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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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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문화정보센터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서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90(도봉로 512)



배움·나눔·행복을 위한

도봉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02	 도봉구청 평생교육팀 프로그램 

06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08	 복지관 프로그램 

09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11	 청소년 프로그램 

14	 도서관 프로그램  

15	 문화·가족 프로그램 

18	 여성 프로그램 

19	 박물관·기타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은 도봉에듀피아(http://edupia.dobo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봉구 교육포털! 도봉에듀피아 	http://edupia.dobong.go.kr

● 관내 초·중·고등학교 현황, 도서관 현황 링크 지원

● 성적 향상의 지름길로! 초등학생 사이버스쿨,

 중학생 사이버스쿨, 도봉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 도봉구 평생학습 최신강좌 조회 및 수강신청

● 도봉구 e-사이버평생학습센터 500여개 무료 강좌 제공

● 평생학습 갤러리, 구민제안 프로그램,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3)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

복지로 행복하고 따뜻한 도봉

품격높은 평생학습도시 도봉

아름다운 생태도시 도봉

지속가능 발전도시 도봉

도봉 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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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외국어 등 500여개 무료강좌!
  『도봉구 e-사이버평생학습센터』

 

 능력개발 up, 지역사회 경쟁력 up!   
  『2012. 능력개발 프로그램』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 운영강좌 : 자격증, 외국어, 한국어, 취미·교양 등

● 수  강  료 : 무료

● 이용방법 :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없음

                  ※ 컴퓨터 강좌는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접속방법 : 홈페이지 주소(http://e-cyber.dobong.  

  go.kr) 입력 또는 도봉에듀피아 홈페이지

  에서 도봉구 e-사이버평생학습센터 

  바로가기 클릭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2)

● 교육과정 : 텃밭관리사 지역활동가 교육

● 내       용 : 도시농업 활동가, 지역사회 텃밭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출 

● 대      상 : 도봉구민 

● 교육기간 : 2012. 하반기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4)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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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만의 특성화 프로그램 정착 지원!
 『도봉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 대       상 :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학교

● 내       용 : 우수 및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

● 분       야

 ·인적자원 개발 및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소외계층 지원 및 가족 공동체 강화 프로그램

 ·주말 및 야간 시간 활성화 프로그램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4)

 아름다운 삶을 위한 지식여행!
  『도봉 교양대학』

● 운영기간 : 2012. 2월 ~ 12월(총10강 운영)

                  ※ 8월(혹서기)은 휴강

● 일      시 : 매월 세 번째 목요일(14:00 ~ 16:00)

● 장      소 : 도봉구청 2층 대강당

● 대      상 : 도봉구민(무료 강좌)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2) 



 도봉구 여성을 위한 고품격 강좌!
  『제7기 덕성-도봉 여성 아카데미』

● 운영기간 : 2012. 4월 ~ 6월(12주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2:00

● 강의장소 : 도봉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 모집기간 : 2012. 3. 5. ~ 3. 23. 

● 모집인원 : 도봉구 성인여성 190명

● 신청방법 : 전화접수(☎2289-8812)

● 수  강  료 : 30,000원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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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사람을 만드는 도봉구 참부모 아카데미』

● 내       용 : 참부모 교육

  ·자기주도 학습습관 형성을 돕는 부모의 역할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법 등

● 대       상 : 성인 초·중년기 계층(30세〜50세) 240명

● 기       간 : 3기 운영

  ☞ 1기 : 2012. 5월 중 / 관내 초등학교

  ☞ 2기 : 2012. 7월 중 / 관내 중학교

  ☞ 3기 : 2012. 11월 중 / 관내 고등학교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4)

● 운영기간 : 2012. 3. 20. 〜 7. 20.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10:00 〜 12:00

● 강의장소 : 도봉구청 16층 평생학습관 등

● 대       상 : 현재 도서관 활동가(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및 도봉구민 누구나 80명

● 교육과정 : 평생학습과 도서관의 이해, 

  자원봉사의 이해, 

  도서관 견학 및 실습 등 

● 수 강  료 : 무료

● 주       최 :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 주       관 :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2012.도서관 및 문화 분과 거점 평생학습기관)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4)

 ※ 2012. 도봉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특성화 사업

[도시농업 학교]

● 운영기간 : 2012. 4월 ~ 5월(5주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0:00 ~ 12:00

● 강의장소 : 도봉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 모집기간 : 2012. 3. 5. ~ 3. 23.

● 모집인원 : 도봉구민 누구나(150명 이내)

● 신청방법 : 전화접수(환경정책과 ☎2289-1576)

● 수 강  료 : 무료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2)

[주민복지 학교]

● 운영기간 : 2012. 5월 ~ 6월(7주 과정)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0:00 ~ 12:00

● 강의장소 : 도봉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

● 모집기간 : 2012. 3. 5. ~ 3. 23.

● 모집인원 : 도봉구민 누구나(150명 이내)

● 신청방법 : 전화접수(복지정책과 ☎2289-8674)

● 수 강  료 : 무료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2)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 
『특성화 아카데미 (도시농업, 주민복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인적 기반 구축!
『도봉구 시민 사서 아카데미』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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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민과의 영어권 문화체험! 
  『도봉 초·중학생 영어캠프』

● 운영기간 : 연 2기, 방학기간 중 운영(15일/1기, 통학형)

● 교육시간 : 10:00 ~ 16:15(점심식사 제공)

● 교육장소 :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셔틀버스 운행)

● 교육대상 : 도봉구 거주 초등학생(3~6학년) 및 

          중학생 340명

● 교육비용 : 총 471,000원 중 276,000원을 구청에서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전액 지원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3)

 덕성여대와 함께하는
  『도봉 어린이 영어교실 』

● 운영기간 : 연2기, 학기 중 운영(21주 과정/1기)

● 교육시간 : 매주 화, 목 15:50 ~ 17:40

● 교육장소 : 덕성여대 언어교육원(셔틀버스 운영)

● 교육대상 : 도봉구 거주 초등학생 3~6학년 306명

● 교육비용 : 총 575,000원 중 300,000원을 구청에서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전액 지원

● 문의전화 : 평생교육팀(☎2289-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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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쌍문1동 http://dong.dobong.go.kr/ssangmun1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아침웰빙에어로빅 누구나 월~금 09:00~10:00 50

야간웰빙에어로빅 누구나 월~금 19:00~20:00 50

야간웰빙 요가 누구나 월~금 20:00~21:00 50

탁구교실 누구나 월 13:00~15:00 20

노래교실 누구나 목 10:30~12:30 50

스포츠댄스(초) 누구나 금 14:00~16:00 40

스포츠댄스(중) 누구나 금 10:30~12:30 40

서예교실 누구나 금 10:00~12:00 25

종이공예 어린이 금 15:30~17:30 25

체력단련실(헬스) 누구나 월~금 09:00~17:30 120

☎2289-7515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147 (쌍문1동 378-45) 

쌍문4동 http://dong.dobong.go.kr/ssangmun4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서예교실 성인 월·금 10:00~12:00 20

한지공예 성인 목 10:00~12:00 20

색종이접기 초등학교 저학년 수 16:00~18:00 20

노래교실 성인 수 10:30~12:30 40

쌍문2동 http://dong.dobong.go.kr/ssangmun2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단전호흡 성인(남·여) 월·수·금 08:50~09:50 35

라인댄스(기초) 성인(남·여) 화·목 08:50~10:20 30

라인댄스(계속) 성인(남·여) 화·목 10:30~12:00 30

탁구 성인(남·여) 수·금 10:10~11:40 25

밸리댄스 성인(남·여) 화·목 12:10~13:10 35

주부노래교실 성인(여) 목 14:00~16:00 50

생활요가 성인(남·여) 월·수·금 17:00~18:00 35

점핑클레이 어린이(6~13세) 목 15:00~17:00 20

댄스스포츠 성인(남·여) 월·수 12:00~13:30 35

피부경락맛사지 성인(여) 화 10:30~12:30 16

천연비누&화장품공예 성인(남·여) 수 10:30~12:30 30

☎2289-7522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쌍문2동 565)

쌍문3동 http://dong.dobong.go.kr/ssangmun3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노래교실 성인, 청소년 수요일 10:00∼12:00 30

단전호흡 성인, 청소년 화·목 08:30~09:30 30

민요교실 성인, 청소년 월·목 12:30~13:30 30

서예교실 성인, 청소년 화요일 09:30∼11:30 20

챠밍디스코 성인, 청소년 화요일 10:00∼12:00 30

댄스스포츠1 성인, 청소년 목요일 10:00∼12:00 30

댄스스포츠2 성인, 청소년 금요일 10:00∼12:00 30

탁구교실1(오전반) 성인, 청소년 월요일 10:00∼12:00 20

탁구교실2(오후반) 성인, 청소년 수요일 15:00∼17:00 20

웰빙요가1(오후반) 성인, 청소년 월·화·목·금 14:00∼15:00 30

웰빙요가2(야간반) 성인, 청소년 월·화·목·금 19:00∼20:00 30

헬 스(오전반) 성인, 청소년 월 ~ 금 08:00∼12:00 30

헬 스(오후반) 성인, 청소년 월 ~ 금 13:00∼17:00 30

헬 스(야간반) 성인, 청소년 월 ~ 금 18:00∼21:00 30

☎2289-7503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44길 9 (쌍문3동 327)

쌍문4동  http://dong.dobong.go.kr/ssangmun4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요가교실 성인 월·수·금 09:00~10:00 25

단전호흡 성인 화·목 09:00~10:30 25

탁구교실 성인 월 14:00~16:00 20

라인댄스 성인 월·금 11:00~12:30 20

헬 스 청소년, 성인 월∼금
08:00~12:00 50

13:30~17:30 50

☎2289-7545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62-7 (쌍문4동 59-7)

방학1동  http://dong.dobong.go.kr/panghak1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요 가 성인 월·수 10:00~11:00 30

국학기공 성인 화·목 10:00~11:00 30

밸리댄스 성인 여성 화 11:30~13:30 30

라인&레크댄스 성인 여성 수 12:00~14:00 30

탁구교실 성인 월 14:30~16:30 25

어린이 클레이 어린이(만6세 이상, 초등학생) 금 16:00~18:00 20

☎2289-7557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2길 27 (방학1동 687-27)

