함께하는 

배달강좌 삼삼오오(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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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처

3기 6.1.(수)~6.15.(수) 7월~8월
이메일접수 : 

eunhyo0323@dobong.go.kr
방문접수 : 담당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edu.dobong.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05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세요! 

도봉구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배 구분 내용

자원봉사캠프
활동가

모집기간 : 연중 상시
모집대상 :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누구나
활동내용 :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 소속으로 정기적인 

자원봉사 및 특화된 봉사활동, 교육 참여 등

도봉구
바로봉사단 단원

모집기간 : 연중 상시
모집대상 : 재난 자원봉사 관심 구민
활동내용 :  각 동별 바로봉사단 소속으로 재난현장  

대응 활동 및 교육 참여 등

도봉구자원봉사센터  (02)2091-3633

북스타트 꾸러미 택배서비스, ‘북똑똑’ 신청 안내

일시 : 2022.6.1.(수)~선착순 70개

대상 :  2022년 출생아~초등학생 1학년

내용 :  그림책 2권, 가이드북, 가방 등  

책꾸러미 비대면 택배서비스 제공

신청 :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www.unilib.dobong.kr) - 독서문화프로그램 - 공립작은도서관

배송: 2022.6.13.(월)~순차적 발송
※ 해당 책꾸러미는 생애 한 번만 수령 가능(아기 1명당 1꾸러미, 중복 수령 불가)

문화관광과  (02)2091-2275

<신청 홈페이지>

김근태기념도서관

배 프로그램명 일시 및 대상 간략내용

주고받는 
인권 에세이 

6.21.~
(5회차, 매주 화)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에게 글감을 찾는 
과정의 즐거움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 

초여름 고구마 
콘서트

6.5.(일)14:00
공간, 마루(강당)

김은지 시인의 시집을 중심으로 
동물권, 환경문제 등 사회메시지에 
관한 북토크 진행 

당신을 읽어내는 
방법展

2022.
5.24~9.18

‘경청’을 주제로 회화, 미디어 
작품 등을 전시. 
송수민, 이원호, 최모민 작가 참여.

월간 BOOK 
전시 

6월

[성인]  6.26. ‘고문 희생자를  
위한 날’ 관련 도서 전시 

[어린이]  6.5. ‘환경의 날’  
관련 도서 전시 

 (02)956-3100, www.geuntae.co.kr

감사담당관  (02)2091-2073

신청기간 : 2022.5.9.(월)~선착순 마감 시

교육장소 : 도봉구청 은행나무방(지하 1층)

교육대상 :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회차별 30명, 중복 신청 가능)

교육비 : 무료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도봉구립교향악단 구민단원 모집
모집기간 :  5.22.(금)~6.30.(토)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

 - 클라리넷, 오보에, 호른, 더블베이스, 피아노 연주 각 1명

활동내용 :  도봉구 주최 행사 참가, 정기공연 추진 

매주 토 10:30~12:30 정기연습

접수방법 :  응모원서, 초본, 연주영상  

이메일 제출(nhjnhj@dobong.go.kr)

응모원서 :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알림마당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문화관광과  (02)2091-2282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대상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도봉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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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2.(금)~6.30.(토)

원서교부 :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예산–알림마당 

–행사/모집’에서 응모원서 다운로드

접수방법 :  응모원서, 초본, 가창 영상  

이메일 제출(kimdae97@dobong.go.kr)

문화관광과  (02)2091-2283

마마스마켓
♣ 일시 : 5.28.(토) 10:00~14:00  ※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 대상 :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내용 :  (준)마마스드림 사회적협동조합  플리마켓 개최

     -  패브릭 뜨개 여성복 디저트 천연 제품 등  

다양한 상품 판매

     -  성인 및 아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두의 마을활력소  010-3224-0312,  
https://cafe.naver.com/redvfp03

교육시간 : 15:00~17:00(회차별 2시간)

구분 일자 강의주제 강사진

1회 6.13.(월) 다문화와 인권 이묘랑

2회 6.17.(금) 공정과 능력주의 김지나

3회 6.20.(월) 기후 위기와 인권 오정록

4회 6.24.(금) 중대재해와 안전한 사회 엄진령

※ 각 기수별 3회 이상 이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 수료증을 드립니다.

