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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현황

일반현황
•면

적

35.46km(서울시 전체면적의 5.85%)

•인

구

225,104세대 603,930명(남 295,551 / 여 308,379)

•주

택

194,934호[아파트 158,336(81.2%), 단독주택 26,997(13.8%),
연립주택 9,601(4.9%)]

•행정조직

1의회 5국 1소 1지소 1담당관 4단 1반 29과 19동

•행정인력

1,327명(구청 851, 구의회 33, 동 327, 보건소 116)

•기반시설

도로율 23.60%, 상수도 급수율 100%, 하수도 보급률 100%,
도시가스 보급률 97.3%

구정방향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2년도

434,473

422,300

12,273

2011년도

418,604

407,386

11,218

증 감

15,869

14,914

955

•일반회계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422,300 백만원 (재정자립도 22.7%, 전년대비 5% 감)
교통, 지역 개발 2.0%
예비비 1.0%
구세
14%

보조금
43.4%

세외수입
8.6%

복지, 보건
54.8%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도시

녹색도시

복지도시

경제도시

문화도시

열린도시

일반, 재난
기타
33.1%

조정교부금등
34%
교육, 문화 5.4%
환경, 산업 3.7%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1,179백만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91백만원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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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백만원

소통

✚

참여

✚

혁신행정

9,303백만원
2012 주요업무계획

5

01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미래지향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서울과학관 건립
위치
부지
내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Nowon Vision

하계동 산11번지(불암산 도시자연공원)
25,839㎡
- 종로구 와룡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관 이전
- 체험과학관, 친환경과학관, 과학공원 등 조성
- 과학관과 연계한 청소년체험장,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진사항 - 2010. 4월 :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확정
- 2010.11월 : 과학관 유치 주민 서명운동 전개
(약 29만명)
- 2011. 8월 : 서울과학관 노원구 유치 확정
- 2012년 : 건축설계 및 착공(12월)
- 2014년 : 건립 및 서울시 운영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운영

01

서울과학관 조감도

대상
기간

미래지향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창의·인성중심 교육행정 강화
평생학습 다양화로 주민참여 확대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성인
1기당 2개월 과정
- A반(월·수·금) 1일 30분,
B반(화·목) 1일 45분
교육방법 원어민(1)과 수강생(4)이 실시간 화상학습
소요예산 941,452천원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정규수업 확대 운영
기간
대상
방법
수강료
소요예산

2012. 3월 ~ 12월
관내 6개 초등학교 3학년 600명 (권역별 2개교)
원어민(1)과 학생(4)이 실시간 화상학습
전액 지원
72,240천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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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미래지향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 원어민 영어 캠프 및 과학체험교실 운영

급식비 및 친환경 쌀 구매차액 지원

방학중 영어캠프
- 횟수 : 총 4회
(여름·겨울방학 중 각 2회, 9박10일)
- 인원 : 800명(200명×4회)
- 참가비 : 62만원(지원 31/ 본인 31)
과학체험교실
- 횟수 : 총 2회(여름·겨울방학 중 각 1회, 1박4일)
- 인원 : 총 320명(160명×2회)
- 참가비 : 20만원(지원 10/ 본인 10)
소요예산 300백만원

대상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학년
소요예산 4,936,959천원(구 20% 부담)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내용

- 생산자 직거래, 공동구매 우선 추진 품목
선정 및 지원
- 표준식단 개발 및 식자재 검수기능 강화
소요예산 20백만원

초등학생 등·하교 알림 서비스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위치
대상
내용
소요예산

대상
7개교 3,400명
지원
월 사용료 1,000원 (학부모 일부 부담)
소요예산 40,800천원

석계로 91 (월계동)
유치부(5~7세), 초등부
영어문화 체험실(11개)에서 10개 프로그램 운영
280백만원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운영
노원 영어페스티벌 개최
기간
대상
장소
내용
소요예산