방학2동 http://dong.dobong.go.kr/panghak2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서 예 성인 월 10:00~12:00 20

한국무용 성인 월 13:00~15:00 40

요 가 성인
화 10:00~11:00 40

목 10:00~11:00 40

노래교실 성인 화 14:00~16:00 50

한문급수대비반 초등학생 화 16:00~18:00 20

사 군 자 성인 수 10:00~12:00 20

댄스스포츠(중급A) 성인 수 10:00~12:00 40

탁 구 A 성인 수 14:00~16:00 22

탁 구 B 성인 목 14:00~16:00 22

댄스스포츠(중급B) 성인 금 10:00~12:00 40

칼라점토 초등학생 금 15:00~17:00 20

헬 스 성인 월~금 08:00~20:00 170

☎2289-1506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226 (방학2동 621-2) 

방학3동 http://dong.dobong.go.kr/panghak3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탁구(초급) 남·여 수 13:00~15:00 20

탁구(중급) 남·여 월 10:00~12:00 20

라인댄스 여성 수 15:30~17:30 40

벨리댄스 여성 월 11:30~13:30 40

부부댄스스포츠 부부(가족관계확인) 목 19:00~21:00 40

한국무용 여성 금 10:00~12:00 30

댄스스포츠 여성 금 15:30~17:30 40

웰빙헬스 1 남·여 월~금 09:00~12:30 50

웰빙헬스 2 남·여 월~금 13:30~17:00 50

사물놀이 남·여 화 10:00~12:00 25

포크기타 남·여 금 10:00~12:00 25

☎ 2289-7777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94 (방학동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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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3동 문화센터 http://dong.dobong.go.kr/panghak3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컴퓨터첫걸음 남·여 화 10:00~12:00 24

어르신컴퓨터 어르신 수 10:00~12:00 24

한글 2007 남·여 목 10:00~12:00 24

동화나라 6~7세 화 16:00~17:00 25

점핑클레이 7~10세 수 15:30~17:30 25

어린이 종이접기 6~10세 목 15:40~17:40 25

한문서예 1 남·여 월 10:00~12:00 25

한문서예 2 남·여 화 10:00~12:00 25

생활영어(중급) 남·여 수 10:00~12:00 25

일본어(초급) 남·여 금 14:00~16:00 25

생활영어(초급) 남·여 금 10:00~12:00 25

중국어(초급) 남·여 월 14:00~16:00 25

교양한문(초급) 남·여 화 10:30~12:30 25

교양한문(천자문) (중급) 남·여 목 10:30~12:30 25

생활공예 남·여 수 10:00~12:00 25

단전호흡 남·여 월·수·금 11:00~12:00 30

SNPE 체형교정요가 1 여성 화·목 11:00~12:30 40

SNPE 체형교정요가 2 여성 화·목 14:00~15:30 40

요가 3 여성 월·수·금 15:30~16:30 40

☎2289-7575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32길 80 (방학동 498-31)

창1동  http://dong.dobong.go.kr/changdong1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어린이찰흙공예 만6세~10세 아동 화 16:00~18:00 20

야간요가·밸리댄스 도봉구 주민 화·목 19:00~20:30 30

노래교실 도봉구 주민 수 10:00~12:00 50

요가 도봉구 주민 월·수 13:00~14:00 35

탁구교실 도봉구 주민 금 14:30~16:30 25

한국무용 도봉구 주민 목 10:00~12:00 25

☎2289-7584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46 (창1동 347-5)

창2동  http://dong.dobong.go.kr/changdong2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서예 성인 화 10:00~12:00 30

노래교실 성인 화 14:00~16:00 40

풍물놀이 성인 목 14:00~16:00 40

쿠키와 점토클레이 초등학생 화 16:00~18:00 30

댄스스포츠 성인
수 10:30~12:00

40
금 13:30~15:00

홈스케치(파스텔화) 성인 목 10:00~12:00 30

국선도 성인 월·화·목·금 11:00~12:00 40

요가 성인(여) 월·수 15:00~17:00 40

에어로빅중급반 성인(여) 월~금 08:20~09:20 40

에어로빅초급반 성인(여) 월~금 09:30~10:30 40

벨리댄스 성인(여) 월·수 13:00~14:30 40

헬스(1) 성인 월~금 09:00~11:00 30

헬스(2) 성인 월~금 14:00~16:00 30

☎2289-7596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59길 73-3 (창2동 632-73)

창3동  http://dong.dobong.go.kr/changdong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에어로빅 성인 월·화·목·금 10:30~11:30 25

단전호흡 성인 화·목 12:00~13:00 20

요가 성인 월·수 14:00~16:00 25

가요교실 성인 목 14:00~16:00 30

스포츠댄스 성인 수 10:30~12:30 30

사군자 성인 월 10:00~12:00 20

사물놀이 성인 월 16:00~18:00 25

☎2289-7608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62길 89 (창3동 462-2)

창4동 http://dong.dobong.go.kr/changdong4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서예교실 성인 월 10:00~12:00 20

댄스스포츠 성인 월 14:00~16:00 30

생활영어 성인 화 10:00~12:00 25

노래교실 성인 수 10:00~12:00 40

판소리교실 성인 수 14:00~16:00 20

피부관리 성인 목 10:00~12:00 20

여행영어 성인 목 14:00~16:00 25

한자교실 초등학교 3~6학년 토 10:00~12:00 30

☎2289-7959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390 (창4동 33-1)

창5동 http://dong.dobong.go.kr/changdong5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유아체육
유아(5~6세) 화 16:00~17:00 10

유아(6~7세) 화 17:00~18:00 10

서 예 누구나 수 10:00~12:00 25

생활영어 누구나 금 14:00~16:00 25

중 국 어 누구나 화 14:00~16:00 25

통 기 타 누구나 목 19:00~21:00 25

헬 스 누구나
월~금 09:00~20:00

200
토 09:30~15:00

단전호흡 성인 화·목 10:30~11:30 25

댄스스포츠 성인 화 14:00~16:00 25

요 가 누구나 월·수 10:30~11:30 25

에어로빅 성인(여) 월~금 09:00~10:00 30

한자야놀자 초등학생 토 10:00~12:00 25

타이치 어르신(만65세이상) 수 15:00~16:00 25

☎2289-1513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36 나길 20 (창5동 224-41)

도봉1동 http://dong.dobong.go.kr/dobong1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에어로빅 성인(여성) 월~금 08:40~09:40 50

주부노래교실 성인(여성) 화 10:00~12:00 50

스포츠댄스 일반 월·목 10:00~12:00 50

탁구 일반 수·금 10:00~12:00 40

공요가(초급) 일반 화·금 16:00~18:00 50

공요가(중급) 일반 화·금 14:00~16:00 50

공요가(야간) 일반 화·금 19:00~21:00 50

모던왈츠 일반 월·목 14:00~16:00 50

라인댄스 일반 월·목 19:00~20:00 50

사군자 일반 화 10:00~12:00 20

서예(오전) 일반 목 09:30~11:30 20

서예(오후) 일반 목 12:00~14:00 20

☎2289-7837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9 나길 22 (도봉1동 593-69)

도봉2동  http://dong.dobong.go.kr/dobong2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스포츠 댄스 성인 월 10:00~12:00 30

요가 성인 월 18:00~20:00 20

우리춤체조 성인 수 14:00~16:00 30

밸리댄스 성인 수 19:00~21:00 20

한글서예 성인 목 10:00~12:00 20

노래교실 성인 금 10:00~12:00 50

☎2289-7645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68 (도봉2동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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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http://www.seowonbokji.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한글대학

지역 내 기초 한글

교육을 희망하는 

성인 비문해자

화·목 10:30~12:00 36

작문교실 해밀

지역 내 단어 및 

단순문장 읽고 쓰기

가 가능한 저학력

(중졸 이하) 

성인 비문해자

화 18:00~20:00 16

청소년 진로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중학생)
화·목 17:00~19:00 12

열한번째 손가락 지역 내 대학생 미정 12

주부푸르미 봉사단 지역 내 주부
수

(월 1회)
10:00~13:00 12

자신만만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여성가장

월

(월 1회)
19:00~21:00 6

장애아동 집단운동 

'하나둘셋'

지적, 발달장애

아동
월 15:00~17:00 10

장애아동 미술공예 

'오물조물세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월 16:00~18:00 10

장애아동 인지치료 

'배움터'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수 15:00~17:00 10

장애아동 음악치료 

'도레미'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금 15:00~17:00 8

성인장애인 바리스

타양성 프로그램 

'아람학교'

지적 장애성인 월~금 10:00~15:00 7

장애청소년 

체력관리 프로그램 

'몸짱마음짱'

지적, 자폐성 

장애청소년
금 16:30~18:00 10

장애청소년 

사진동아리 

'동그란세상'

지적, 자폐성 

장애청소년
월 17:00~18:30 8

장애청소년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그린마인드'

지적 장애청소년 화 16:30~18:00 8

통합노래교실 

'솔라시'

성인, 뇌졸중 

장애성인
금 13:30~14:20 30

수학전문교실 초등학생 월·화·목
14:00~19:00

(학년별 상이)

제한

없음

피아노교실 A, B
지역 내 아동,

청소년,성인
월~금 10:00~19:30

제한

없음

언어치료

언어발달 지연 및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화~금 13:00~18:00 11

미술치료

심리, 정서적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화~목 10:00~19:00
제한

없음

방과후프로그램 

'꿈이 열리는 교실'

저소득가정 아동

초등학교 3~6학년

월~금
월수금 : 5,6학년

화목 : 3,4학년

16:00~19:00
각 

9명

장애아동가족원예 

'해피패밀리'

장애아동을 가진 가

구 (부의 참여가 가

능한 비장애 형제포

함 4인가족 이상)

토

(월 1회이

상)

10:00~12:00 8가구

☎3494-4755~6 서울시 도봉구 마들길 668 (도봉2동 636-9)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http://www.bangahgol.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하이점프교실 지적장애 고등학생 수·금 16:30~18:30 8

장애우

두레비전학교

20대 

지적장애 청년
토 10:00~15:00 8

아동 

피아노교실
초등학생 월~금

14:30~15:30 8

15:30~16:30 8

16:30~17:30 8

성인 

피아노교실
성인 월·목·금

11:00~12:00 6

12:00~13:00 6

☎3491-0500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7길 42 (방학2동 396-19)