※ 강의 주제 등 일정 변경 시, 신청자에게 개별 공지(문자발송) 예정

            제5기(2023.~2026.)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 아이디어 공모전
도봉구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방향 및 핵심 가치를 담은 복지비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참여대상 : 도봉구 거주 주민 및 도봉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구성원

공모주제 :  제5기(2023.~2026.)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미래상을 표현하는 문구 

(20자 내외, 추상적 문구 지양) 

(예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다 함께 누리는 행복공감, 도봉! 내 삶을 바꾸는 서울복지

접수기간 : 2022.6.2.(목)~6.17.(금)

심사기간 : 2022.6.24.(금)

선정기준 : 창의성, 내용의 파급력, 실현가능성 등 

결과발표 : 2022.7.1.(금)

시상 : 최우수, 우수, 장려 총 6명(참가자 중 5명 추첨, 소정의 선물 증정)

참가방법 : 온라인접수 (e-mail, 구글폼) 

 - 이메일 :  도봉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행사/모집)에서 지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kidif@kidif.re.kr)제출 

 - 구글폼 : 작성폼에 의거 작성

주관 :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주최 :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02)209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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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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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환경교육센터

접수 : 5.25.(수) 10:00부터 홈페이지 접수

교육비 : 무료

프로그램명 일시 내용

현미경 탐정,
작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다!

6월~8월(목)
15:00~16:30
초등 4~6학년

현미경으로 보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 
자연 속 작은 세상으로 출발!

VR로 떠나는 
E-여행

6.17./6.24.(금)
15:00~16:30
초등 2~6학년

VR 카드 보드 환경영상과 
체험을 통해, 지구의 환경 이야기를 

들어봐요!  ※ 대면 수업

새랑 공원에서 
놀자!

6.18.(토)
10:00~11:30

인공새집와 새의 키재기도 알고, 
쌍안경으로 우리 동네의 엄마새와 

아기새를 찾아봐요!

제로 씨! 탄소중립 
EM으로 같이해요

6.14./6.21. 10:00
도봉역다가치센터

성인 대상

EM발효액+EM섬유유연제
+EM주방세제 제품을 만들어보며, 

탄소중립 같이해요!

알.쓸.환
‘모기가 싫어해요’

6.17./6.24. 10:00
성인 대상

여름 곤충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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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기 도봉구 지속가능발전대학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 2022.6.2.(목)~6.28.(화) 14:00~16:00            

교육장소 : 도봉구청 은행나무방(지하 1층)

교육대상 : 도봉구민 30여 명(무료)

신청기간 : 2022.5.12.(목)~6.1.(수) 18:00(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도봉구청 홈페이지(참여→인터넷 접수/예약) 또는 전화접수

교육내용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 ESG 경영의 이해,  

장애인권과 현안과제,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등

※ 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조

지속가능발전과  (02)2091-4813

도봉구 평생학습관 디지털 문해교실

운영기간 :  1기-2022.6.7.(화)~8.2.(화)  

2기-2022.8.9.(화)~10.4.(화) 
※ 매주 화요일 10:00~12:00, 14:00~16:00

교육장소 :  도봉구 평생학습관 2층 소강의실(도봉구 시루봉로 128)

교육인원 :  도봉구 거주 성인 60명(반별로 15명)

교육내용 :  스마트폰 기초(아이폰 제외)+키오스크 활용

접수기간 :  1기-2022.5.23.(월)~5.27.(금) 

2기-2022.7.25.(월)~7.29.(금) 