2012. 9. 5 ∼ 8(4일간)
관내 어린이·청소년·주민 및 외국인
구청 대강당, 노원문화예술회관, 중계근린공원 등
영어 골든벨, 영어말하기 대회, 체험행사
19,600천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대상
167개교(초·중·고 94, 특수학교 2, 유치원 71)
지원내용 - 급식시설·설비시설,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소요예산 3,000백만원

기간
연중(매주 월요일 휴관)
내용
서울시민천문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과학교실
소요예산 670백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노원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대상
방법
과목

관내 중학생 100명
연간 100시간 이상 심화학습
- 수학 : 기초반(20명), 심화반(20명), 사사반(10명)
- 과학 : 기초반(20명), 심화반(20명), 사사반(10명)
소요예산 89,61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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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01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창의·인성중심 교육행정 강화

평생학습 다양화로 주민참여 확대

마들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장소
마들근린공원내 농사체험장 312㎡
기간
2012. 5월 ~ 10월
주요내용 - 논농사 체험 프로그램
•대상 : 관내 초등학생 450명 (1회당 30명, 15회)
•접수 : 노원구청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마들농요 및 농경문화 체험
•전통악기(징, 꽹가리, 장구 등) 및 농악놀이 체험
•마들농요, 홀태로 나락털기, 도리깨질 등
농경문화 체험
소요예산 1,100천원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대상
장소
운영
내용

교육영향평가제를 통한 창의·인성 중심의 체험장 조성
내용

- 창의·인성 체험장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
(100개 목표)
- 창의·인성 체험장 조성을 위한 전수 조사
- 교육지도 제작(홈페이지와 연계)
소요예산 12,220천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
기간
대상
내용

2012. 3월 ~ 12월(토요일, 방학기간)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
- 학교 밖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족·단체 체험
- 학교 안 주말 예·체능 체험
소요예산 190,050천원

초등학교 5·6학년
구청 6층 소강당 및 세무민원실
총 5회(3, 6, 9, 10, 11월)
- 세금의 종류 및 중요성, 세금의 사용 용도 등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 세무전산 사용 및 고지서 출력 등 체험
소요예산 2,000천원

노원평생교육원 운영
위치
대상
운영
소요예산

동일로 217길 48 (상계동)
누구나(연 6,000여명)
20개 분야 60개 강좌
423,867천원

노원교양대학 운영
대상
장소
방법
내용
소요예산

누구나(월 1회, 1회당 약 700 여명)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강의식 진행
건강, 교육, 경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
20,800천원

노원 인문학대학 운영
기간
장소
대상
운영
인원
수강료
내용
소요예산

2012. 3월 ~ 2013. 2월
노원평생교육원 제1강의실
노원구민
1기 12주, 4단계 과정(위탁운영)
기초반(40명), 중급반(30명), 고급반(20명)
단계별 차등 납부 (1기당 6만원~9만원)
기초(천자문), 중급(사서), 고급(주역) 강의식
28,480천원

노원여성 아카데미 운영
기간
장소
대상
운영
수강료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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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월 ~ 5월(매주 목요일 2시간 /12주 과정)
노원평생교육원 대강당
80명(관내 거주 20세 이상 여성)
서울여대 위탁
1인당 50,000원
22백만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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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평생학습 다양화로 주민참여 확대

진학 정보 제공 및 교육 강좌 운영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
기간
대상
장소
인원
내용
소요예산

대상
장소

2012. 2월 ~ 12월(매월 개강)
만30세 이상 노원구 주민
구청 등 5개소
월 450여명(수강료 10,000원)
한글2007, 인터넷, 엑셀 등 (장애인 방문교육)
170,385천원

내용

관내 학생 및 학부모
구청 소강당, 노원평생교육원, 노원구민회관,
노원문화예술회관
- 대학 진학 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6,000천원)
- 창의 인재양성 및 자기주도학습 향상 강좌
(17,400천원)
- 진로·진학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2,400천원)