창동종합사회복지관 http://www.changdong21.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아동영어(기초) 초등생 월·수·금 14:00-14:50 12

아동영어(초급) 초등생 월·수·금 15:00-15:50 12

아동영어(고급) 초등생 월·수·금 16:00-16:50 12

아동 피아노 초등생 월~금

13:00-13:50 12

14:00-14:50 12

15:00-15:50 12

16:00-16:50 12

17:00-17:50 12

아동 파티쉐 초등생 놀토 09:30-12:30 25

성인 피아노(A) 지역주민 월·수·금 09:30-10:50 6

성인 피아노(B) 지역주민 월·수·금 11:00-12:20 6

어르신 한글교실(국화반) 60세이상 월·목 10:00-12:00 15

어르신 한글교실(장미반) 60세이상 화·금 10:00-12:00 15

MBTI 성격유형탐색 지역주민 월·수 10:00-12:00 15

에니어그램 자기성장 지역주민 월·수 10:00-12:00 15

☎993-3222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29 (창1동 374)

도봉동노인복지센터 http://www.dbswc.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발마사지와 

건강체조 초급
60세이상 월 10:00~10:50 35

발마사지와 

건강체조 중급
60세이상 월 11:00~11:50 35

밸리댄스 60세이상 월·수 15:00~15:50 35

에어로빅 중급 60세이상 화·수·목· 금 10:00~10:40 35

에어로빅 초급 60세이상 화·목 11:00~11:40 35

민요노래교실 60세이상 화 13:30~15:00 60

테라밴드 60세이상 화 15:20~16:10 35

단학요가 60세이상 수 11:00~12:00 35

웰빙댄스(지루박) 60세이상 수 12:30~13:20 34

가요노래교실 60세이상 목 13:00~14:00 60

요가1부 60세이상 금 11:00~11:50 35

요가2부 60세이상 금 12:00~12:50 35

사군자 60세이상 월 13:00~14:30 15

일본어초급 60세이상 수 09:30~10:30 20

일본어중급 60세이상 수 10:30~11:30 20

한문서예 60세이상 수 13:00~15:00 15

한글 60세이상 목 13:30~15:00 20

탁구교실1 60세이상 월 10:00~12:00 10

탁구교실2 60세이상 목 10:00~12:00 10

생생영어회화 60세이상 금 14:00~15:30 20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방학동노인복지센터 http://www.bhswc.com

▶ 취미·여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국선도 60세이상 월 10:30~11:20 25

맷돌체조 60세이상
월·수 12:30~13:20 25

금 12:40~13:40 25

민요교실 60세이상 월 13:30~14:20 25

장구교실 60세이상 월 14:30~15:20 20

스포츠댄스 60세이상
화 10:00~10:50 25

화 11:00~11:50 25

신바람건강 

웃음체조
60세이상

화 13:00~14:00 25

목 14:30~16:00 25

라인댄스 60세이상 화 10:30~11:20 25

우리춤체조 60세이상 수 14:00~16:00 25

생활댄스 60세이상 수 10:30~11:20 25

요 가 60세이상 목 09:00~11:00 25

동명한의원 60세이상 둘째·넷째주 금 11:00~12:30 25

레크댄스 60세이상 금 14:00~15:30 25

노래교실 60세이상 금 14:00~15:30 30

☎3491-4651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5라길 59-9 (방학2동 393-5)

▶ 교양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셈교실 60세이상 월 09:00~10:30 12

영어회화 60세이상 월·수 10:35~11:35 12

영어기초교실 60세이상 월 13:00~15:00 12

명심보감(고급) 60세이상 화 09:00~09:50 12

일본어 60세이상 화 09:50~10:40 12

한글 1반 60세이상 화 13:30~15:00 12

한글 3반 60세이상 수 13:30~15:00 12

오언절구 60세이상 수 08:40~09:30 12

한문시 60세이상 수 09:40~10:10 12

수지침 60세이상 목 10:40~14:30 20

▶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태그반 60세이상 월·수 10:00~11:30 8

사진편집반 60세이상 월·수 12:30~14:00 8

동영상작품반 60세이상 월·수 14:10~15:40 8

기초반 60세이상 화·목 10:00~11:30 8

인터넷반 60세이상 화·목 13:30~15:05 8

한글반 60세이상 화 12:00~13:30 8

블로그반 60세이상 목 12:00~13:30 8

인터넷자격증반 60세이상 금 10:00~11:30 8

파워포인트1반 60세이상 금 13:30~15:00 8

파워포인트2반 60세이상 금 15:00~16:30 8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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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3356~7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9가길 52 (도봉1동 580-5)

도봉동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컴퓨터초급반 60세이상 월·화·목 09:30~11:00 12

컴퓨터중급반 60세이상 월·화 11:10~12:40 12

컴퓨터고급반 60세이상
월 13:00~14:30 12

목 11:10~12:40 12

동영상반 60세이상 화·목 13:00~14:30 12

스위시맥스초급반 60세이상 수·금 09:30~12:00 12

스위시맥스고급반 60세이상 수·금 13:00~15:30 12

쌍문동노인복지센터 http://www.smdswc.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서예 60세이상 목 10:00~12:00 12

문인화 60세이상 수 10:00~12:00 12

댄스스포츠(중급) 60세이상
월 11:00~12:00 30

수 13:00~14:00 30

댄스스포츠(종합) 60세이상
월 13:00~14:00 30

수 14:10~15:10 30

레크댄스(초급) 60세이상 목 11:10~12:00 40

레크댄스(중급) 60세이상 화 11:10~12:00 40

레크댄스(고급) 60세이상 화 10:00~11:00 40

탁구(초급) 60세이상 화 10:00~12:00 10

나라사랑댄스 60세이상 화 13:00~14:00 20

실버난타(초급) 60세이상 화·목 14:30~15:30 15

실버난타(중급) 60세이상 금 11:10~12:10 15

맷돌체조 60세이상 목 10:00~11:00 20

요가 60세이상 목 13:00~14:00 20

라인댄스 60세이상 금 10:00~11:00 20

가요교실 60세이상 금 14:00~15:30 50

골기경락마사지 60세이상 수(월2회) 10:00~12:00 10~20

컴퓨터초급 60세이상 월·금 10:00~12:00 10

컴퓨터중급 60세이상
수 10:00~12:00 10

금 13:00~15:00 10

컴퓨터고급 60세이상 화·목 10:00~12:00 10

인터넷활용반 60세이상 화·목 13:00~15:00 10

자격증대비반 60세이상 월·수 13:00~15:00 10

☎900-4641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63 (쌍문1동 361-8)

창동노인복지센터 http://www.changsenior.org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레크댄스(초급) 60세이상 월 10:00~11:00 40

레크댄스(중급) 60세이상 월 11:10~12:10 40

우리춤체조 60세이상 월 13:00~14:00 40

탁구1반 60세이상 월 14:10~15:10 8

탁구2반 60세이상 월 15:10~16:00 8

스트레칭요가 60세이상 화 10:00~11:00 40

댄스스포츠(기초) 60세이상 화 13:00~14:00 40

댄스스포츠(종합) 60세이상 화 14:10~15:10 40

라인댄스1반 60세이상 수 10:00~11:00 40

라인댄스2반 60세이상 수 11:10~12:10 40

탁구(중급) 60세이상 수 13:10~15:10 8

에어로빅1반 60세이상 목 15:10~16:00 40

에어로빅2반 60세이상 목 16:10~17:00 40

노래교실 60세이상 금 10:30~11:30 120

국선도 60세이상 금 14:10~15:10 40

영어초급 60세이상 수 09:00~10:00 15

국어교실 60세이상 수 10:00~11:00 15

영어중급 60세이상 수 11:00~12:00 15

서예교실 60세이상 금 09:30~11:00 18

컴퓨터중급1 60세이상 월 09:30~10:50 8

컴퓨터고급1 60세이상 월 11:00~12:20 8

컴퓨터고급2 60세이상 화 09:30~10:50 8

컴퓨터활용1 60세이상 화 11:00~12:20 8

컴퓨터초급2 60세이상 수 09:30~10:50 8

컴퓨터중급2 60세이상 수 11:00~12:20 8

컴퓨터활용2 60세이상 목 09:30~10:50 8

Tag홈페이지 60세이상 목 11:00~12:20 8

MS파워포인트 60세이상 금 09:30~10: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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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93-9900 서울시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2동 19-12)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http://www.dobongnoin.or.kr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컴퓨터 초급1 60세이상 월·수·금 10:00~10:50 15

컴퓨터 초급2 60세이상 월·수·금 11:00~11:50 15

컴퓨터 중급1 60세이상 화·목 10:00~10:50 15

컴퓨터 중급2 60세이상 화·목 11:00~11:50 15

컴퓨터 활용1 60세이상 월·수·금 13:00~13:50 15

컴퓨터 활용2 60세이상 월·수·금 14:00~14:50 15

영상반 60세이상 화·목 13:00~14:50 15

고급활용

(포토샵,

인터넷쇼핑몰)

60세이상 화·목 15:00~16:50 15

블러그 1반 60세이상 월 15:00~16:50 15

블러그 2반 60세이상 수 15:00~16:50 15

문해1단계(늘봄반) 60세이상 화·금 13:00~14:50 20

문해1단계(매화반) 60세이상 월·목 10:00~11:50 20

문해2단계(난초반) 60세이상 월·목·금
13:00~14:50

15:00~16:50
8

문해2단계(국화반) 60세이상 화·목·금

13:00~14:50

13:00~15:50

09:00~09:50

8

문해3단계(대나무반) 60세이상 화·수·목
10:00~11:50

08:00~09:50
8

문해3단계(한울반) 60세이상 월·수·금 13:00~14:50 20

중입 검정고시 60세이상 월·수·금 09:00~12:00 15

고입 검정고시 성인 및 회원 월·수·금 09:00~12:00 10

레벨업 일본어 60세이상 월 10:00~11:50 30

일본어 초급 60세이상 화·목 10:00~10:50 56

일본어 중급 60세이상 화·목 11:00~11:50 56

일본어 독해 60세이상 목 09:00~09:50 56

레벨업 영어 60세이상 수 10:00~11:50 30

영어 초급 60세이상 화·목 13:00~13:50 56

영어 중급 60세이상 월·수 13:00~13:50 56

생활영어회화 60세이상 금 10:00~11:50 56

중국어 초급 60세이상 수·금 11:00~11:50 30

중국어 중급 60세이상 수·금 10:00~10:50 30

우리역사교실 60세이상 월 14:00~14:50 56

디지털 카메라 60세이상 화 14:00~15:30 30

하모니카 초급 60세이상 화 09:00~09:50 30

하모니카 연주 60세이상 화 10:00~11:50 30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생활한문 60세이상 수 14:00~14:50 56

