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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1.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단위과제  5-1-1.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기반 구축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치회관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치회관 기능 강화

및 자치능력 향상

○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의 주민자치위원의 정체성 확립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참여자치’의 기회 제공 및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반 다짐

○ 위원 위촉의 개방적 운영 및 다양화를 통한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로

위원회 의사결정의 다양성ž정당성 확보

 세부사업 추진계획

  주민 주도형 자치회관 운영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14개동 자치회관

- 문화여가, 건강, 체육, 노래교실 등 140개 강좌 운영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취약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및 수요조사 실시

○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유휴공간 이용활성화 지원

- 자치회관 시설 개선 및 물품 구매 비치



○ 자치회관 운영 컨설팅 및 평가

- 평가시기 : 2017. 8월~9월

- 평가대상기간 : 2016. 7. 1. ~ 2017. 6. 30.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병행(외부전문가 컨설팅)

- 평가분야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시설활용, 행 지원 등

○ 자치회관 어울림 한마당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 일 시 : 2017. 10월

- 장 소 : 도봉구청(구민회관)

- 주요내용 : 프로그램 발표(공연), 작품전시회(체험부스) 등

○ 자치회관 도농 교류사업

- 자치회관과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자매결연지와 상호우호 교류, 직거래장터, 농촌체험, 지역축제 방문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 주민자치위원 위촉

-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선정위원회 운영, 신규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구청장)

○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 주민자치위원 교육이수제 실시 : 위원 임기내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

- 대 상 : 주민자치위원(신규, 아카데미교육 미이수자, 예비위원 등)

- 내 용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특화사업 기획, 실행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교육 등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연 1회) 및 간담회 개최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자치위원 1명당 1분과 1담당 업무 지정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동비 지원(인원수 비례하여 차등지급)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 동아리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7. 6월 ~ 12월

○ 추진사업 : 3개 분야 27개 사업

- 지역 교육 복지 안전 프로그램 : 18개 사업

- 마을축제 : 9개 사업

- 공유 서비스 프로그램

○ 추진주체 : 동 축제추진위원회 등

  폭넓은 주민참여로 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위원 위촉

-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폐지 및 유사ž중복 위원회 통폐합

-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공개 등 위원회 관리 시스템 수시 현행화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녹색장터와 직거래장터 개최를 통한 자원재활용 및 도 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사회적 측면

- 주민편의 도모와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발굴과 환경조성

- 문화여가, 시민교육, 주민자치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다양화로 문화적

욕구충족 및 주민참여 유도

- 주민 스스로가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이웃 관계

회복 및 우리동네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 활력있는 마을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주민 주도형 자치회관 운영
문화‧여가
교양강좌

개
목표 152 153 150 140 140

실적 152 153 146 -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

회
목표 3 4 4 4 4

실적 3 2 - - -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회
목표 1 1 1 1 1

실적 1 1 1 - -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수

개
목표 26 25 29 29 29

실적 26 29 27 - -

 폭넓은 주민참여로 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민간위원 위촉비율 %
목표 70 71 73 73 73.5

실적 71.4 72.8

- 보다 많은 주민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

○ 환경적 측면

- 환경 친화, 그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적 자율적

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발굴 등 주민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참여 자치’의 기회 제공 및 진정한 주민자치의 기반 다짐

○ 민관협력적 측면

- 지역특성 및 지역내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 공공간의 지역 공동체 강화

-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치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고,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적인

서비스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행 제공함으로써 협치 행정 구현

- 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각계 각층의 민간위원의 참여로 정책의

공정성 및 정당성 제고

 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주민 주도형 자치회관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진흥팀

전영훈 2091~2213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신영혜 2091~2215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폭넓은 주민참여로 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기획예산과 법제팀 천정희 2091~2633 전 부서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주민 주도형 자치회관 운영
운영계획수립,

강좌운영, 발표회
운영계획수립,

강좌운영, 발표회
운영계획수립,

강좌운영, 발표회
운영계획수립,

강좌운영, 발표회
운영계획수립,
강좌운영,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교육 실시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교육 실시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교육 실시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교육 실시
워크숍, 간담회 
아카데미교육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2015.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016.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017.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018.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019.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폭넓은 주민참여로 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민간위원 
위촉비율 71.4%

민간위원 
위촉비율 72.8%

민간위원 
위촉비율 73%

민간위원 
위촉비율 73%

민간위원 
위촉비율 
73.5%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1,597 325 318 307 318 329

 주민주도형 자치회관 운영 955 218 203 178 178 178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367 62 65 79 80 81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275 45 50 50 60 70

 폭넓은 주민참여로 위원회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비예산 - - - - -

 담당부서



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1.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단위과제  5-1-2.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행정 실현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목표 17 :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행정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민관신뢰와

상호소통을 통한 자치행정 추진

- 마을의 문제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만남을 통해 상호간 생각과 가치를 공유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행정 구현

 세부사업 추진계획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과 연계한 구정홍보 활성화

○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 정보를 활용한 구정홍보 실시

- 주요내용

· 순찰결과(행정정보 및 사진자료 등)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구 블로그에 게재

- 홍보시기: 분기 1회

  열린 구정운영을 위한 민원소통창구 운영

○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 사이버 구청장실을 통한 구민의 요구 및 불편사항 수렴 및 신속한

답변처리(처리기간:2일, 주요·정책사항 3일)



○ 온·오프라인 민원소통창구 운영

- 접수창구 : 고충민원(응답소), 새올상담민원, 오프라인 민원(전화, 방문)

○ 민원처리과정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점검

- 점검대상 :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새올상담민원 등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연 4회)

- 점검사항

· 접수민원 적정처리여부,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적정처리여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 등 점검, 민원처리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민원확산 방지를 위한 다수인민원 관리체계 구축

- 다수인민원 관리(수시)

· 다수인민원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감사담당관)

· 해당부서 민원처리 및 다수인민원관리카드 작성(해당부서)

- 다수인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관리

· 다수인민원 처리결과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해당부서)

· 처리현황 확인 및 결과보고(분기 1회, 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 민원처리의 내실화

-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사후점검을 통한 민원처리의 신속성 및

충실성 확보

○ 도봉살피미 구성 및 운영

- 자신이 사는 동네의 불편 유발 지역과 취약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도봉살피미를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위해 요소 해소

○ 현장민원처리 우수직원 인센티브 부여

-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우수 직원을 선정․격려,

사기진작을 통하여 충실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는 조직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

○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한 인권행정 기반 조성

-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 총14명(당연직 1명, 위촉직 13명), 정기회의 연 2회

-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17. 4. 14. ∼ 8. 18.