여성교실 운영
기간
장소
대상
운영
수강료
소요예산

연중(분기별 12주 과정)
노원평생교육원 6층 5·6강의실
관내 거주 만18세 이상 여성 (연 1,200명)
13개 과목 15개 반
월 10,000원
68,530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Green-부동산교실 운영
기간
대상
강사
내용

2012. 5월 ~ 10월(총 2회)
관심 있는 주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대학교수,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상식, 부동산거래, 매매관련 세금,
등기절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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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대상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대상

연간 140명(상·하반기 2회)
- 노원구 주민(수강료 무료)
내용
- 자동차기본구조,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
(노원자동차검사소)
- 교통사고 처리사례 및 안전운전 요령
(노원경찰서)
- 자동차 보험의 이해 및 보험처리 방법
(손해보험협회)
소요예산 6,580천원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
무료운영 프로그램
- 취·창업 연계형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선정기관에 국비대비 50% 구비 지원
소요예산 6,000천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대상
성인문해 지원사업 공모결과 선정된 문해교육기관
지원
공모사업 선정기관에 국비의 30% 구비 지원
소요예산 12백만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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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역량 강화
노원에코센터 운영
위치
규모
내용
운영
내용

마들체육공원 내(상계6·7동)
지하1층, 지상2층(연면적 649㎡)
에너지쇼룸, 전시실, 강의실 등
09:00~22:00(월요일 휴무)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 환경분야 특화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225,508천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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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에너지 컨설팅 및 열관리형 집수리 사업
대상
내용

신청

아파트, 연립 등 지역내 모든 주택
- 열감지 카메라로 주택내 열 손실지점 확인 안내
-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무료 상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집수리 비용
지원(100만원 이내)
구청 홈페이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녹색생활실천단 운영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역량 강화
쾌적한 고품격 녹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주변 녹지시설 개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대상
내용

그린스타트 약 400명
녹색생활 실천 활동 및 세미나, 간담회 개최
- 환경보전활동 및 녹색생활 실천 참여행사
-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 교실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환경 이론교육 및
역량강화
- 친환경시설 견학 및 생태환경 체험
소요예산 10백만원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운영
대상
내용

노원구민
- 기후변화 연구용역 주민실천 사례 전파
- 기초(190명) 및 핵심(19명) 주민패널 실천조직
구성 및 교육
- 아파트 난방 효율개선, 공회전 감시 등
실천프로그램 운영
- 탄소발자국 측정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37,134천원

2012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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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역량 강화

쾌적한 고품격 녹색환경 조성

자원순환 체험 학교 운영
기간
대상
내용

방법

2012. 4월 ~ 11월(매주 목요일)
관내 학생 및 희망 주민(29회 1,160명)
- 강북구 재활용선별장 : 현장견학 및 품목별
선별체험
- 노원자원회수시설 : 폐기물 소각처리 과정 및
시설물 견학
버스투어

목공예센터 운영
위치
내용

노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30명(4개 분과)
- 기후변화 실천절약 등 방향 제시
- 환경교육 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 환경보전시책 심의 평가
소요예산 7,100천원

한글비석길 12길 51-27(중계동)
- 폐 목재 재활용, 목공예품 제작 지원
(통나무벤치, 현판, 안내판, 사물함, 새집 등)
- 기 지원된 목공예품 보수 및 유지관리
소요예산 218,360천원

구성
기능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감도

초안산앞 하천공원 조성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
재활용센터 제1관 공릉로 58가길 13(하계동)
재활용센터 제2관 덕릉로 639(중계동)
녹색장터 되살림 7호선 노원역 4번 출구 지하1층
내용
-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
수리 판매
- 소유자가 판매를 원할 경우 위탁 판매
- 소유자가 물품의 수리를 원할 경우 실비수리
- 책, 의류, 소품 등을 기증 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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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규모

기간

중랑천 녹천교 ~ 당현천 합류부
- 하천정비 및 공원조성 117,000㎡
(폭130m, 연장900m)
※ 제방부 16,500㎡, 둔치부 6,300㎡
- 물체험 놀이터 400㎡, 론볼경기장 1,200㎡,
생태 초화원 등
2007. 6월 ~ 2013. 12월
- 2012년 상반기 중 보상 완료 후 연차별사업
계획에 의거 공사시행