수화노래반 60세이상 수 13:00~13:50 25

오카리나 60세이상 수 13:00~13:50 20

키타교실 60세이상 금 13:00~14:50 30

은하수 합창단 60세이상 금 15:00~16:30 35

서양화 60세이상 수 13:00~14:40 25

동양화 60세이상 금 10:00~11:50 25

서예한글 고급 60세이상 월 10:00~11:50 25

서예한글 초급 60세이상 수 10:00~11:50 25

서예한문 고급 60세이상 화 10:00~11:50 25

서예한문 초급 60세이상 목 10:00~11:50 25

에어로빅 60세이상 월~금 09:10~09:50 70

레크댄스(고급) 60세이상 월 10:00~11:50 50

풍물패 60세이상 화 10:00~11:50 40

나래한국무용 60세이상 수 10:00~11:50 20

난타(초급) 60세이상 목 11:00~11:50 15

난타(고급) 60세이상 목 10:00~10:50 15

경기민요&가락장고 60세이상 금 10:00~11:50 65

노래교실 60세이상 월 13:00~14:50 120

민요장고(초급) 60세이상 월 15:00~15:50 65

치매예방체조 60세이상 월 16:00~16:50 80

라인댄스 60세이상 화 13:00~13:50 90

파워요가댄스 60세이상 화 14:00~14:50 90

실버극단 울력 60세이상 화 15:00~16:50 20

세라밴드체조 60세이상 수 13:00~13:50 80

레크댄스(초급) 60세이상 수 14:00~14:50 120

신규회원

적응프로그램
60세이상 수 16:00~16:50 50

레크댄스(중급) 60세이상 목 15:00~15:50 120

댄스스포츠 60세이상 목 16:00~16:50 120

국선도 60세이상 금 13:00~13:50 80

생활요가1 60세이상 금 14:00~14:50 70

생활요가2 60세이상 금 15:00~15:50 70

우리가락춤 60세이상 금 16:00~16:50 80

포켓(초급) 60세이상 월·금 10:00~11:00 6

포켓(중급) 60세이상 월·금 11:00~12:00 6

당구(초급) 60세이상 목·금 14:00~15:00 6

당구(중급) 60세이상 목·금 15:00~16:00 6

탁구반 60세이상 월·목 14:00~16:00 20

라지볼탁구 60세이상 수 10:00~12:00 15

자율탁구 60세이상 월~토 08:30~18:00 75

자율포켓 60세이상 월~토 08:30~18:00 75

자율당구 60세이상 월~토 08:30~18:00 50

도서실 60세이상 월~토 08:30~18:00 20

바둑/장기 60세이상 월~토 08:30~18:00 75

어르신쉼터 60세이상 월~토 08:30~18:00 75

컴퓨터연습실 60세이상 월~토 08:30~18:00 40

게이트볼 60세이상 월~금 08:30~18:00 25

팡파레노래방 60세이상 화~금 14:00~18:00 15

체력단련실 60세이상 월~금 09:00~17:30 80

창동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스위시 60세이상 금 11:00~12:20 8

ITQ한글1 60세이상 월 13:00~14:20 8

컴퓨터초급1 60세이상 화 13:00~14:20 8

시험과목충강의 60세이상 화 14:30~15:30 8

MS엑셀 60세이상 수 13:00~14:20 8

포토샵 60세이상 목 13:00~14:20 8

시험과목충강의 60세이상 목 14:30~15:30 8

ITG한글2 60세이상 금 13:00~14:20 8

☎906-2968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차길 6 (창3동 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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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170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140 (쌍문3동 381-4)

쌍문동청소년랜드 http://www.youthland.net 쌍문동청소년랜드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MSL 스피치A 초등생 토 13:00~13:50 15명

MSL 스피치B 초등생 토 14:00~14:50 15명

어린이 독서논술 초4~6 화·목 18:00~18:50 15명

EBS수리셈A 초1~4 금 15:00~15:50 15명

EBS수리셈B 초1~4 금 16:00~16:50 15명

수학가베 초1~3 목 17:00~17:50 15명

바이올린A 7세이상~청소년 화·목 15:00~15:50 12명

바이올린B 7세이상~청소년 화·목 16:00~16:50 12명

바이올린C(고급) 7세이상~청소년 수·금 16:00~16:50 12명

통기타C(초급) 초등생 토 13:30~14:50 12명

통기타A(초급) 초등생 토 15:00~16:20 12명

통기타B(초급) 중/고생 토 16:30~17:50 12명

드 럼(초급) 초~고등생 토 16:30~17:50 10명

일요통기타 초~고등생 일 12:30~13:50 12명

일요드럼 초~고등생 일 16:00~17:20 10명

일요미니기타 초~고등생 일 14:00~14:50 12명

데생과 수채화 초3~6 금 17:00~17:50 20명

재미미술 초등생 수 16:30~17:50 20명

칼라점토A 초등생 토 14:00~14:50 20명

칼라점토B 초등생 토 15:30~16:20 20명

발 레A(초급) 초등생 화·목 16:00~16:50 20명

발 레B(중/고급) 초등생 화·목 17:00~17:50 20명

초등벨리댄스 6세~초등생 화·목 18:00~18:50 20명

키즈벨리댄스 초등생 토 10:00~11:20 20명

유행&방송댄스 초등생 토 11:30~12:20 20명

토요바둑A 6세~중등생 토 18:00~18:50 16명

토요바둑B 6세~중등생 토 17:00~17:50 16명

한자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초1~3 화 16:30~17:20 20명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http://www.smy.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통기타A 초3이상 토 19:30~20:50 10명

통기타B 초3이상 토 18:00~19:20 10명

통기타C 초3이상 토 16:30~17:50 10명

통기타D 초3이상 토 13:30~14:50 10명

통기타E 초3이상 일 12:30~13:50 10명

통기타F 초3이상 토 11:00~12:20 10명

일렉기타 초3이상 토 15:00~16:20 10명

드럼A 초3이상 일 14:00~15:20 8명

드럼B 초3이상 일 15:30~16:50 8명

드럼C 초3이상 일 17:00~18:20 8명

드럼D 초3이상 일 12:30~13:50 8명

바이올린 A 6세~초등생 금 16:00~16:50 7명

바이올린 B 6세~초등생 금 17:00~17:50 7명

SSC 창의과학(Basic) 초1~2 수 15:00~15:50 15명

SSC 창의과학(Level Up) 초3~4 수 16:00~16:50 15명

가베 5세~7세 수 16:00~16:50 15명

IQ 쑥쑥바둑 초등생 이상 수 17:00~17:50 20명

한자급수대비(초급) 초등생 이상 토 13:00~14:20 20명

한자급수대비(중급) 초등생 이상 토 14:30~15:50 20명

상상톡톡 창작미술A 6~7세 화·목 17:00~17:50 20명

상상톡톡 창작미술B 초1~2 화·목 16:00~16:50 20명

주니어발레(심화) 6세~초등생 화·목 17:00~17:50 10명

신나는 음악줄넘기 초등생 이상 금 17:00~17:50 15명

미술 장애청소년 토 16:00~16:50 15명

방송댄스 장애청소년 토 17:00~17:50 15명

체육 장애청소년 일 10:00~10:50 15명

음악 장애청소년 일 11:00~11:50 15명

요가 성인 화·목 19:30~20:30 20명

째즈댄스 성인 화·목 10:40~12:00 25명

다이어트 댄스 성인 화~토 09:00~10:00 30명

금요드럼A 성인 금 16:30~17:50 8명

금요드럼B 성인 금 18:00~19:20 8명

금요드럼C 성인 금 19:30~20:50 8명

예쁜글씨 P.O.P 성인 목 09:30~10:50 10명

서예&사군자 성인 수 10:00~12:00 15명

두리난타 장애청소년
수 18:30~20:00 10명

목 17:30~19:00 10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동화구연A 6~7세 토 10:00~10:50 12명

동화구연B 6~7세 토 11:00~11:50 12명

창의가베A 5~6세 목 15:00~15:50 15명

창의가베B 6~7세 목 16:00~16:50 15명

창작미술A 6~7세 토 11:00~11:50 20명

창작미술B 6~7세 토 10:00~10:50 20명

아동발레C(초급) 5~6세 수·금 15:00~15:50 20명

아동발레A(초급) 5~6세 수·금 16:00~16:50 20명

아동발레B(중급) 7세 수·금 17:00~17:50 20명

아동벨리댄스 5~7세 화·목 17:00~17:50 17명

꼬마 

푸드테라피스트
6~7세 수 15:00~15:50 15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성인드럼 성인 수 10:30~11:50 10명

성인벨리댄스 성인 화·목 20:00~20:50 15명

다이어트벨리댄스 성인 수·금 11:00~11:50 15명

POP교실(초/중급) 성인 수 10:00~10:50 20명

냅킨아트 성인 화 10:00~11:20 20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요 가A 성인 화·수·금 09:30~10:20 25명

요 가B 성인 수·금 19:00~19:50 25명

성인통기타 성인 화 10:30~11:50 12명

▶ 청소년강좌

▶ 유아강좌

▶ 취미교양강좌

▶ 취미교양강좌

☎908-0457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2길 34 (쌍문4동 80-1)



   

청소년 프로그램

☎908-0922~4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62길 89 (창3동 462-2)

창동청소년문화의집 http://www.dazzl.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TQS 생명과학 초 4~6 토 16:30~18:00 10