※ 수강인원이 모자랄 경우 개강 전까지 수시모집

접수방법 :  도봉구 교육포털 도봉배움e 또는 유선 접수[선착순]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도봉배움e’ 사이트 

→ 도봉구 평생학습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04

대상 :  도봉구민 20명(참가비 무료)

일정 :  2022.6.22.(수)~6.23.(목)/2일간 
※ 우천 상황에 따라 운영 취소될 수 있음 

장소 :  도봉산 국립공원 일원, 당고개공원 내 인공암벽장

내용 :  일반 등반기술 및 인공·자연 암벽등반 교육

준비물 :  마스크, 등산 복장, 중식, 식수, 필기구

신청기간 :  2022.6.13.(월)~6.17.(금)

신청방법 :  평생학습체육과 전화 접수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14

2022. 도봉구 풋살교실 참여자 모집

운영일시 : 2022.5.~12. 매주 월 16:00~18:00, 화 17:00~19:00

장소 : 초안산근린공원 내 창골축구장(도봉구 해등로3길 48-11)

교육비 : 무료  ※ 이동차량 미지원/운동복·축구화 개별 준비

모집대상 : 도봉구 관내 초등학생(고학년반, 저학년반 2개반으로 운영)

모집인원 : 30명(2개반, 각 15명씩)

모집기간 : 2022.3.28.(월)~모집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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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학습체육과  (02)2091-3614

6월 구민정보화 교육(대면교육)

교육과정 수준 교육일시 수강료

OA 스타트 업! 
한글

활용

6.8.~6.29.
(월/수)

6.24.보강

09:30~12:00

12,500원

스마트폰으로 
생활을 스마트하게

활용 13:00~15:30

픽슬러로 
좋은 사진 만들기

심화 15:30~18:00

재미있는 세상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기초

6.2.~6.28.
(화/목)

09:30~12:00

재미있는 
세상을 여는 창, 

윈도우
기초 13:00~15:30

OA 마스터 
프로젝트 엑셀

활용 15:30~18:00

내 손안의 클라우드
(마이박스)

심화

6.3.~6.17.
(금)

10:00~13:00

5,500원추억의 사진으로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활용 14:00~17:00

접수 :  5.26.(목) 10:00~5.27.(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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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무작위 전산 추첨, 5.30.(월) 13:00 이후  

당첨문자 개별 발송

장소 :  도봉구청 전산교육장(B1층)
※  교육 첫날 무단결석 시 교육 자동 취소, 단 콜센터로 미리 연락  

주신 분은 제외

6월 구민정보화 교육(온라인 유튜브)

교육과정 교육일시 수강료 채널명

DIY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6.8.~6.29.

(월/수)
6.24.보강

09:30~12:00

무료
도봉구

2교육장

DIY 포토스케이프로 
좋은 사진 만들기

13:00~15:30

한 달 완성! 
DIAT 엑셀 자격증

6.2.~6.28.
(화/목)

09:30~12:00

마이 박스에서 
함께 만드는 

네이버 오피스
13:00~15:30

※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원하는 수업의 교육시간에 유튜브에서 “도봉구 2교육장”을 검색 후 

접속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  02-2091-2500

전문 목공강사와 함께 안전하고 재미있게 

체험하는 토요일 특별프로그램

모집일시 : 체험 신청 7일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  네이버 카페 

도봉목재문화체험장 

- 초안산체험장 토요일 원데이클래스 게시판

장소 :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노해로66길 98)

프로그램 : 매주 토요일, 특별 프로그램 3종

참가범위 : 틈새 콘솔 세트, 나만의 감성 의자 4팀, 캣타워 2팀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  (02)998-2022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

토요일 특별프로그램토요일 특별프로그램 공원여가프로그램 안내

체험종류 및 장소 프로그램 운영일시 대상 접수

유아숲

체험원

둘리  903-0057
곤충의 한살이 6.5.(일) 