○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통한 인권존중 가치 실현

-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주민인권학교, 주민 인권강사 양성과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12.10. 세계인권의 날 인권주간 기념행사 실시

○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적극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통한 인권환경 구축

- 인권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유관기관, 인권위원회, 구의원, 공무원 등 참여

  2017년 주민과의 대화

○ 사업목표

- 신년을 맞아 동 주민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구 주요업무계획 설명 및

동별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방향을 공유하고자 함

○ 추진현황

- 기 간 : 2017. 1. 9.(월) ∼ 2. 3.(금) (1일 1~2개동)

- 대 상 : 14개 동주민센터

- 주요내용 : 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동별 현안사항 주민의견 청취

- 참석인원 : 약 2,000여명(동별 평균 140여명)

- 건의사항 접수건수 : 117건

  찾아가는 현장탐방

○ 사업목표

- 찾아가는 현장탐방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함께 소통․고민하고 답을 찾아

구정에 반영하는 공감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추진계획 : 연 6회 (6/27, 7월, 9월, 10월, 11월, 12월)

- 참여대상 : 주민 자율 참여

- 진 행 : 구청장

․ 특정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 청취 및 답변

․ 소관 부서장 및 주요 기능부서장 등 참석하여 보충 답변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 운영

○ 사업목표

- 구청장이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만남을 통해 상호간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6월 ∼ 12월 (※ 8월 제외)

- 일 시 : 매월 셋째 목요일 15:00∼17:00

- 장 소 : 구청 다목적회의실, 주민생활현장 및 공공시설

- 내 용 : 주민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및 제안 청취

○ 추진현황

- 6월 1회 실시(6.22, 도봉구 생활예술동아리 관계자 32명)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 사전정보공개 확대 및 현행화 관리

- 사전정보공개 대상사업 적극 발굴 및 공표

- 각 부서에 업무별, 주기별, 방법별 정보를 적극 발굴 독려·수합한 후

인터넷에 공표 : 반기별 1회

○ 결재문서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 매일 정보 공개율 제고 및 처리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시 모니터링 실시

- 부서별 원문 공개율 향상을 위한 전부서 협조요청 및 직원교육실시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및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설치 운영

- 설치개수 : 3개

- 설치장소 : 구 경계지, 주요 사거리, 도봉산 입구 등

- 홍보내용 : ‘기분좋은 문화도시 도봉’ 도시브랜드(BI) 홍보

- 추진실적

․방학사계광장 여름마당 설치 : 2016. 10.

․창원초등학교 오거리 교통섬 및 도봉산 입구 삼거리 보도 옹벽 : 2017. 5.

○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 설치개수 : 1대

- 설치장소 : 주요 사거리

- 홍보내용 : 각종 행사, 시설이용안내, 재난사항 정보제공 등

- 홍보전광판 설치 및 운영(2017. 8. ~)

  구민 밀착형 홍보 채널 강화

○ 도봉뉴스 구민참여 활성화 도모

- 독자투고란 운영 및 채택원고에 보상 실시

- 도봉e뉴스레터, SNS 등에 채택원고를 활용한 구정홍보 실시

○ SNS 소통 강화

- 이벤트 및 SNS 계정 타이틀에 역점 추진사업 반영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상․하반기 각 1회 이벤트 정기 개최로 구 인지도 향상 및 구민 참여 유도

- 블로그기자단 취재 지원, 기자단 콘텐츠를 활용한 구민 중심의 홍보 실시

○ 각종 시설물을 이용한 구정 홍보

-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물을 홍보에 적극 활용 :

지하차도현판, 마을버스 고정광고면, 아파트 E/V 미디어보드 송출 등

- 역점 추진분야를 시기별로 집중 홍보 실시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강화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설치현황 (2017.06.26.)

구 분 단지수 승강기수 세대수 비고

도봉구 전체 92 1,370 63,774

미디어보드 설치 40 602 26,626

비 율 43% 44% 42%

○ 홍보대상 : 40개 단지(미디어보드 설치 공동주택)

○ 추진기간 : 2017. 1. ∼ 12.

○ 홍보방법 : 전 부서 행사 등 확인 후 미디어보드 홍보내용 게시

○ 기타사항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통한 홍보 실태 현장 방문 확인·독려

- 우수관리 공동주택인센티브(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 시 가점 부여 등) 제공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집단(다수인)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주거권 보장

- 주요 지점의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설치로 우리구 도시브랜드의

장기적 홍보 가능

- 각종 행사, 사업 홍보 시 활용하는 대형 및 일반 플래카드를 구정

홍보전광판이 대체할 수 있어, 플래카드 제작 설치비용 절감 가능

- SNS, 블로그 등을 통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밀착 홍보로 발품이

줄어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 미디어보드 설치 시 현수막이나 포스터 제작 비용 및 홍보 비용 절감



○ 사회적 측면

- 자발적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의 불평등 해소

-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 민원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취약계층 등을 아우르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존중 지역사회 조성

-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과 함께 소통․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는 채널 역할

- 사전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의 불평등 해소

- 문서 공개율 향상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주민만족도 향상

- 구 행정 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확대 계기마련

-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간 정보격차 해소 및 알권리

극대화

- SNS, 블로그 등을 통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구정 참여 가능

○ 환경적 측면

- 도봉구의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시 자연과 사람을 고려한 친환경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홍보 조형물과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 시 1회용 플래카드, 종이