잼나는요리과학교실 초 1~3 토 13:00~14:30 10

영재과학 실험교실 초 4~6 토 14:30~16:00 10

독서논술 7세~초 토 14:00~15:00 10

뎃 생 초, 중 토 14:00~20:30 40

수채화, 뎃생 초, 중 토 10:00~13:00 10

키즈밸리 5세~초 수·금 16:30~18:30 26

토요 키즈밸리 5세~초 토 14:30~17:30 26

플 룻 초 ,중 토 14:00~17:00 6

북아트 초1~6 토 10:00~13:00 10

사물놀이 초,중,고 토 12:00~14:00 15

제빵, 제과 만들기 초,중,고 토 10:00~12:00 15

드 럼 초, 중, 고 토 10:00~19:00 25

바둑교실 7세~6학년 토 13:00~16:00 12

줄넘기다이어트 초, 중 화·목 17:00~18:00 12

주산식 암산수학 7세~초 일 13:00~15:00 12

웅변과 리더십 7세~초 일 15:00~16:00 12

화요드럼 초~성인 화 17:00~21:00 15

라인댄스 성인 수·금 20:00~21:30 10

다이어트댄스 성인 화~목 09:10~10:10 10

수요드럼 성인 수 13:00~15:00 4

다이어트요가 성인 화·목 19:00~20:30 10

창동청소년수련관 http://www.cdyouth.or.kr

창동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영유아 조기음악교육 

유리드믹스

20~36개월
화

11:10~11:50 15명

12~20개월 12:00~12:40 15명

레고닥타 (구조) 5,6세
화

16:00~16:50 15명

레고닥타 (기초기계) 6~7세 17:00~17:50 15명

신나는 동화구연
5~6세

목
15:00~15:50 15명

7세~예비초등1 16:00~16:50 15명

생각이 커지는 Why형 

한우리 꿈꾸는나무

(책읽기 독후활동)

7~8세 목 15:00~15:50 15명

리더십과발표력

초등1~3 목 17:00~17:50

15명

초등국어, 동시낭송법, 

의사전달, 

집단토론법 등

15명

역사속으로 풍덩~

상상 역사동화
초2~4 수 14:00~14:50 15명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 글쓰기(논술)

초1~2
수

15:00~15:50 15명

초3~4 16:00~16:50 15명

한자박사 <5~7급>

(한자급수대비반)
7세~초등생 화 15:00~15:50 15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프뢰벨 가베
5,6세

목
15:00~15:50 15명

6,7세 16:00~16:50 15명

Fun & Math 놀이수학 

수학의 원리를 터득하는 

두뇌개발 수학놀이

6,7세 화 17:00~17:50 15명

주산과 암산수학

(EBS 주산수리셈)
7세~초등생 화

16:00~16:50 15명

17:00~17:50 15명

*인기만점* 추천강좌 

바둑승급반
6세~초등생 목

16:00~16:50 15명

17:00~17:50 15명

창의사고력수학

단순히 조립만 하는

로봇은 싫어~!!

6~7세

금

15:00~15:50 15명

초1~2 16:00~16:50 15명

초3~6 17:00~17:50 15명

<창의로봇> 초등생 금
15:10~16:50

(100분 수업)
15명

▶ 창의력발달

▶ 과학탐구 & 사고력증진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과학 호기심반 6~7세
금 15:00~15:50 15명

토 13:00~13:50 15명

과학 체험반 초1~2
금 16:00~16:50 15명

토 14:00~14:50 15명

과학 탐험반 초3~4
금 17:00~17:50 15명

토 15:00~15:50 15명

▶ 생명과학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쌩왕초보를 위한 

영어회화
성인 목 10:00~11:50 15명

어르신을 위한 성인 금 10:00~11:30 15명

왕초보 영어회화 성인 목 10:00~11:30 15명

영어회화 초급 성인 월·수 13:00~14:30 15명

여행영어회화 성인 월·수 10:00~11:30 15명

네일아트 

취미&자격증반
성인 화 10:00~12:30 15명

피부미용관리 & 

기초메이크업
성인 목 17:00~19:50 15명

POP예쁜글씨 성인 수 10:00~11:30 15명

폼아트 성인 수 12:00~13:30 15명

퀼트 성인 수 10:00~11:30 15명

손뜨개 교실 성인 수 12:00~13:30 15명

타악(난타)퍼포먼스 성인

화 11:00~11:50 15명

수 11:00~11:50 15명

목 11:00~11:50 15명

▶ 취미활동 & 자격증(성인)

D
obong's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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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성악재능교실

6세~초등생(초급) 월 15:00~15:50 15명

6세~초등생(중급) 월 16:00~16:50 15명

6세~초등생(중급) 월 17:00~17:50 15명

바이올린
5세이상

초,중,고등부

화·목 16:00~16:50 15명

화·목 17:00~17:50 15명

목 18:00~18:50 15명

하모니카 초등~성인
수 16:00~16:50 15명

수 17:00~17:50 15명

드럼(화목반) 초등3~성인

화

18:00~18:50 15명

19:00~19:50 15명

20:00~20:50 15명

목

18:00~18:50 15명

19:00~19:50 15명

20:00~20:50 15명

드럼(월금반) 초등3~성인

월

18:00~18:50 15명

19:00~19:50 15명

20:00~20:50 15명

금

18:00~18:50 15명

19:00~19:50 15명

20:00~20:50 15명

통기타

초4~성인

월

17:00~17:50 15명

초4~중,고생 18:00~18:50 15명

성인 19:00~19:50 15명

초4~성인 수
19:00~19:50 15명

20:00~20:50 15명

음악과 함께하는 

포크기타
성인 화 10:00~10:50 15명

놀토통기타 초등생~성인
2·4주 

토요일

09:00~10:40 15명

11:00~12:40 15명

일요통기타
초등생~고등 2·4주 

일요일

14:00~15:40 15명

성인 16:00~17:40 15명

주3회 피아노

유아~성인

월수금

10:00~10:50 10명

유아~청소년

11:00~11:50 10명

12:00~12:50 10명

14:00~14:50 10명

15:00~15:50 10명

16:00~16:50 10명

17:00~17:50 10명

18:00~18:50 10명

유아~성인 19:00~19:50 10명

주2회 피아노

유아~청소년 월·수 14:00~14:50 10명

유아~성인 월·수 19:00~19:50 10명

유아~성인

화·목

10:00~10:50 10명

11:00~11:50 10명

12:00~12:50 10명

유아~청소년

14:00~14:50 10명

15:00~15:50 10명

16:00~16:50 10명

17:00~17:50 10명

18:00~18:50 10명

유아~청소년
19:00~19:50 10명

20:00~20:50 10명

창동청소년수련관 창동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EQ 영어동화 5~7세 화·목 15:00~15:45 15명

어린이영어연극

(Ready-Action)
6세~초등저 화·목 16:00~16:45 15명

영어파닉스

6세~초등저

화·목

15:00~15:50 15명

초등저
16:00~16:50 15명

17:00~17:50 15명

리틀

원어민영어회화

(6개월)

6세~7세(A반)

화·목

15:00~15:45 12명

6세~7세(B반) 16:00~16:45 15명

6세~7세(C반) 17:00~17:45 15명

초등 

원어민영어회화

(3개월)

초등생(Level1)

초등생(Level2)

초등생(Level3)

초등생(Level4)

월·수·

금

15:00~15:45 15명

16:00~16:45 15명

17:00~17:45 15명

18:00~18:45 15명

신나는토킹토킹

(3개월)
초등생 화·목 19:00~19:45 13명

▶ 국제화 ▶ 예능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세계사따라잡기 

<중등교과과정>
초등6~중등

2,4주

놀토

(월2회)

09:00~10:40 15명

창의력 키우는 

독서토론과 논술
초등2~4 11:00~12:40 15명

어린이POP & 우드 DIY 초3이상 14:00~15:40 15명

꿈을 굽는 

리틀 파티쉐
초등생 14:00~15:50 15명

놀토드럼 초4~성인
09:00~10:40 15명

11:00~12:40 15명

놀토뎃생과 수채화 초등생~성인 10:00~11:40 15명

토요뎃생과 수채화 초4~중등생

매주 

토

(월4회)

14:00~15:50 15명

16:00~17:50 15명

클래식피아노&

반주법
초등생~성인

12:00~13:40 15명

14:00~15:40 15명

토요바이올린 초등생~성인 14:00~15:40 15명

토요플릇 7세~성인 14:00~15:40 15명

해금 초등생~성인

<기초신규반>

14:00~14:50
15명

< 기 존 반 >

15:00~15:50
15명

리틀화가교실 5세~초등저 목

14:00~14:50 15명

15:00~15:50 15명

16:00~16:50 15명

신나는창의미술

5,6세 화 14:00~14:50 15명

6,7세

월

15:00~15:50 15명

예비초등생반 16:00~16:50 15명

5,6세 14:00~14:50 15명

뎃생과 수채화 초5~중학생 월
15:00~16:50 15명

17:00~18:50 15명

EQ가 좋아지는 

칼라점토

5,6세
수

16:00~16:50 15명

7세~초등저 17:00~17:50 15명

종이접기 6,7세~초등저 수 16:00~16:50 15명

서예교실 (글씨교정) 초등생~성인 금 16:00~17:50 15명

성인들을 위한 취미미술 

수채화&뎃생
성인 화 10:00~12:50 15명

유화기초입문 성인 목 10:00~12:50 15명

금요화실 유명작가의 모작부터 

시작해서 창작까지 (수채화&유화)
성인 금 10:00~12:50 15명

창동 아뜰리에 중등생~성인 화 18:00~20:50 15명

▶ 주말자기계발교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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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영어회화 성인 월· 목 13:30~15:30 16

리본공예 및 선물포장 성인 수 10:00~12:00 20

(어르신)일본어회화(중급) 성인 목 15:40~17:40 16

북아트 성인 금 10:00~12:00 20

수묵담채화 성인 금 12:30~14:30 16

성인미술(초급) 성인 월 10:00~12:00 20

성인미술(고급) 성인 목 10:00~12:00 20

창의미술 1 초등 1~2학년 월 13:30~15:00 20

창의미술 2 초등2학년이상 월 15:00~16:30 20

주산암산수리셈 7세~초등저학년 월 14:00~15:00 16

한자교실 7세~초등6학년 월 15:00~16:00 16

창의력 생물탐험 유아~초등2학년 화 16:20~17:20 16

영화로 배우는 영어 초등저학년 화 17:00~18:00 16

독서와 아이클레이 초등저학년 목 14:00~15:30 20

요리보고 조리보고 6~7세 목 17:00~18:00 16

나는 야~ 리틀 쉐프! 초등저학년 목 16:00~17:00 16

(창의력 쑥쑥!!) 케이넥스1 5~7세 금 16:00~17:00 20

(과학공학교실!!) 케이넥스2 초등1~6학년 금 15:00~16:00 20

한국사급수반 초등4~6학년 금 17:00~18:30 20

신나는 영어챈트 1 5~6세 토 10:30~11:30 20

신나는 영어챈트 2 6~7세 토 11:30~12:30 20

글쓰기.논술 1 초등1~2학년 토 13:30~15:00 20

글쓰기.논술 2 초등3~6학년 토 15:00~16:30 20

도서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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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7425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56 (쌍문1동 422-163)