부모와 
5~7세 어린이

(10:30~12:00)

도봉구
통합예약사이트

·
서울시

공공예약사이트

나무 한 그루 6.18.(토)

반딧불이  906-0098
나무야 몇 살이니? 6.4.(토)

요술쟁이 초록세상 6.18.(토)

꿈키움  999-1117
애벌레가 꼬물꼬물 6.25.(토)

애벌레 탐험가 6.26.(일)

하늘  999-1116
향기를 품은 숲 6.4.(토)

나무 이야기 6.25.(토)

모험

놀이터

뚝딱뚝딱  994-7108
밧줄꽃이 피었습니다 6.11.(토)

밧줄로 그물을 넓혀라! 6.26.(일)

별별 숲 향기 가득한 놀이터 여행
6.19.(일) 

10:00/14:00
초등생 이상 
가족 단위

 998-3784
 1일 2회 운영 

숲해설

둘레길 걷기(방학동은행나무) 방학동길 걷기
6.12.(일) 

10:30~12:00
제한 없음

도봉구
통합예약사이트

·
서울시

공공예약사이트

생태탐방(창동주공4단지) 오감으로 느끼는 숲
6.18.(토) 

10:30~12:00
가족 단위

곤충관찰교실(창동주공4단지) 숨은 곤충 찾기
6.25.(토) 

10:00~12:00
7세이상 가족

산림치유
초안산

숲체조, 오감체험, 명상, 
맨발걷기 등

화~토 10:00/14:00
1, 3주 일 10:00

(회당 2시간)
제한없음

 904-9901

무수골  956-1118

도봉구민 등산학교 
3기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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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나오는 수도 배관 교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1994년 이전에 건축된 아연도 강관 사용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지원기준 :  표준지원공사비, 실제공사비의 80%,  

최대지원금을 비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

최대 지원금 :  단독주택 150만 원,  

다가구주택 500만 원(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공동주택 80만 원, 공용 수도관 40만 원,  

공용 온수관 20만 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현장조사>지원여부통지>신청서등 제출> 

공사비지원승인통지>공사시행 및 완료>공사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준공검사>공사비 지원금 지급

북부수도사업소  (02)3146-2913~7

2022. 정기분 공공용지 점용·사용료 납부 안내

납부대상 :  관내 공공용지인 도로나 구거, 하천구역의 일부를 

차량진 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과세기간 : 2022.1.1.~2022.12.31.

납부기한 : 2022.6.30.까지  ※ 고지서발송: 6.10.(금) 이내

납부방법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전용계좌 및 이택스 납부 등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도로 및 하천 연간 점용료 25% 감면 후  

부과 예정(단, 주거 목적의 하천점용은 감면대상 제외)

가로관리과  (02)2091-4003(쌍문·도봉동), 
4005(방학동), 4006(창동)    

2022. 도봉구 태양광 추가지원 안내

지원대상 :  도봉구 관내 주택·건물에 태양광을 새로 설치한 도봉구민

지원내용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 외 추가 지원) 200,000원/kW

접수기간   - 주택형 : 1차 5.9.~6.3./2차 6.13.~예산 소진 시 

- 건물형 :  5.9.~6.3.

접수방법 :  보급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그린홈(greenhome.kemco.or.kr) 홈페이지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2022. 태양광 설치업체 등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환경정책과  (02)2091-3209

도로교통법령 시행 관련 변경사항 알림
- 2022.4.2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제8조, 제27조)

 -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보행자 개념의 확대(제2조)   

 -  보행자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보행자’로 

정의하는 한편, ‘차마’에서는 제외하여 보도 통행 허용

외국면허증 교환 발급 절차 개선(제84조)    

 -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해당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제12조)

 -  (개정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통행의 법적 근거 마련(제2조, 제5조의2) 

 -  (개정 내용)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 정의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부과 

도봉경찰서  (02)2289-9658

이사 시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안전 수칙

이사 전 :  LP가스는 계약을 체결한 판매업소에, 도시가스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제반시설 및 기기(가스렌지 등)를 

철거하고, 반드시 마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사 후 :  LPG는 가까운 판매점에 연락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공급을 받으시고, 도시가스는 해당지역 고객센타에 

연락하시면 기기를 안전하게 설치해 드립니다.