홍보물 등 일반적 홍보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절감 효과 유도

-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활용하지 않아 용지 사용 절감 및 쓰레기 감소

- 디지털 미디어 영상을 통한 홍보로 깨끗한 공동주택 이미지 구축

○ 민관협력적 측면

- 민관협력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인권정책 수립과정의

참여와 정책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정책의 자율적 선순환 구조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과 
연계한 구정홍보 활성화

홍보 횟수 회
목표 0 0 4 4 4

실적 0 0 1 - -

 열린 구정운영을 위한 
민원소통장구 운영

민원 처리 건수 건
목표 3,500 4,000 5,000 5,500 6,000

실적 3,527 4,968 - -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서울시 운영실적 

평가
위

목표 - - 7위 7위 7위

실적 6위 8위 - - -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

도봉구 인권위원회 
운영

회
목표 2 2 2 2 2

실적 1 3 1 - -

인권교육 명
목표 400 500 600 700 800

실적 477 666 84 - -

 2017년 주민과의 대화 개최 횟수 회
목표 14 14 14 14 14

실적 14 14

 찾아가는 현장탐방 개최 횟수 회
목표 3 3 6 5 8

실적 3 3

메커니즘 확립

- 구정운영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

- 찾아가는 현장탐방을 통한 공감행정 구현

- 사전정보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인하여 구정참여기회를

확대시켜 민관협치 실현

- 홍보전광판에 민간의 주요 행사, 사업 등 홍보를 실시하여 민관 관계를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여성리포터, 블로그기자단이 직접 취재한 도봉구 소식을 게재함으로써

구민 자긍심 고취, 구정 참여 효과 확대

- 도봉뉴스 독자투고란 <구민의 소리> 운영으로 관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 형태가 아닌, 구민과 함께 만들고 소통하는 구정소식지의

이미지 제고

- 우수관리 공동주택 인센티브(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시 가점 부여 등)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련 제도 협력유도

 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 
운영

개최 횟수 회
목표 8 6 6 5 8

실적 8 6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원문공개율 건
목표 68 69 72 75 75

실적 68 69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및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설치

개
목표 1 2

실적 1 2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대
목표 1

실적 0

 구민 밀착형 홍보 채널 강화

도봉뉴스 독자투고 
보상

건
목표 - - 20 20 20

실적 - - - -

SNS 홍보 건
목표 - - 1,200 1,400 1,400

실적 - - - -

아파트 E/V 
미디어보드 홍보

건
목표 - - 100 100 100

실적 - - -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강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구정 홍보
건

목표 - - - 140 150

실적 74 96 72 - -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과 
연계한 구정홍보 활성화

0 0 4 4 4

 열린 구정운영을 위한 
민원소통장구 운영

3,527 4,968 5,000 5,500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6위 8위 7위 7위 7위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

조례제정(2013)
도봉구인권위원회 
구성·운영(2014)

도봉구인권위원
회 구성·운영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위원회 

운영

-
기본계획 수립 

검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8. 기본계획 
수립·시행

2019. 
기본계획 시행

제1기 주민인권학교
(2014)

제2기 주민인권학교

제3기 
주민인권학교

제4기 
주민인권학교

제1기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

제5기 
주민인권학교

제2기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

제6기 
주민인권학교

제3기 
주민인권강사 

양성과정

 2017년 주민과의 대화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지

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675.4 24.84 106.84 421.06 111.06 111.06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과 
연계한 구정홍보 활성화

비예산 - - - - -

 열린 구정운영을 위한 
민원소통장구 운영

비예산 - - - -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18.12 2.16 2.16 4.6 4.6 4.6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
87.28 4.68 5.68 62.46 14.46 14.46

 2017년 주민과의 대화 30 6 6 6 6 6

 찾아가는 현장탐방 비예산 - - - - -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 
운영

5 1 1 1 1 1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비예산 - - - - -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및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297 0 19 270 8 8

 구민 밀착형 홍보 채널 강화 238 11 73 77 77 77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강화

비예산 - - - - -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찾아가는 현장탐방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지

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 운영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지
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연례반복사업
지속추진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결재문서
68건 원문공개

결재문서
69건 원문공개

관련법령에 근거 
정보공개 추진

관련법령에 근거 
정보공개 추진

관련법령에 
근거 정보공개 

추진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및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1개 
설치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2개

설치 및 구정
홍보전광판 1대

설치 운영

구정 홍보전광판
운영

구정 
홍보전광판

운영

 구민 밀착형 홍보 채널 
강화

-

도봉뉴스 증면, 
아파트 

E/V미디어보드 
연간단가계약 

체결

도봉뉴스 
구민참여 
활성화,

SNS소통 강화

도봉뉴스 
구민참여 
활성화,

SNS소통 강화

도봉뉴스 
구민참여 
활성화,

SNS소통 강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강화

- -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설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에서 설치 결정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설치 

결정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기획순찰 및 시시콜콜과 
연계한 구정홍보 활성화

감사담당관 일사천리팀 한연술 2091-2084

 열린 구정운영을 위한 
민원소통장구 운영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최봉근
김봉주

2091-2062,2065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감사담당관 일사천리팀 박지은 2091-2083

 지역사회 인권존중문화 

조성사업 추진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 백상목 2091~2073

인권 관련부서
도봉구 인권위원회

 2017년 주민과의 대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최종선 2091~2203

 찾아가는 현장탐방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최종선 2091~2203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데이트 
운영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최종선 2091~2203

 행정정보공개 운영 활성화 
추진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이점임 2091~2407

 도시브랜드(BI) 홍보 조형물
및 구정 홍보전광판 설치 운영

홍보전산과 언론팀 석용균 2091~2655

ᆞ도시계획과, 공원
녹지과, 도로과, 
가로관리과, 교통
행정과

 구민 밀착형 홍보 채널 강화 홍보전산과 홍보팀 박성준 2091-2902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 강화

주택과 주택정책팀 김대호 2091~3506
미디어보드 설치 

단지

 담당부서



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1.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단위과제  5-1-3.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공동체 조성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1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 해결

○ 관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실질적 주민참여로 민·관의

지속가능한 사업 협력실현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의 자치역량 향상을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 역량있는 주민모임 및 리더를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확산에 기여

○ 동(洞)단위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마을의제 발굴 및 마을공동체

활동의 공공성 확보

 세부사업 추진계획

  자원봉사 다각화,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17. 6. ∼ 2017. 10.