총사업비 9,000백만원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
구간
내용

상계역 북측5거리 ~ 중랑천 합류점
- 친환경하천 복원 3.295km
- 반복개 철거 및 복원 1.256km
기간
2007년 ~ 2012년
총사업비 41,598백만원
추진사항 - 2007. 12월 : 착공
- 2010. 12월 : 1단계 구간 준공
- 2012. 12월 : 2단계 구간 준공

2012 주요업무계획

17

0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0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쾌적한 고품격 녹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주변 녹지시설 개선

우이천 하천 정비
위치

우이천(중랑천 합류점 ~ 강북구 쌍한교)
- 노원구간 : 월계2동 초안교~중랑천 합류점
(2.85km)
내용
- 하천정비 7km(유수용수확보 15,000톤)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1.35km (석계역 주변)
- 고수호안 녹화 및 저수호안 정비
사업기간 2008. 7월 ~ 2012. 12월
총사업비 23,665백만원
(노원구 구간 사업비 3,588백만원)

녹색도시가꾸기 추진[녹색도시추진단 운영]
대상
내용

공동·일반주택, 노유자시설 등
- 수벽(보도경계 울타리) 전지 정비
- 아파트단지에 훼손된 수벽 식재 및 보식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아파트 단지에 방치된
고사목 및 잔목 처리
- 파쇄목, 도복목의 비료활용 및 노원 구민과
주변 농가에 난방용으로 무상 지원
총사업비 137백만원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운영
경춘선폐선지역 공원 및 그린대학로 조성
구간
규모
기간
내용

성북역 ~ 구리 서울시계
281,235㎡(연장 6.3km)
2007년 ~ 2014년
-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한 선형의 테마 공원 조성
- 광운대∼인덕대∼서울과기대∼서울여대(육사)∼
삼육대를 연결하는 제2대학로 조성
※ 2012년도는 철길·담장 철거 및 주민 통행
가능공사 우선 추진

총사업비 130,000백만원

구성

과제

중랑천 유역 9개 자치단체
- 노원, 도봉, 중랑, 성북, 동대문, 성동, 광진,
의정부시
-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하천관리에 대한 공동가이드 라인 제시
- 수질관리 공동대응 방안 마련 등
※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복원용역 (26백만원)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대상
기간
내용
총사업비

노해근린공원(중계1동) 등 10개소
2012. 1월 ∼ 11월
노후시설정비, 수경시설정비, 주민참여예산 사업
400백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대상
기간
내용

벼루어린이공원(월계1동) 등 11개소
2012. 1월 ~ 7월
배수로 정비, 노후시설 정비, 수목식재,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총사업비 203백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대상

3개소(상계주공 14단지, 상계주공 15단지,
공릉삼익아파트)
기간
2012. 1월 ~ 12월
내용
담장철거, 수목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 870백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위치
기간
내용
총사업비

한글비석길 (중계주공 4단지~하계역 구간)
2012. 1월 ~ 12월
가로수 주변 화단조성 후 수목식재(3,000㎡)
414백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대상
기간
내용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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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하계장미아파트, 상계동 634 수락산길 일대)
2012. 1월 ~ 12월
도시구조물 및 아파트단지 벽면 차폐용 수목식재
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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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노점관리 개선
정비대상 -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고 거리질서를 어지럽
히는 노점
- 신발생·기업형·차량(이동형) 노점
생계형 노점 관리
-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먹거리 노점은 위생
점검 실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그린파킹(Green Parking) 조성
대상

- 일반주택 :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 : 1994.12.30 이전에 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
- 일반주택 : 가구당 800 ~ 1,750만원 (1 ~ 10면)
- 공동주택 :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단지 당 최대 5천만원)
소요예산 560백만원