가스관련 문의처 

▶ 도시가스 : 대륜E&S(주)  1566-6116

▶ 환경정책과 :  (02)2091-3222, 3224

♥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이 친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적합한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

♥ 보호가정(위탁부모)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때

 - 친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있는 자가 없을 것

♥ 위탁아동 양육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보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생계, 의료, 교육)

 - 아동 1인당 100만 원 지급(최초 1회)

 - 상해보험료·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문의처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02)325-9080

여성가족과  (02)2091-3147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2.6.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원부 상 소유자

납부기간 :  2022.6.16.~6.30.

납부방법 :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스마트폰(S-Tax),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ARS(1599-3900)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 납부

부과과  (02)2091-2822~4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 보관 거치대 무상 지원

신청기간 :  2022.6.7.(화)~6.30.(목)

대상 :  1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사양 :  6칸(3×2), 10칸(5×2),
※ 6칸의 경우 가로형, 세로형 중 선택 가능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설치일정 :  2022.9.~10.

자원순환과  (02)2091-3296

202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실시 안내

정비기간 :  2022.5.23.~2022.12.31.

정비구간 :  창1동 쌍리단길 일대 및 쌍문1동 숭미초등학교 인근

정비비용 :  15억 원(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전액 부담) 

정비내용 :  불량 공중케이블 정비

정비방법 :  도봉구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단 

(담당 공무원, 한국전력공사, 통신사업자) 합동 정비

가로관리과  (02)2091-4004

친환경 녹색교통을 위한 도봉구민 
자전거보험
�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2.4.1~2023.3.31 
※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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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해보험(주)  1899-7751(팩스 0505-137-0051)

교통행정과  (02)2091-4163

●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 구민

● 지원금액 : 일반가구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

● 신청기간 : 2022. 1월~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보일러 업체에 신청 및 구비서류 환경정책과 제출
※ 신청서류 양식 및 구비서류→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환경정책과  (02)2091-3246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독립유공자 세대 제외 

(수도요금 기감면 시행 중)

감면내용 :  중증장애인 세대의 수도요금  

월 10톤(㎥)까지 감면

신청기간 : 2022.3.8.~계속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감면신청서 작성 시 고객번호 기재 필요 

(수도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됨)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2

승용차 감축운행하고 
마일리지 받으세요!

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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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  차량 번호판·계기판 촬영 사진, 신분증

혜택 :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7만 원 포인트 제공

교통행정과  (02)2091-4156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대리인  ※ 1960.1.1. 이전에 조상 

(토지 소유자)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만 가능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상속인 : 상속인의 신분증, 조회 대상자 

(사망자)의 사망일이 기재된 제적등본 

(사망일 2008.1.1. 이후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본인, 상속인의 위임장(서명 또는 도장 날인,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 신청장소

부동산정보과, 가까운 시·군·구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정보과  (02)2091-3714, 3716 

조상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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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의 
따뜻한 품을 
나누어 주세요!

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조상땅 찾기 신청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불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불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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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면

바람이 불어요

사랑을 속삭이는 별들이 있어 아름다운 밤

당신을 생각함으로 더없이 유쾌한 시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검은 제단 앞에 눈물이 될지라도

나는 당신과의 긴 우정을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의 유약함으로 이상이 무너져도

돛을 잃은 배처럼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긴 미로를 지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할지라도

이 검은 성문 앞에 나의 오늘이 닫히더라도

병약하여 나의 신경이 끊기고 혈관이 막힐지라도

슬픔이 차고 피곤으로 기진맥진할지라도

사랑과 정의로 나눈 우리의 숨결들은

모든 순간 모든 날 나를 여자로 행복하게 합니다

해가 뜨면

미풍이 불어 꽃 실은 돛단배 

그대에게 가까이 닿으면 좋겠어요.