- 공모대상 : 관내 활동 비영리 단체 및 주민 소모임

- 공모예산 : 총 10,000천원

- 공모분야 : NGO 자원봉사 특화사업, 소모임 자원봉사 활성화

- 공모내용

· 비영리 법인·단체 특성을 살려 자원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 신규, 기존 모임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일상 속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사업선정 : 7개 사업, 9,256천원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학습 동아리 공모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순회 교육

○ 희망편지 및 그림엽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아카데미 

  생활 플랫폼「자원봉사캠프」 활성화

  ○ 자원봉사캠프 현황 : 15개 캠프(동 14, 민간1), 상담가 111명 활동

○ 자원봉사캠프 운영지원

-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자원봉사 캠프에 운영비

지급(150,000원/분기)

-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유 및 간담회 실시(자원봉사캠프협의회 월례회의)

○ 자원봉사캠프 특화사업 지원

- 자원봉사캠프 별 특화사업 공모, 사업비 지원

· 20개 프로그램, 14900천원 지원(도봉산환경보호 프로젝트, 밥상프로젝트 등)

○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양성 및 교육

- 상담가 양성 교육 실시 : 상/하반기 실시(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조직내 갈등관리, 분야별 전문교육 등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 유해음식점 거리를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소통 거리로의 변화

- 공간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과 함께 시작한 민·관 협력

마을활동가, 혁신교육활동가 등 주민의 주체적 공간 관리·운영을 운영진 구성

주간에는 요일별 공간지기(운영진)들의 마을활동 거점공간으로 운영(작업, 회의 등)

야간에는 보건위생과의 유해음식점 심야단속의 거점공간으로 사용

공간지기들의 오픈행사 및 「미리크리스마스」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사 추진



- 공간지기들의 재능분야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

○「공유(共有)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추진으로 우리동네 사랑방

행사를 기획·지원하는 역할 수행

- 일정공간에 서가를 만들어 방학천 이용주민의 숨과 사색이 있는 공유카페 운영

- 주민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공간 지원

- 빈대떡 데이, 헤헤헤(웃자) 데이, 핵마켓, 공유 더배움 워크숍 등

- 공간지기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인근 유해업소의 업종 전환 분위기 유도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 사업

○ 골목단위 골목공동체와 동장이 협력하여 골목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 각 동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골목공동체(민)과 동장(관)이 골목을

중심으로 사업 신청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 골목을

중심으로 골목공동체 구성 조직

○ 이웃과 이웃을 잇는 주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골목 환경 개선

- 골목공동체 프로그램 발굴, 골목잔치, 골목가꾸기, 골목 반상회 등

  특색있는 마을의제 사업 지원 

○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의

자율능력 강화 도모

- 지정공모제 도입으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사업 발굴

․ 유형1.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실행의제 지원사업



․ 유형2.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유형3. 마을이야기 발굴 지원사업

- 마을사업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등 실무 지원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탐방 및 타 주민모임과의 교류를 통한 주민 역량강화 도모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 추진

○ 마을계획 사업 연차별 전동 확대

- 2017. 11. 중: 마을계획 확대 추진 동 공모 후 4개동 선정

2015년~2016년
[1단계]

2017년
[2단계]

2018년
[3단계]

2019년
[4단계]

합계

3개동 6개동(+3개동) 10개동(+4개동) 14개동(+4개동) 14개동

방학1동,방학3동,창2동 쌍문1동,방학2동,창5동 4개동: 공모선정 4개동: 공모선정

○ 민관협력체계 구성 운영

- 마을계획단(주민), 마을사업전문가, 중간조직, 마을부서(구청)

○ 마을계획 확대동 마을사업 전문촉진자 배치 운영

○ 마을사업분야 인력 확보 및 배치

- 동(洞)단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배치

- 2019년까지 안정적인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순환운영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 

○ 주민모임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지역 내 각종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는 보다 큰 마을공동체로의 성장 유도

- 수다모임, 역량강화 워크숍, 마을과 사회적경제 한마당, 매듭모임 등

주민모임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만남의 장 지원

○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 나눔의 장 마련으로 건강한 마을환경 마련

- 지역별 또는 의제별 주민모임간 만남(수다모임)을 통해 마을활동 사례 및

활동 공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단지 발굴방안 모색

- 연초 사업설명회 및 연중 상시 찾아가는 사업홍보로 사업참여 독려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육 실시

․ 대 상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 내 용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목적, 필요성, 우수사례 등 소개

○ 기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운영의 활성화

- 지속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공간 모니터링

○ 주민 리더 및 일꾼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실화

  마을커뮤니티 공간 관리·운영 활성화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의 장,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운영

- 구(區) 관리 6개소, 민간주도 6개소, 공동주택 공간 16개소

○ 신규 커뮤니티 공간 확충으로 주민욕구 충족 및 주민참여 기반 조성

- ‘특색있는 마을의제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커뮤니티 공간 1개소 개소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유휴공간 개선 1개소

○ 공간 운영 활성화 지원

-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비 지원

- 타 주민모임과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활성화 지원

  마을성장 아카데미(교육) 운영 

○ 마을리더의 성장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특색있는 마을의제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 사업’ 등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회계 실무 등 교육으로 주민 성장 지원

- 모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 민·관의 협력적 마을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 양성

- 주민참여 행정, 협력적 거버넌스, 마을지향 행정의 변화와 혁신 등에 대한

이해와 협력적 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원봉사가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공간으로 공동체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학천 거리변화의 첫 출발점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