도봉도서관 http://dblib.sen.go.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스토리텔링전문가양성 성인 토 10:00~13:00 10

부모역할교실 성인 월 10:00~12:00 20

영어동화정복하기 성인 금 10:00~12:00 10

자연관찰일기 아동 월 14:00~16:00 10

어린이영어 아동 월 15:00~17:00 10

창의력NIE 아동 수 13:00~15:00 15

어린이토탈공예 아동 수 14:00~16:00 12

책탐험교실 아동 수 16:00~18:00 10

한자교실 아동 목 14:00~16:00 15

어린이리더십 아동 목 15:00~17:00 15

독서논술교실 아동 금 15:00~17:00 20

유아영어 유아 금 12:20~13:00 10

행복한영어ABC(원어민) 아동 월
16:00~17:00 10

17:00~18:00 10

☎995-4171~2 서울시 도봉구 자운길51 (창4동 808-1)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http://www.kidlib.dobong.kr

☎901-5192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길 126 (방학3동 446-5)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독후감대회 지역 주민 7월 중 미정 미정

남미음악 콘서트 지역 주민 8월 중 미정 미정

다문화가정 

나들이 행사

도봉구 

다문화가정
3~9월 중 미정 미정

장애아동 친구와 

함께하는 나들이
도봉구 장애아동 3~9월 중 미정 미정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독서 교실 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3~12월 미정 미정

방학특강 

“과자집 만들기”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을 

둔 2~4인 가족

7~9월 중 미정 미정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지역 주민 3~6월 미정 미정

독서논술프로그램 저학년 1~3학년 1~3월

17:00~18:00

(둘째,넷째 

수요일)

14명

동화구연 유치부 운영 지역 주민 3~12월 미정 미정

학마을다사랑센터 http://www.hakmaeul.or.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어린이리더십교육

(8세-12세)
아동 수 15:00~16:50 15

책과떠나는 숲속여행 아동 목 15:30~17:20 15

NIE A (저학년) 아동 화 16:00~17:50 10

NIE B (고학년) 아동 금 17:00~18:50 10

장애우청소년

컴퓨터교육A(8세-16세)

장애우아동 

및청소년
수 15:30~17:20 10

장애우청소년

컴퓨터교육B(17세-19세)

장애우아동 

및청소년
월 15:30~17:20 10

English Café 성인 화·금 09:30~11:30 30

☎900-1835~8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315 (창1동 418)

도봉문화정보센터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영어회화초급 A

(Only  English)
성인 월·수 10:00~11:50 20

영어회화초급 B

(Only  English)
성인 화·목 12:30~14:20 20

영어회화초급 C

(Only  English)
성인 토 14:00~17:50 20

일본어회화 입문 성인 수·금 19:00~19:50 20

일본어회화 기초 성인 수·금 20:00~20:50 20

중국어회화 입문 성인 화·목 10:30~11:20 20

중국어회화 기초 성인 화·목 11:30~12:20 20

컴퓨터 입문

(인터넷,한글,윈도우)
성인 화·목 10:00~11:50 20

디카를활용한포토샵 성인 월·수 13:30~15:20 20

사무자동화초급

(엑셀,파워포인트)
성인 화·목 13:30~15:20 20

사무자동화고급

(한글,엑셀,파워포인트)
성인 월·수 19:00~20:50 20

교양한문-맹자 성인 금 10:00~11:50 20

교양한문-시경 성인 금 13:00~14:50 20

예쁜손글씨 POP 성인 수 10:00~12:00 20

어린이독서교실 A

(8세-9세)
아동 월·수 16:00~16:50 20

어린이독서교실 B

(10세-13세)
아동 월·수 17:00~17:50 20

도봉문화정보센터 http://dobonglib.seoul.kr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장고 기초 성인 월·수 10:00~12:00 30

장고 중급 성인 수 13:00~15:00 30

사물놀이 성인 화·금 10:00~12:00 30

한국무용 기초 성인 월 15:00~17:00 30

한국무용 중급 성인 금 11:10~13:10 30

경기민요 성인 화·금 14:00~16:00 30

판소리·남도민요 성인 목 15:00~17:00 30

모듬북 기초 성인 수 15:30~17:30 30

모듬북 중급 성인 화 13:00~15:00 30

한국무용 - 교방굿거리 성인 수 15:00~17:00 20

풍물반 - 설장구 성인 목 10:00~12:00 20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크로마하프 성인

월

10:00~12:00 25

하모니카 중급 성인 12:30~14:00 25

하모니카 고급 성인 14:00~15:30 25

하모니카 기초 성인

수

13:50~15:20 25

국내 가곡교실 성인 10:00~12:00 50

외국 가곡교실 성인 12: 10~14 : 10 30

포크기타 입문 성인

목

10:00~11:30 30

포크기타 기초 성인 11 :40~13: 10 30

포크기타 중급 성인 13:20~14:50 30

플루트 입문 성인

금

09:30~11:00 20

플루트 기초 성인 11:00~12:30 20

플루트 중급 성인 12:30~14:00 20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초급)
결혼이민자외 화· 목 09:30~11:00 20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중급)
결혼이민자외 화· 목 11:00~12:30 20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고급)
결혼이민자외 월· 수 09:30~11:00 20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실천)
결혼이민자외 월· 수 11:00~12:30 20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외국인근로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15:00~18:00 20

컴퓨터교육

(ITQ자격증취득반)
결혼이민자외 화· 목 14:30~16:30 수시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교양한문 기초 성인

화

09:30~11:30 30

교양한문 중급 성인 13:00~15:00 30

전각 성인 10:00~12:00 30

연필스케치 성인 수 10:00~13:00 30

생활역학 기초 성인

목

09:30~11:00 30

생활역학 중급 성인 11:30~13:30 30

생활역학 고급 성인 14:00~16:00 30

시(詩)창작 성인
금

09:30~11:30 30

예쁜손글씨POP 성인 14:00~16:00 30

중국어 기초 성인

월 

09:30~11:30 30

중국어 중급 성인 12:30~14:30 30

중국어 고급 성인 15:00~17:00 30

일본어 기초 성인
수·금 

11:30~13:00 30

일본어 중급 성인 09:30~11:00 30

영어 회화 기초 성인 월·수 11:30~13:00 30

영어 회화 중급 성인 월·수 09:30~11:00 30

토요 서예(한글·한문혼용) 성인 토 10:00~12:00 25

토요 수채화 성인 토 10:00~12:00 25

수필 기초 성인

월

09:30~11:30 25

수필 중급 성인 12:00~14:00 25

사군자 기초 성인 14:30~16:30 25

사군자 중급 성인 12:00~14:00 25

사군자 고급 성인 09:30~11:30 25

손뜨게반 성인

화

09:30~11:30 25

연극 성인 10:00~12:00 20

프레스플라워(압화) 성인 13:00~15:00 25

동양화 기초 성인 14:30~16:30 25

동양화 중급 성인 12:00~14:00 25

서양화 성인 13:00~18:00 40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기초 성인

수

09:30~11:30 25

천연비누화장품만들기 중급 성인 12:00~14:30 25

민화 기초 성인 15:30~17:30 25

민화 중급 성인 13:00~15:00 25

민화 고급 성인 10:00~12;00 25

리본공예선물포장 성인 금 10:00~12:00 30

한문서예 1반 성인

목

09:30~11:30 30

한문서예 2반 성인 11:30~13:30 30

한문서예 3반 성인 14:00~16:00 30

한문서예 4반 성인 16:00~18:00 30

한글서예 1반 성인
금

09:30~11:30 30

한글서예 2반 성인 12:00~14:00 30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엄마랑 컬러점토반 유아4~5세

월

14:00~14:50 15

컬러점토반 유아6~7세 15:00~15:50 25

창의력 쑥쑥 NIE 유아반 유아6~7세 15:00~15:50 20

색종이접기 유아1반 유아6~7세
화

15:00~15:50 25

색종이접기 유아2반 유아6~7세 16:00~16:50 25

동화구연 유아1반 유아6~7세
목

15:00~15:50 25

동화구연 유아1반 유아6~7세 15:00~15:50 25

똑똑스피치 유아6~7세 금 16:00~16:50 20

독서논술1반 1,2학년

월

15:00~15:50 20

독서논술2반 3,4학년 16:00~16:50 20

초등컬러점토 1,2학년 17:00~17:50 20

창의력 쑥쑥 NIE 1~2학년 16:00~16:50 20

색종이접기반 1,2학년 화 17:00~17:50 20

하모니카반 1~6학년 수 15:30~17:20 20

똑똑스피치 1~2학년 금 15:00~15:50 20

장구 초등생 월 15:30~17:00 20

사물놀이 초등생 금 15:30~17:00 20

어린이난타 초등생 화 15:30~17:00 20

주산암산수학 1 초등생
수

15:00~15:50 20

주산암산수학 2 초등생 16:00~16:50 20

수학가베 초등생 목 16:00~16:50 20

문화·가족 프로그램

☎905-4026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3층 (창5동 303)

☎990-5432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창5동 303)

도봉문화원 http://www.dobong.or.kr 도봉문화원 

도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t=ct&cc=dob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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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국악 교실 ▶ 음악 교실

▶ 생활문화 교실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문화·가족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방송재즈댄스 성인남여 화·목 19:00~20:20 30명