 이서하

계절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시간 몸이 지치고 이웃들조차 왕래가 

없어 마음도 지쳐가고, 아픈 데와 슬픈 생각만 떠올라  

어찌 될까… 참아보려고 시달리는 이때, ‘봄’이라는 말과 

‘계절’이라는 단어의 참다운 자연의 맛을 떠올려 본다.

산천초목과 산과 들에 천지를 변화 시키는 작은 꽃들, 

이름 없는 풀뿌리 무리들이 옹기종기 아무 데나 모여 

봄이라는 계절에 참석하며 들썩인다.

평생을 다 하여도 그 따스함을 몽땅 다 느껴보지 못할 사계절, 

이름도 잘 지어진 아름다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다.

 김순영

해마다 6월이 오면

장맛비 알리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고향 아카시아 꽃내음이 6월의 아픔을 몰고 온다

아가의 웃음이 이내 슬픈 멜로디로 다가서고

음매- 우는 어미소의 울음이 가슴으로 토해내는 호곡이 된다

그 날 1950년 6·25가 어느새 일흔셋으로 다가왔다

조상의 얼이 담긴 평화의 광장에서 그날을 기억하며 

탄식으로 울분으로 또다시 그날을 맞이한다

아! 어찌 잊으랴 우리 이날을

한핏줄 한 운명 비극을 씻고 

자유 평화 행복의 새로운 6월을 노래하자

해마다 6월은 찬미의 달이 돼라

박재옥

 접수

2022.6.3.(금)까지 A4용지 1/2장 이내 

(200자 원고지 3장 내외) 

※  우편 접수하는 경우, 6.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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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민 힐링 콘서트 다녀와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봉구민을 위한 힐링콘서트에 다녀왔다. 5월의 

야외 콘서트는 동요만 들어도 즐겁다는 사회자 한진만님의 말씀대로 꽃내음 가득한 야외에서 

이웃들과 나란히 앉아 듣는 음악회는 즐거운 흥분감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다.

다락원 체육공원내 평화울림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별도의 음향시설 없이 소리의 반향만으로 

음원을 증폭하는 대규모 친환경 야외 음악당으로 중앙무대에서 시작된 소리가 무대를 둘러싼 

수십개의 유리판에 반사 증폭시켜 청중에게 전달되어 음악 본연소리를 더욱 잘 들을 수 있었다.

딸아이가 바이올린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어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잘 보기 위해 일부러 왼쪽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객석과 오케스트라와의 사이가 가까워서 실감나는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지휘자 이진권님의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와 더불어서 바이올린 이수아님, 

플릇 김현숙님, 오보에 김혜수님, 바순 권오영님, 소프라노 이승숙님, 멜랑쉬 오페라단, 

도봉구립 여성합창단과 피세코 구민 예술단의 협연과 댄스 프롬팀의 볼거리까지 마침내 

코로나 19를 이겨낸 모든 도봉구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였다.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첼로 

양상블 힐과의 협연이 인상적이었다.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중증의 

발달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전문 첼로 연주자들로 차분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서서 

캐리비안의 해적 메들리를 연주해주었는데 웅장하면서도 박진감 넘치는 연주는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마지막으로 함께한 합창곡은 ‘아름다운 나라’와 ‘그리운 

금강산’은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들을 들썩이게 만들어 함께 노래하며 자연의 공간 속에서 음악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만든 진정한 힐링 공연이었다.

여성리포터 김보경

제27회 구민의 날 행사에서 설렘을 느끼다

4월 29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제27회 도봉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습니다. 