하여 낙후된 하천공간이 아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

- 주민의 의제해결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해 인적자원 수준 향상

- 민간위탁 커뮤니티 공간 운영으로 지역주민 고용 창출

- 공동주택 내 공동보육시설 및 공동 공부방, 헬스장 등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공유문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일조

○ 사회적 측면

- 예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에 청소년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참여하며 건강한 마을공동체 구성에 기여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및 활성화는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 이웃간의 소통 및 주인의식 부재, 이웃에 대한 무관심 풍조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골목사업을 통해 해소

- 주민참여를 통한 이웃간의 소통과 관계망 형성으로 골목공동체 회복

- 지역의 의제를 찾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력 향상 유도

- 주민모임간 연계 및 의견 나눔의 장 마련으로 소통 촉진 및 갈등 해소에 기여

- 주민주도의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하는 과정과 경험을 통한 주민의 성장과

주민자치력 강화



○ 환경적 측면

- 자연보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앞장서는 모델의 구축

- 지역의 유해환경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시, 작업, 커뮤니티 공간 등

유익한 환경으로 재구성하여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민 스스로 가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 조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 주민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커뮤니티공간 운영으로 나눔과 공유의 가치 확산

- 마을계획사업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마을민주주의 경험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

- 친환경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 교육, 녹색장터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

○ 민관협력적 측면

- 민관이 함께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유도 및 증진

- 학교 ↔ 자원봉사센터 ↔ 마을공동체 간 협치를 실현하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주민과 유해환경을 재구성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인근 업소의

업종변화를 유도하고 지역문제 해결의 거점공간으로 운영

- 주민 중심의 실질적 협의체 활동을 통해 자치역량 향상 및 민·관 협력 실현

- 마을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편의시설 강화 및 주민 소통 촉진

- 주민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협력적 행정 이해를 위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민관협력 강화

- 동(洞)단위에서 일상적인 민관협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지역주민은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동(洞)단위

민관거버넌스 구축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자원봉사 다각화,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공모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명
목표 - - 300 500 700

실적 - - - - -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청소년 자원봉사자수 명
목표 35,000 36,000 37,000 38,000 39,000

실적 35,701 36,204 - - -

 생활플랫폼「자원봉사캠프」
활성화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
목표 15 18 20 23 25

실적 19 21 20 - -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개소
목표 - 1 1 -

실적 - 1 1 -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사업

골목조성사업
추진동

개소

목표 - - 12 12 12

실적 - - 12 - -

 특색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지원

사업선정수 개
목표 - - 10 10

실적 5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 추진

마을계획 확대동 동
목표 3 3 6 10 14

실적 3 3 6 10 14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

수다모임 건수 개
목표 4 4 14 14

실적 9 13 -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단지

단지
목표 10 10 11 12 12

실적 11 10 12 - -

 마을 커뮤니티 공간 관리· 
운영 활성화

공간조성 건수 개
목표 1 1 2 2

실적 5 1 2

 마을성장 아카데미(교육) 
운영

마을교육 
건수(주민,공무원)

개
목표 10 10 10 10

실적 18 10 5 -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자원봉사 다각화,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 -
2017. 계획수립

사업실시
2018. 계획수립

사업실시
2019.계획수립

사업실시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2015.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6.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5.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8.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9. 
계획수립
사업 실시

 생활플랫폼「자원봉사캠프」
활성화

2015.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6.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5.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8. 계획수립
사업 실시

2019. 
계획수립
사업 실시

 사업별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2,717.35 163.97 235.97 641.47 782.47 893.47

 자원봉사 다각화,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30 - - 10 10 10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47 20.5 4.5 5.0 8.0 9.0

 생활플랫폼「자원봉사캠프」
활성화

152.35 30.47 30.47 30.47 30.47 30.47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120 - 25 65 30 -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사업

666 - - 222 222 222

 특색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지원

270 - - 90 90 90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 추진

1,003 39 93 131 300 440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

35 - 5 10 10 10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36 64 66 66 70 70

 마을 커뮤니티 공간 관리· 
운영 활성화

8 - 2 2 2 2

 마을성장 아카데미(교육) 운영 50 10 10 10 10 10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 -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사업

- -
12개 

동주민센터 추진
12개

동주민센터 추진
12개

동주민센터 추진

 특색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지원

- -
마을의제 사업

추진
마을의제 사업 

추진
-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 추진

마을계획 추진 마을계획 추진
마을계획 확대 
동 선정 추진

마을계획 확대 
동 선정 추진

전동 마을계획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1개 단지 
사업참여

10개 단지
사업 참여

12개 단지
사업 참여

사업 추진
사업 추진 

계속

 마을 커뮤니티 공간 관리· 
운영 활성화

5개소
공간조성

1개소
공간 조성

2개소
공간 조성

공간조성 및 
운영 추진

공간조성 및 
운영 추진

 마을성장 아카데미(교육) 운영 18회 교육 실시 10회 교육 실시 10회 교육 실시
마을성장 

아카데미 교육 
추진

마을성장 
아카데미 교육 

추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자원봉사 다각화,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주현애 2091-2232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천성민 2091-2235

 생활플랫폼「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이우건 2091-2234

 방학천을 움직이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 강연실 2091-2463
·보건위생과
·공간운영진 등

 주민이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골목 조성사업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전진향 2091-2473
·청소행정과
·동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특색있는 주제별 마을의제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김태연 2091-2475

 주민이 만들고 실행하는 
마을계획 확대 추진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 박진혜 2091-2462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및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주민모임 동별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배미화 2091-247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전진향 2091~2473

·주택과
·마을만들기위원회

 마을 커뮤니티 공간 관리· 
운영 활성화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배미화 2091-2472

 마을성장 아카데미(교육) 
운영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김태연 2091-2475

 담당부서



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2. 공감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혁신 

단위과제  5-2-1. 신뢰받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강화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대요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의 변화

○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에 맞춰 현장 순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사전적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의 증가로 구민신뢰의 중요성 대두

○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기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구민과 공감

하는 친절행정 실현

○ 주민의 권리의식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속·정확한 행정 요구 증대

○ 도봉구 구민·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구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강화