부부 댄스스포츠 부부 토 19:00~20:30 25팀

재즈댄스 성인남여 토 09:30~11:30 50명

초보부터 가능한 방송댄스 성인여성 월·수 11:00~12:30 60명

댄스스포츠 1 성인남여 화 11:10~13:10 40명

댄스스포츠 2 성인남여 화·목 19:00~20:30 40명

스포츠댄스+레크댄스 성인남여 목 11:10~13:10 50명

살사댄스 성인남여 토 11:50~13:50 40명

에어로빅 1 성인남여 월 ~ 금 08:50~09:50 60명

에어로빅 2 성인남여 월 ~ 금 09:50~10:50 60명

에어로빅 3 성인남여 월 ~ 금 17:30~18:30 60명

파 워 댄 스 성인남여 월 ~ 금 20:30~21:30 60명

한국무용 한 량 무 성인남여 화 13:30~15:00 30명

한국무용 살풀이춤 성인남여 화 15:00~17:00 30명

요가 1 성인남여 월·수·금 13:30~14:30 50명

요가 2 성인남여 월·수·금 19:00~20:00 50명

직장인 요가 성인남여 화·목 20:40~22:00 40명

주 말 요 가 성인남여 토 10:00~11:20 30명

국선도 성인남여 화·목 18:00~19:30 30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뮤직가튼

10~18개월

월

10:30~11:10 17팀

24~32개월 11:20~12:00 17팀

18~24개월 12:10~12:50 17팀

10~20개월 13:00~13:40 17팀

매직팟 영어놀이
27~36개월

월
14:30~15:10 12팀

35~50개월 15:20~16:00 12팀

레고닥터
5~6세

월
15:00~15:50 15명

6~7세 16:00~16:50 15명

창의력을 키우는 

미술교실

5~7세
금

15:00~15:50 10명

6~7세 16:00~16:50 10명

오감만족 꼬마쉐프
5~6세

목
16:00~16:50 10명

6~7세 17:00~17:50 10명

그림속의 아이마음
5~6세

수
16:00~16:50 10명

6~7세 17:00~17:50 10명

동화속 놀이터 

팡팡토비

13~20개월

화

10:30~11:10 17팀

18~26개월 11:20~12:00 17팀

24~34개월 12:10~12:50 17팀

32~45개월 13:00~13:40 17팀

놀이퍼포먼스 

당나귀똥

15~22개월

수

10:30~11:10 17팀

20~28개월 11:30~12:10 17팀

27~32개월 12:30~13:10 17팀

33~48개월 13:30~14:10 17팀

18~26개월 14:30~15:10 17팀

두뇌팡팡 

베이비톡

26~38개월

목

10:30~11:10 17팀

22~30개월 11:20~12:00 17팀

16~24개월 12:10~12:50 17팀

18~26개월 13:00~13:40 17팀

(a)10~15개월 14:10~14:50 17팀

6~12개월 15:00~15:40 17팀

(b)10~15개월
목

15:50~16:30 17팀

13~20개월 16:40~17:20 17팀

20~30개월
금

10:20~11:00 14팀

10~15개월 11:10~11:50 14팀

도봉구민회관  http://www.dobongsiseol.or.kr/index_hall.html 도봉구민회관  

▶ 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하동주 노래교실 성인남여 수 14:00~16:00 200명

▶ 노래교실

▶ 유아·어린이

▶ 유아·어린이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성인 수영교실 성인/ 청소년

월·수·금
06:00~06:50

105명

화·목·토

월·수·금
07:00~07:50

화·목·토

주부 수영교실
성인 여성 

(65세이하)

월·수·금
09:00~09:50

화·목·토

월·수·금
10:00~10:50

화·목·토

월·수·금
11:00~11:50

화·목·토

아쿠아 로빅 성인 남녀

월·수·금
08:00~08:50

화목

월·수·금
12:00~12:50

화·목·토

월·수·금
14:00~14:50

화·목·토

효도반 성인 (55세이상)
월·수·금

15:00~15:50
화·목·토

유아반 6~7세 월·수·금 15:00~15:50 20명

유아소그룹 6~7세 화·목 15:00~15:50 5명

어린이 수영교실

초등 1~3학년
월·수·금

16:00~16:50

105명
화·목·토

초등 3~6학년
월·수·금

17:00~17:50
화·목·토

어린이

소그룹
초등 1~6학년

화·목 16:00~16:50

5명월·수·금 17:00~17:50

화·목 17:00~17:50

아쿠아로빅 성인 월·수·금 18:00~18:50 105명

사랑반 장애아동/부모 화·목·토 18:00~18:50 20명

수중체조 성인남녀 화·목 19:00~19:50 50명

저녁

수영교실
성인/청소년

월·수·금 19:00~19:50

105명

화·목·토 19:00~19:50

월·수·금
20:00~20:50

화·목·토

월·수·금
21:00~21:50

화·목·토

자유수영
성인/청소년/

어린이

월·수·금 13:00~13:50

토 08:00~08:50

화·목·토
13:00~13:50

18:00~18:50

일

09:00~11:50

13:00~14:50

16:00~17:50

창동스포츠문화COMPLEX 

http://www.dobongsiseol.or.kr/index_sport.html

▶ 수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5-Touch 

오감발달

24~36개월

금

10:40~11:20 20팀

20~24개월 11:30~12:10 20팀

16~20개월 12:20~13:00 20팀

9~15개월 13:10~13:50 20팀

4~9개월 14:00~14:40 20팀

☎901-5160~2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창동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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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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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평일반

유치부 금 17:00~18:00 30명

초등부
화·목·금 17:30~19:00

20명

중등부 20명

주말반

유치부

토

12:00~13:00
15명

15:30~16:30

초등부
13:30~15:00

25명
15:30~17:00

성인반 성인 화·목 20:30~22:00 20명

▶ 축구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다이나믹 헬스
성인/

청소년

월~토 06:00~22:00

600명

일 09:00~18:00

스트레칭

헬스 

회원
월~금

10 :00~10 :30

근력운동 1 1 : 0 0 ~ 1 1 : 3 0

파워스트레칭 15 :00~15 : 30

스트레칭 19 :00~19 : 30

근력운동 20:00~20:30

▶ 다이나믹 헬스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에어로빅
성인

여성
월~금

09:00~09:50 30명

10:00~10:50 30명

밸리댄스
성인

여성

월·수·금
11:00~11:50

30명

화·목 30명

화·목 12:00~12:50 30명

월·수·금
13:00~13: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20:00~20:50

30명

화·목 30명

토 10:00~11:20 30명

토 11:30~12:50 30명

댄스 스포츠 성인남여

화·목 12:00~12:50 30명

수 14:00~15:50 30명

금 14:00~15:50 30명

댄스 스포츠 (주말부부) 성인(부부) 토·일 10:30~12:20 30명

사교 댄스 성인남여
화·목

13:00~13:50 30명

14:00~14:50 30명

월 14:00~15:50 30명

한국무용 성인남여 월·수 13:00~13:50 30명

성인 발레 성인

월·수·금 19:00~19:50 30명

화·목 20:00~20:50 30명

월·수 13:00~13:50 30명

파워 재즈 성인/

청소년

월·수·금
19:00~19:50

30명

이지 방송 댄스 화·목 30명

태보로빅
성인

월·수·금
21:00~21:50

30명

태보 화·목 30명

최신 방송댄스
성인/청소년 화·목 18:00~18:50 30명

누구나 토 15:00~16:20 30명

댄스로빅
성인/

청소년

월·수·금 11:00~11:50 30명

화·목 21:00~21:50 30명

월·수 12:00~12:50 30명

▶ 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유아발레
6~7세 화·목 15:00~15:50 30명

5~7세 월·수 16:00~16:50 30명

어린이 발레 초등 학생
월·수 17:00~17:50 30명

화·목 16:00~16:50 30명

영어발레 (엄마아가) 24~40개월 금 16:10~16:50 30명

영어발레 5~7세 금 17:00~17:50 30명

어린이 재즈 초등 학생
월·수·금

17:00~17:50
30명

화·목 30명

어린이 밸리댄스 초등 학생 화·목
18:00~18:50 30명

17:00~17:50 30명

평일 어린이 농구교실 초등 학생

화·목 15:00~15:50 30명

월·수
16:00~16:50

30명

화·목 30명

키크기 유아체육 5~7세 금 16:00~16:50 30명

음악 줄넘기 초등생 청소년 월·금 18:00~18:50 30명

트니트니 키즈챔프 15~24개월 금 12:00~12:40 30명

트니트니 키즈챔프 25~34개월 금 13:00~13:40 30명

▶ 유아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탁구

성인

월~금 

(월요일 

자유탁구)

09:00~09:50 30명

10:00~10:50 30명

11:00~11:50 30명

성인·청소년·

어린이
월·수·금

19:00~20:20 30명

20:30~21:50 30명

청소년 농구교실
어린이, 

청소년
토

13:00~14:30 30명

14:30~16:00 30명

16:30~18:00 30명

어린이 합기도 어린이

월·수·금
17:00~17: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8:00~18:50 30명

유소년 인라인
6세~초등3

월·수 14:00~14:50 30명

화·목 14:00~14:50 30명

월·수 15:00~15:50 30명

유소년 인라인(금) 금 15:30~17:00 30명

음악줄넘기 초등생

화·목 18:00~18:50 30명

월·수·금
16:00~16:50 30명

17:00~17:50 30명

화·목 17:00~17:50 30명

주말 음악줄넘기 초등생 토
13:00~14:20 30명

14:30~15:50 30명

주말인라인 스케이트교실 초등학생 토 18:00~18:50 30명

▶ 체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김영수 노래교실 성인 화 10:30~12:00 210명

서현희 노래교실 성인 수 10:30~12:00 210명

▶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국선도

(단전호흡)
성인

월·수·금 06:30~07:20 30명

화·목 06:30~07:20 30명

월·수·금
09:00~09:50 30명

15:00~15:50 30명

필라테스

성인/청소년
화·목 19:00~19:50 30명

월·수·금 20:00~20:50 30명

성인

월·수·금
21:00~21: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0:00~10:50 30명

월·수·금 12:00~12:50 30명

월·수·금 07:30~08:20 30명

주말필라테스 성인 토 11:30~12:50 30명

요가 성인

월·수·금 06:00~06:50 30명

월·수·금
07:00~07:50

30명

화·목 30명

▶ 건강 프로그램

창동스포츠문화COMPLEX 창동스포츠문화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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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선물포장/리본아트지도사 성인 수 10:00~12:00 24