도봉하모니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1부는 6개 분야(문화체육, 교육, 청년, 보건복지, 장애인, 여성)의 위촉식과 4개 

부문(지역사회발전, 사회봉사, 문화체육진흥, 미풍양속)에 대한 구민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축하공연으로 남경주와 함께 하는 뮤지컬 갈라쇼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자중하면서 잊고 살았던 마음 속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점점 흥이 올라 모두가 

함께 음악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지역예술인, 도봉구민예술단과 함께 하는 무대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하면서 마무리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리포터 박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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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알아보는 도봉의 이모저모기사로 알아보는 도봉의 이모저모

도봉구, 감사원으로부터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관련 

공익감사실시 결정받아
도봉구가 2022년 5월 쌍문동 우이천 우이교 옆 구간에 

35m의 대규모 음악분수를 조성했다. 도봉과 강북의 경계이자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아온 이곳에 볼거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함이다.

음악분수는 정오와 오후 8시 하루 두 번 가동하며, 

방탄소년단(BTS)의 ‘Butter’, ‘Merry-Go-Round of Life(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등 10곡의 다양한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연출된다. 특히 저녁 운행 시간에는 레이저 쇼가 함께 펼쳐져 

보는 재미가 풍성하다.

음악분수는 계절, 날씨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음악분수 정면으로는 분수가 

작동되는 동안 쉬어갈 수 있도록 

관람석도 마련됐다.

구는 향후 음악과 분수 

연출을 더욱 다양화하고, 걷기 

좋은 우이천을 위해 산책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물관리과  (02)2091-4132

도봉구, 음악 따라 빛 따라 펼쳐지는 

우이천 음악분수 보러 오세요!

도봉구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에서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실시’를 통보받았다.

본 공익감사청구는 2022년 1월 25일 청구됐으며, 감사원은 

서면조사 및 실지조사를 거쳐 지난 4월 21일 공익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 및 부당히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GTX-C 노선은 수원을 기점으로 양주시 덕정역까지 약 74.8㎞에 

이르는 민간투자방식의 수도권 광역급행열차이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전 

구간을 지하 건설로 확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을 앞두고 서울에서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돌연 계획을 변경했다. 

원안대로라면 덕정역~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지하 전용 철로가 

신설돼야 하나,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이 지상의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도봉구와 투쟁위원회는 이 같은 변경 조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감시켜 주는 반면, 주민들에게는 

시속 150㎞의 소음, 분진, 진동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결정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와 투쟁위는 주민 12만 명의 서명서를 국토부, 기재부에 

제출하고, 2022년 2월 10일에는 도봉구청장, 국회의원 등은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일정을 연기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을 약속받았다.

이후 3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주민대표 간은 면담을 가졌으나, 

도봉 구간 지하화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주민의견수렴 일정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도봉구 관계자는 “공익감사의 경우 감사실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관계기관 처분요구 및 결과를 

통지하나, 그 이전이라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원안 

추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GTX-C 노선 도봉 구간의 

최종적 지화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교통행정과  (02)2091-4191

도봉구 이서연 청소년참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5일 

온라인으로 치러진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상 시상식’에서 

‘봉사협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상’은 효행예절, 봉사협동, 희망성실, 

창의과학예술, 글로벌리더십 부문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자발적,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서연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에서 우이천 환경정화활동, 

청소년참여예산제 기획 및 운영, 아동권리증진 토크콘서트 

‘도봉학교 청소년정책반’ 진행 및 청소년의 소원을 담은 

‘소망나무’ 전달, 유니세프 

주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연구 인터뷰’ 참여, 

청소년 야외놀이문화공간 

‘그린(Green)나래’ 조성 등 청소년 

정책 개발과 청소년의 권리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 건립,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골목길 

현장조사 및 도로반사경 추가 설치, 청소년이 운영하는 환경길 

조성 공모사업 운영 등 청소년 욕구 조사에 바탕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구에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봉구는 청소년을 정책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2020년부터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운영하고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구정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왔다.