 세부사업 추진계획
  청렴 도봉구 위상정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 분기별「청렴대책 추진회의」운영

- 목 적 : 위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력 마련

- 시 기 : 분기별 1회

- 내 용 :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여 취약분야 및 청렴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반부패의 날」확대 운영

- 운 영 일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운영내용 : 청렴퀴즈, 아침 청렴방송 송출,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등

þ 청렴퀴즈 : 행동강령․청렴상식 + “청탁금지법” 3문제 출제
정답자 추첨, 격려품(상품권 1만원 ⇒ 2만원) 지급

○ 구민 만족도 조사 「청렴콜」보완 운영

- 추진기간 : 연중상시 (분기별 보고)

- 대상업무 : 공사 관리 감독, 보조금 지원, 재 세정, 인 허가

- 조사방법 : 조사원을 활용한 유선 설문조사 (필요시 ARS 병행)

- 조사내용 : 친절성, 부패 인식도, 권한남용 인식도

- 결과활용 : 민원인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업무개선

⇒ 미흡부서 간담회 및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 시 기 : 2017. 5월

- 대 상 :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 내 용 : 청탁금지법, 권익위 청렴도 평가, 공직자 윤리

○ 청렴문화 체험교육

- 개최시기 : 2017. 6월

- 교육장소 : 청렴유적지 일대

- 교육내용 : 다산 유적지 등 현장체험

○ 청렴 골든벨 퀴즈대회

- 개최시기 : 2017. 9월

- 참가대상 : 구청직원 300명

- 내 용 : 청렴과 도봉을 주제로 진행하는 서바이벌 퀴즈대회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평가시기 : 2017. 12월

- 평가대상 : 4～5급 간부 공무원

- 평가분야 :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등 ‘2개 분야 19개 문항’

- 평가방법 : 간부공무원 평가 시스템 활용, 내부직원 설문평가

○ 청백-e 시스템 운영으로 사전 부패 근절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인사,

새올행정) 상시 모니터링 → 업무해태, 오류, 부정, 비리 사전 예방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전 기획순찰 활동 강화

○ 주민불편사항 내부 신고처리시스템 시시콜콜 운영

- 추진목적 및 주요내용

· 출퇴근 및 출장 시 직원들이 발견한 주민불편사항을 2016년 구축한 내부 신고

처리시스템 시시콜콜에 신고함으로써 순찰의 범위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획순찰 실시

-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순찰 주제 발굴

· 부서별 사업 및 언론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순찰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하고

기획순찰에 반영

-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기획순찰 실시

· 현장의 주민불편사항 확인·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구민 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교육 대상별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 총5회, 178명 교육실시(̀ 17. 3월∼6월): 공무원노조, 신규직원,격무부서등대상

· 민원접점부서, 민원응대 미흡부서 대상 친절교육 추진 예정(`17. 9월 ∼ )

○ 전화·방문응대 친절도 평가 실시(`17. 2월∼11월)

- 평가요원(4명)이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응대 친절도를 평가 후 평가결과

공개 및 피드백을 통한 직원 친절도 향상

  120서비스재단(시․구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지원

○ 표준상담DB 현행화 및 유지 관리

- 매월 20일에 120DAY를 시행하여 표준DB 점검 및 인사발령시 변동사항

수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미흡부서 적극 독려 : 월1회 이상



○ 신규 공통업무매뉴얼 적극발굴

- 서울시 위임사무, 변경된 법령, 신규사업 등 검토후 업무매뉴얼 발굴토록

해당부서 협조요청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 구정주요현안과 연계한 아이디어 집중공모 시행

- 도봉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주제 선정

- 제안접수 및 심사는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

○ ‘제안의 달’ 지정 및 운영

- 특정달을 제안의 달로 지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제도 홍보

○ 우수제안 사례 공유

- 우수제안 사례 공유를 통한 자유로운 제안분위기 확산 및 벤치마킹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 구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선 과제 건의

- 규제개혁 토론회(간담회)ž점검회의 개최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 자치법규 전수조사ž발굴을 통한 자치법규 자율 정비

- 등록규제 지속 관리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불합리한 거래비용을 높이는 접대, 선물 문화 근절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조직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

-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매몰비용 감소



-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도봉구 일자리창출에 기여

-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ž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회적 측면

- 반부패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

-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

- 사전적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여

- 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민 공감대 형성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 및 협조 유도

-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관공서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약자의 접근성 강화

- 주민의 민원에 신속응대하고 지속적인 120 DB현행화로 주민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민원해소로 주민만족도 향상 및 신뢰행정 확보

- 인터넷·SNS 등 각종 언론매체에 수시 홍보로 제안제도에 대한 도봉구 구민

및 도봉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구

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소통의 행정실현

○ 환경적 측면

- 친절행정서비스는 도봉구의 자원을 소비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질

을 악화시키지 않고 보존

○ 민관협력적 측면

-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선도 노력

-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 점검요원을 도봉구 내부 직원이 아닌 도봉구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친절도 평가에 도봉구민의 의견을 수렴

- 사회적 이슈나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현안 등을 공모주제로 선정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청렴 도봉구 위상정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
목표 1 1 1 1 1

실적 5 4 1 1 1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전기획순찰 활동 강화

실시 횟수 회
목표 13 12 12 12 12

실적 16 16 7 - -

 구민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직원 친절교육 실시 회
목표 - - 8 8 8

실적 - - - - -

전화·방문응대 평가 건
목표 - - 4,500 4,500 4,500

실적 - - - - -

 120서비스재단(시·구통합
상담서비스) 운영 등 지원

표준상담DB현행화 건
목표 4,740 3,098 5,144 5,202 5,210

실적 4,740 3,098

업무매뉴얼 발굴 건
목표 8 10 14 16 17

실적 8 10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제안 접수건수 건
목표 230 240 240 250 260

실적 375 267 - - -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자치법규 자율정비 건
목표 39 35 35 35 36