중등수학지도사 성인 수 10:00~13:00 24

한자지도사 성인 월 10:00~13:00 24

돈버는부동산실전경매 성인 월 14:00~18:00 24

디카와포토샵기초 성인 금 10:00~13:00 30

쉽게배우는포토샵기초 성인 수 14:00~16:00 16

포크아트&톨페인A 성인 월 10:00~13:00 24

포크아트&톨페인B 성인 금 10:00~13:00 24

SNS(트위터,페이스북,

블로그,스마트폰)
성인 금 13:00~16:30 30

국가공인피부미용사 성인 월·금 09:30~12:30 18

도봉여성센터  http://www.dobongwoman.or.kr

도봉여성센터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네일케어아티스트자격증 성인 화·목 14:00~16:00 24

네일케어아티스트자격증(야간) 성인 화·목 19:00~21:00 24

엑셀기초와ITQ자격증 성인 월 10:00~12:00 16

일식조리기능사 성인 화 09:30~12:30 32

천연비누&화장품자격증(중급) 성인 화 14:00~17:00 24

천연비누&화장품자격증(초급) 성인 화 10:00~13:00 24

패션페인팅&

냅킨아트공예자격증
성인 금 14:00~17:00 24

포토샵중급/자격증 성인 금 14:00~17:00 16

한글/파워포인트ITQ자격증 성인 금 10:00~13:00 16

한식조리기능사 성인 월·수 10:00~13:00 32

헤어디자인자격증속성반 성인 수·금 10:00~12:00 25

요양보호사1급자격증취득과정 성인 월~금 09:00~18:00 40

▶ 취업대비교육

▶ 취업대비교육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가정생활요리 성인 월 14:00~16:00 40

국/찌개/장아찌 성인 금 14:00~17:00 38

꽃누르미(압화)생활소품만들기 성인 수 10:00~12:00 24

맛있는반찬&밑반찬비법공개 성인 수 14:00~16:00 40

샌드위치전문가 성인 목 14:00~17:00 24

샐러드와파스타 성인 목 10:00~13:00 24

손쉬운웰빙홈베이킹 성인 화 10:00~13:00 24

쉬크한패션쥬얼리 성인 수 13:00~15:00 24

인터넷쇼핑몰창업

(오픈마켓,쇼핑몰,블로그)
성인 화·목 14:00~16:00 16

피부미용사(안면)취창업준비반 성인 월 14:00~17:00 18

헤어커트&펌 성인 월·목 10:00~12:00 20

POP/입체폼아트(중급) 성인 금 13:00~15:00 24

POP/입체폼아트(초급) 성인 금 10:00~12:00 24

▶ 소호창업대비교육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금요생활요리 성인 금 10:00~13:00 40

기(氣)체조명상 성인 화·목 14:00~15:00 30

떴다!노래교실 성인 목 10:00~12:00 50

밸리댄스 성인 월 14:00~16:00 30

실용영어회화(중급) 성인 화·금 11:00~13:00 30

실용영어회화(초급) 성인 화·금 09:00~11:00 30

요가(월수금) 성인 월·수·금 09:30~10:30 35

요가(화목) 성인 화·목 10:00~11:30 35

컴맹탈출!완전초보반 성인 월 14:00~16:00 16

컴퓨터기초 성인 화·목 14:00~16:00 30

컴퓨터중급 성인 월·수 10:00~12:00 30

▶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요가 성인

월·수·금 08:00~08:50 30명

월·수·금
09:00~09: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0:00~10: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1 :00~11 : 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4:00~14:50 30명

월·수·금
18:00~18: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19:00~19:50 30명

화·목 19:00~19:50 30명

월·수·금
20:00~20:50

30명

화·목 30명

월·수·금 21:00~21:50 30명

임산부 

요가교실

임산부 

(12주이상)

월·수·금
14:00~14:50

30명

화·목 30명

토 14:00~14:50 30명

베이비&산후요가 출산후 2~12개월 화·목 15:00~15:50 30명

어린이 키크기

요가교실
초등생 화·목 16:00~16:50 30명

파워주말요가 성인/청소년 토 10:00~11 :20 30명

바른몸 운동 성인/청소년 수 18:00~18:50 30명

SNPE 체형교정요가 성인 화·목 13:30~14:50 30명

▶ 건강 프로그램

☎901-5000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4동 1-6)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야간요가(월수) 성인 월·수 20:00~21:00 35

야간요가(화목) 성인 화·목 20:00~21:00 35

야간POP/입체폼아트 성인 월 19:00~21:00 24

주말스킨케어와메이크업 성인 토 10:00~12:00 24

주말스피치지도사 성인 토 10:00~12:00 30

주말카페브런치 성인 토 10:00~13:00 24

주말컷트&펌 성인 토 10:00~12:00 25

주말회사에서통하는 파워포인트 성인 토 10:00~12:00 16

주말POP/입체폼아트 성인 토 10:00~12:00 24

산후도우미 성인 월~금 14:00~17:00 20

▶ 야간/주말교육

☎955-0104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방학3동 306-10)

☎995-6800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창5동 303)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  일 운영시간 정원

예비부부/ 

신혼기 교육

예부부부/

신혼기부부
8. 25 (토) 10:00~17:00 25쌍

아버지 교육 남성 성인 3~11 월 19:00~21:00 20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돌봄교육

아버지, 

유아-초등자녀
6월, 9 월 10:00~15:00 15쌍

예비 부모교육 임신중인 부부 3~11 월 10:00~14:00 30

영유아기 

자녀 부모교육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3~9 월 11:00~13:00 20

학령기 자녀 

부모교육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3~10 월 11:00~13:00 20

육아 품앗이 교육 자녀를 둔 부모, 자녀 연중 10:00~20:00 15

생애주기별 교육 생애주기별 대상 연중 10:00~20:00 20

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http://dobong.familynet.or.kr

여성 프로그램

창동스포츠문화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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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어린이 도예교실 

(정규반)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금

14:00,

15:00
10~20명 이내

어린이 

일일도예체험
어린이, 학생 토·일

13:30,

15:00
10~20명 이내

가족 도예체험
어린이, 

학생, 학부모
일 15:00

1~5팀 이내 

(1팀-3명)

성인도예 성인 상담후 결정 미정 미정

민화 교실 성인 화 13:00~15:00 10명 이내

다도 교실 성인 상담후 결정 미정 미정

☎900-0900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74-41 (쌍문1동 497-15)

옹기민속박물관 http://www.onggimuseum.org

☎954-1589 / 2289-1589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6길 33 (방학동 270-1)

※ 책자에 소개된 프로그램은 향후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자연체험활동
초등학생 화·수·목 10:00~11:30 30명

유아(6세~7세) 화·수·목 10:30~11:30 30명

그린섬
초등학생

(3학년~6학년)
격주 토(1년) 11:00~13:00 20명

마중물 중학생 격주 토(1년) 11:00~13:00 20명

친환경살림하기 성인 금 10:30~12:00 20명

자연생태체험미술 초등(1~3학년) 목 15:00~17:00 20명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과학소년따라잡기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금 15:00~17:00 20명

절기로 만나는 

환경이야기
초등(1~6학년) 수 15:00~17:00 20명

에너지교실 초등(4~6학년) 화 15:00~17:00 20명

중랑천철새탐조 가족단위 토 11:00~13:00 12가족

별헤는 밤 가족단위 미정 19:00~21:00 12가족

자연아놀자 가족단위 토 11:00~13:00 12가족

둘레길 생태탐방 가족단위 토 11:00~13:00 12가족

주제가있는 

환경신문
초등 1~3학년 화 15:00~16:30 20명

水교실
초등 1~3학년 

초등 4~6학년
미정 15:00~16:30 20명

하천탐사 초등 3~6학년 미정 15:00~16:30 20명

생태체험놀이 초등 1~6학년 미정 15:00~16:30 20명

겨울철새탐조 초등 1~6학년 겨울방학 09:00~17:00 38명

물돌이와물순이 초등 1~6학년 여름방학 09:00~17:00 38명

야생동물흔적찾기 초등 1~6학년 여름방학 09:00~17:00 38명

갯벌탐조 초등 1~6학년 여름방학 09:00~17:00 38명

자연해설단

기초양성과정
성인

연1회 

(총12강진행)
10:00~12:00 20명

도봉환경교실 http://www.ecoclass.or.kr 

도봉구청 구민정보화 교육 http://edupia.dobong.go.kr

도봉환경교실 

월 프로그램명 수강대상 요일 운영시간 정원 교육장소 접수일시

4월

인터넷 활용

관내 일반주민

월·수·금 09:3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3.20(화)~3.21(수)한글2007 월·수·금 13:30~15:30 36 도봉구청 교육장

UCC동영상 만들기 월·수·금 16:00~18:00 36 도봉구청 교육장

5월

한글2007 

관내 일반주민

월·수·금 09:3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4.17(화) ~4.18(수)

블로그/카페 만들기 월·수·금 13:30~15:30 36 도봉구청 교육장

인터넷 활용 월·수·금 16:00~18:00 36 도봉구청 교육장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2개월) 
관내60세 이상 

어르신

화·목 10:0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한글2007 (2개월) 월·수 10:00~12:00 10 도봉시민회 교육장

한글2007 (2개월) 화·목 10:00~12:00 20 도봉자활센터 교육장

6월

컴퓨터 기초

관내 일반주민

월·수·금 09:3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5.15(화)~5.16(수)UCC동영상 만들기 월·수·금 13:30~15:30 36 도봉구청 교육장

인터넷 활용 월·수·금 16:00~18:00 36 도봉구청 교육장 

7월

인터넷 활용

관내 일반주민 

월·수·금 09:3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6.19(화)~6.20(수)

블로그/카페 만들기 월·수·금 13:30~15:30 36 도봉구청 교육장 

컴퓨터 기초 월·수·금 16:00~18:00 36 도봉구청 교육장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2개월) 
관내60세 이상 

어르신

화·목 10:0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파워포인트/엑셀 (2개월) 월·수 10:00~12:00 10 도봉시민회 교육장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2개월) 화·목 10:00~12:00 20 도봉자활센터 교육장 

8월

한글2007

관내 일반주민

월·수·금 09:30~11:30 36 도봉구청 교육장 

7.17(화)~7.18(수)엑셀2007 월·수·금 13:30~15:30 36 도봉구청 교육장 

파워포인트 월·수·금 16:00~18:00 36 도봉구청 교육장 

 ☎2289-1208(홍보전산과)  ※추후 상세 일정은 도봉에듀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도봉에듀피아 > 평생학습 > 평생교육프로그램 > 구민정보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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