교육지원과  (02)2091-2362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

도봉구 4호선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완료하고, 5월 

3일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기존 쌍문역 3번 출구는 계단만 있어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엔 불편한 구조였다. 

이에 도봉구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자 서울시 예산 40억 

원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 사업 진행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쏟아왔다.

구는 이번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창동역 1, 4호선 간 환승 엘리베이터 설치와 녹천역 1,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봉구는 2020년 방학역, 도봉역 엘리베이터를 개통하고, 

2021년 창동역 동서 간 이동통로 에스컬레이터를 개통하는 등 지역 

내 지하철역 교통약자 접근성을 개선해왔다.

한편 쌍문역은 서울교통공사의 주관 아래 2022년 3월 6,646㎡ 

규모의 쌍문역 문화예술철도 신설공사를, 2022년 4월 쌍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3일 도봉구청장, 시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준공보고회를 치렀다. 본 공사를 통해 쌍문역 

대합실, 승강장 등의 노후 시설이 교체되고, 에스컬레이터 2기가 

신설됐다.

도봉구 관계자는 “쌍문역은 우리 구 내에서도 유동 인구가 특히 

많은 구간이다. 이번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이 보다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02)2091-4159

도봉구 쌍문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전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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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2022. 9월 중순(1인 최대 5만 원까지)

�  해당 마일리지는 도봉사랑상품권 교환을 위한 가상의 마일리지로 APP 내에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자세한 참여방법은 위메프오APP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맹점 혜택

혜택 2 마일리지 적립액만큼 도봉사랑상품권 증정

 적립기간   2022.5.20.(금)~8.31.(수)

 적립방법   1 마일리지 이벤트 응모하기(위메프오APP에서 확인해주세요)

 2 위메프오에서 픽업 주문하면 3,000 마일리지 적립

 3  픽업 시 개인용기 지참하면 2,000 마일리지 추가 적립 
※ 요청사항에 [개인용기]라고 기재 필수!

도봉구 양말 제조업의 성장을 함께할 새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서울도봉솔루션앵커’는 양말 시제품 제작 지원, 생산과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봉구 양말 제조기업에 일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제품 제작 의뢰, 스튜디오 이용, 교육(라이브커머스교육, 온라인 창업교육) 등 
상담 신청 및 기타 문의는 홈페이지(sssc.or.kr)를 이용해 주세요!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4

서울도봉솔루션앵커  (02)997-6552,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4

이용대상

양말 제조업을 

운영하거나 

양말 제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운영시설

샘플제작실, 

제품전시장, 

촬영스튜디오, 교육실, 

디자인실

운영내용

-  양말 시제품 제작 의뢰(삭스넷)  

https://socksnet.kr

- 브랜드창업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  홍보 제작 스튜디오 대관(라이브커머스 촬영 가능)

- 양말 제조기업 매칭 지원

● 위치 : 도봉구 도봉로 468, 4층(창동, 흥일 빌딩)/4호선 쌍문역 2번 출구

서울도봉
솔루션앵커

https://sssc.or.kr/

입점비·광고비 無, 중개 수수료 2%로 수수료 절감 효과  
 ※ 픽업(포장) 주문 시 중개 수수료 0%, 배달비 無

소비자 혜택 

 상품권명   도봉 위메프오 상품권

 발행일   2022.5.20.(금)

 발행액   3억 원(소진 시 판매 종료)

혜택 1 위메프오 전용 도봉사랑상품권 발행 15% 할인!

 할인 구매한도   1인 당 최대 월 20만 원

 유효기간   구매일로부터 1년

도봉 ‘위메프오’는 도봉구 소상공인의 
배달대행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2%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 운영됩니다. 

사용앱구매앱

 지역 경제도  UP! 
               가계경제도 

          UP!UP!UP!

도봉 배달 앱 
위메프오로

배달 시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