실적 33 23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청렴 도봉구 위상정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청렴교육 실시
·반부패의 날   
  운영
·청렴콜 운영

·청렴교육 실시
·반부패의 날   
  운영
·청렴콜 운영

·청렴교육 실시
·반부패의 날   
  운영
·청렴콜 운영

·청렴교육 실시
·반부패의 날   
  운영
·청렴콜 운영

·청렴교육 실시
·반부패의 날  
   운영
·청렴콜 운영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전기획순찰 활동 강화

사전기획순찰 
활동 16회

사전기획순찰 
활동 16회

사전기획 
순찰활동 실시

사전기획순철활동
추진

사전기획순철활동
추진

 구민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
직원친절교육 및 
전화·방문응대 

평가 실시 

직원친절교육 및 
전화·방문응대 

평가 실시 

직원친절교육 및 
전화·방문응대 

평가 실시 

직원친절교육 
및 

전화·방문응대 
평가 실시 

 120서비스재단(시·구통합상
담서비스) 운영 등 지원

상담DB현행화
및 업무매뉴얼 

발굴

상담DB현행화
및 업무매뉴얼 

발굴

상담DB현행화
및 업무매뉴얼 

발굴

상담DB현행화
및 업무매뉴얼 

발굴

상담DB현행화
및 업무매뉴얼 

발굴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국민·공무원제안
375건 접수

국민·공무원제안
267건 접수

도봉구 
공무원제안시스템

구축·운영

국민·공무원제안
240건 접수

국민·공무원제안
250건 접수

국민·공무원제안
260건 접수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자치법규 
자율정비

33건

자치법규
자율정비

23건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

 사업별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1,267.1 246.2 257.2 249.7 256 258

 청렴 도봉구 위상정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61.1 8.2 7.2 13.7 15 17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전기획순찰 활동 강화

비예산 - - - - -

 구민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68 - - 22 23 23

 120서비스재단(시·구통합상
담서비스) 운영 등 지원

1,072 228 239 201 202, 202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66 10 11 13 16 16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비예산 - - - - -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청렴 도봉구 위상정립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 권선미 2091-2072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전기획순찰 활동 강화

감사담당관 일사천리팀 한연술 2091-2084

 구민신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친절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지원과 친절후생팀 양혜심 2091-2132

 120서비스재단(시·구통합상
담서비스) 운영 등 지원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이점임 2091~2407
전 

부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 김태희 2091-2624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기획예산과 법제팀 천정희 2091~2633 전 부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2. 공감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혁신

단위과제 5-2-2. 민관협치를 통한 구정운영의 활성화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

○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근본적 인식전환 필요

○ 민·관의 공동계획 공동실행의 새로운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하고자 함

 세부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협치 기반 구축

○ 협치도봉구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한 ‘협치도봉구회의’

구성·운영 : 총25명(당연직 3명, 위촉직 22명), 정기회의 연 4회

○ 협치조정관 채용

-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1명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협치 실행체제 운영

- 협치 의제 선정 및 공론화를 위한 50+원탁회의 운영(`17.6.15)

- 협치실행조직인 협치 포럼 및 운영(`17. 4.~)

· 계획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을 포럼을 통한 협의로 진행



- 의제별 혁신계획 실무추진을 위한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17. 4.~)

· 포럼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민·관 실무조직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실행 체계   

의제발굴 → 50+ 원탁회의(의제선정 및 공론화) → 협치포럼(협치실행조직) 

→ 의제별 워킹그룹(실행계획 수립) → 협치도봉구회의 승인(실행계획 승인)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시민참여예산 공모 의제를 협치 의제로 선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 시

민참여 확대로 재정 투명성 확보

- 지역화페 포럼,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

협치의제 실행으로 지역 선순환구조의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조성 기여

○ 사회적 측면

- 주민 대화모임, 협치포럼, 50+원탁회의, 온라인플랫폼 아고라 운영 등

다양한 공론장 운영 및 소통 채널 구축으로 다양한 계층의 구정 참여 기회

제공

-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 등 사회적 의제를 다양한

민간, 공공기간과의 협력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축 기여

○ 환경적 측면

- 신재생에너지, 쓰레기 절감,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환경 의제를 혁신계획

에 반영·실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 수립 기여

○ 민관협력적 측면

- 협치 제도 기반 구축 및 민관 협치 경험 축척을 통한 협치 역량 강화로 구정의

지속가능성 도모

- 지역문제의 당사자인 민간에 의한 실행을 담보로 하는 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역사회 각종 의제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 실행, 평가 전과정에 주민의

협력을 보장하는 협치 실행체제 구축·시행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협치팀

이인숙 2091-4804 ·기획예산과 및    

  혁신과제수행부서

·협치도봉구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박현정 2091-4802

- 지역협치 과정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적인 공론장, 구정에 직접 참

여를 보장하는 on-offline 포럼 등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으로 구민 참여

확대 도모

 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

협치도봉구회의 운영 회
목표 - - 3 4 4

실적 - - - - -

협치조정관 채용 명
목표 - - 1 1 1

실적 - - - - -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협치수준 평가점수 점
목표 - - 5.7 6.0 6.5

실적 - - - -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 - 조례 제정 
협치도봉구회의
구성 및 운영

협치조정관 채용

협치도봉구회의 
운영

협치도봉구회의 
운영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
수립 계획 
사업 실시

2017. 계획 
수립·실행 및

2018. 계획 수립

2018. 계획 
실행 및

2019. 계획수립

2019. 계획 
실행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1,050.9 0 7.9 276 382 385

 지역사회 협치기반 구축 222 - - 55 82 85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시행 828.9 - 7.9 221 300 300

 담당부서



전   략 5.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3.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과제  5-3-1. 주민참여로 투명한 예산제도 확립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법제화

○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의견을

재정분야에 구현

○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참여행정 실현

 세부사업 추진계획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2017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17.3.16.)

- 2018년 도봉구를 채울 주민제안사업 집중 공모 : 3.20. ~ 5.31.

- 예산학교와 지역회의를 통한 마을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도

- 주민제안사업 분과별 심사와 주민의견 수렴(모바일 투표)을 통한 2018년 추진

사업 선정

○ 주민대상 홍보 강화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계획 수립(17.3.28.)

- 관내 유관기관 방문,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추진(3.28.~3.31.)

․ 관내 청소년시설·평생학습시설·복지관·여성센터 등 36개소 방문

- 도봉앱, 페이스북, IPTV, 미디어보드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추진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분과위원회 심사(17.6.30.~7.13.)

- 주민제안사업 현장실사 추진

․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한 현장실사사업 선정 : 6.30.(금)

․ 주민제안사업 현장실사 : 7.4.(화)

- 분과위원회별 심사기준표에 따른 사업 심사 (7.5.~7.13.)



○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모바일투표 실시(17.7.24.~8.4.)

- 도봉앱(App), 모바일 홈페이지(Web)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투표

-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의 대표성 확보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17.8.9.)

- 분과위원회 심사와 모바일투표를 합산하여 2018년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사업 제안부터 실행까지 주민과 함께 하고 공유하는 참여행정 실현

- 주민과 함께 추진 가능한 사업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주민이 함께 사업 실행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리카드 홈페이지 공개

※ 주민참여예산 운영 흐름도

평가보고회 개최(2.24.) ⇨ 운영계획 수립(3.17.) ⇨ 주민제안사업 공모(3.20.~5.31.)
⇨ 동지역회의 개최(4.10.~6.9.) ⇨ 예산학교 운영(4.7, 4.14.) ⇨ 분과위원회
개최(6.28.~7.13.) ⇨ 모바일투표(7.24.~8.4.)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8.9.) ⇨ 시민참여예산 엠보팅 및 총회(8.21.~9.2.)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예산편성(10~12월)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6~7월)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구현

- 사업 제안부터 선정, 실행까지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 사회적 측면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지속적인 홍보로 여성의 구정 참여율이 증가

· 여성의 구정 참여 기회 제공,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수용

○ 민관협력적 측면

- 동 지역회의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의제를 선정하는

주민주도적인 참여행정 실현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 민관이 함께 사업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참여예산 융합모델 추진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획예산과 예산팀 유한결 2091-2615
동주민센터
(동지역회의 
구성·운영)

 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제안 건수 수

목표 200 210 220 230 240

실적 202 259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02 259 220
*

230 240

* 2017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협치와 결합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로 개편 → 지역분야 협치형(지역사회혁신계획형)사업은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추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161 21 32 28 40 40

 주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61 21 32 28 40 40

 담당부서



전   략 5.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 도봉

이행과제 5-3.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운영

단위과제  5-3-2.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재정 역량 강화

연계 UN SDGs(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 목표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 경기부진 장기화로 세수부진 지속

- 국내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한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의 장가화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

○ 담세력 약화에 따른 체납세액 누증

- 2017년 국내경제는 2% 후반대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부동산 경기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 세입불안 요인 상존

-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납세자들의 담세력 약화

○ 재산세․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따른 세입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충 강화

 세부사업 추진계획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11.1.1.제정, ’12.1.26.개정)

○ 기본방향

-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엄정한 심사

- 공종별 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심사기법의 내실화 추구



○ 대상사업

공 사 용 역 물품제조․구매 설계변경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체납구세 징수목표 달성

-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과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병행

- 전직원 징수체제 구축 및 연중 독려활동 전개

- 조기 채권확보(부동산,차량,금융재산,급여 등) 및 공매·추심 확행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및 강제견인 강화

○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로 각 부서별 징수현황 분석 및 대책 강구

-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 기간 설정·운영(연2회, 1회당 2개월)

- 세외수입 담당부서 업무 지도·점검 시행

  구세 세입목표 달성

○ 재산세 부과․징수

- 재산세 부과징수계획 수립(6월, 8월)

-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4월∼8월)

- 납세 홍보 실시(7월, 9월)

○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계획 수립(12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착오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11월∼12월)

- 신고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적정세율 적용여부 조사(수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홍보 실시(1월)



세부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계약심사 시행:

301건
계약심사 시행:

281건
계약심사 업무 

추진
계약심사 업무 

추진
계약심사 업무 

추진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

세입목표 달성 
종합계획 수립 

실시

2017.종합계획 
수립·실행 및
2018.계획수립

2018.계획 실행
및 

2019.계획수립

2019.계획실
행

  구세 세입목표 달성
재산세․등록
면허세 징수

55,395백만원

재산세․등록
면허세 징수

56,947백만원

세입목표액 달성 
추진

세입목표액 달성 
추진

세입목표액 
달성 추진

 지속가능성 검토

○ 경제적 측면

- 도봉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연 평균 약 250여건 220억여원으로써

물가의 변동, 법률 및 제도의 변화 등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의 그 실적을 살펴보면 절감액이 2,674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임.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및 주민 복지의 근본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복지지출 등 재정수요 증가로 인한 건전

재정운영 실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

 사업별 성과지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계약심사 제도 운영 건
목표 - - 250 250 250

실적 - - - - -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체납구세 징수목표
달성

백만원

목표 310 313 316 319 322

실적 325 370 327 330 333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백만원

목표 20,771 27,304 28,350 28,633 28,919

실적 21,699 29,061 28,917 29,205 29,497

 구세 세입목표 달성
재산세․등록면허세
징            수

백만원
목표 50,786 54,178 57,162 58,405 60,559

실적 55,395 56,947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 담당부서 담당팀 담당자 전화번호
협력부서 및 

기관(단체)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감사담당관 감사팀 민병하 2091-2055 -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징수과 세무총괄팀 이국신 2091~2752 -

 구세 세입목표 달성 부과과
재산1팀
재산2팀

자동차세팀

조순애
최도환
전선영

2091~2803
2091-2814
2091-282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계
투자실적 투자계획 중·장기

(2019~)2015 2016 2017 2018

계 0 0 0 0 0 0

 원가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업무추진
비예산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비예산

  구세 세입목표 달성 비예산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