상계역 상가 간판개선
위치
대상
기간
내용
소요예산

대호프라자(중계동4동), 삼창프라자(중계4동)
170개 업소, 415개 간판
2012. 1월 ~ 10월
1업소 1간판, 친환경 소재 LED간판 설치
총 425백만원
- 업소당 지원금 한도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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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lean Day 운영
기간
대상

2012. 3월 ∼ 11월
(매월 넷째주 수요일 05:00∼11:00)
롯데백화점 사거리 외 8개 지점 역세권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 운영
발령기준 - 오존(ppm) : 0.12(주의보), 0.3(경보),
0.5(중대경보)
- 먼지·황사(㎍/㎥) : 200(주의보),
300(황사주의보)
운영
- 주의보(경보) 발령시 SMS, 대기오염 전광판
주민 홍보
- 먼지·황사 주의보 발령시 도로 물청소 강화

일시
장소

매주 화요일(14:00 ~ 16:00)
등나무 근린공원(중계2·3동)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 배출업소 관리
335개소

지장전주 이설(지중화사업) 추진
대상
상계중앙시장 입구~안산1길 입구
규모
길이 254m, 변압기 5대 등
소요예산 1,012백만원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
주유소 등 24개소

실내공기질 관리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93개소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 430개소

비산먼지발생 공사(사업)장 관리
4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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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
위치
기간
내용

화랑로 60가길 31(공릉동) 외
2012. 3월 ~ 12월
삼육대학교와 사업협력(MOU)체결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
조성
사업예산 601백만원(민자 300포함)

도·농 상생 직거래 장터
대상
기간
장소

자매결연지(의성,신안,포항,포천,완도,태백) 및
희망지역
2012. 9월 중(추석 전)
중계근린공원(중계2·3동)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내용

-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 및 구역별 주민분양
- 기초 농업 재배기술 교육과 분양자 대상
상설교육 등
소요예산 39백만원

기간
운영
내용

2012. 3월 ∼ 11월
환경보전 시범학교 선정(5개교)
- 환경동아리, 생태체험 학습활동 등
- 학교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6,595천원

노원그린맘 운영
도시 열섬 완화사업
대상
수량
내용

경로당, 공동주택, 학교 등 관내 단체
5,000개
- 학교 도시텃밭 및 텃밭상자 제작·보급
- 텃밭관리자 양성교육(3월 ~ 4월)
- 텃밭관리 모니터(분기 1회 이상)
소요예산 50백만원

귀농·귀촌 영농체험 지원
대상
기간
내용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노원구민
2012. 3월 ~ 11월
경기도 양평군 사업협약(MOU)체결
-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 등
인원
40명
소요예산 45,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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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상
내용

노원에코센터 등
노원구민 40명(1회)
- 강좌 : 녹색소비, 로컬푸드, 도시텃밭,
환경호르몬, 녹색생활실천 등
- 에코장터 운영, 녹색생활 실천수기 공모
소요예산 4,425천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치
규모
내용

달맞이공원 내(중계2·3동)
3,417㎡ (실내 교육관, 실외 체험장)
- 체험위주 교통안전교육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 37,000명
-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및 자전거 면허증 발급
•초등학교 전학년 1학년 ~ 6학년생
•자전거면허증 발급 : 1차 필기, 2차 실기 합격
어린이
소요예산 45백만원

자전거보관소 신설
대상
지역

56조 280대분
공공시설, 지하철역 주변, 공원, 학교주변,
생활권 등
형태
휀스형 및 횡방향, 학교 내는 지붕형
소요예산 22백만원

자전거 대여소 운영
위치
당고개역 외 7개소
운영시간 - 동절기(11월 ~ 2월) : 09:00~18:00
- 하절기(3월 ~ 10월) : 09:00~19:00
이용방법 신분증, 휴대전화 지참
이용료
무료
소요예산 400백만원

자전거 교실 운영
기간
장소
인원
운영

2012. 3월 ~ 10월(하절기 내)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
월 50명 내외(각 반)
4주 수료
- 평일반 : 1일 2시간(10:00 ~ 12:00), 주2회
- 주말반 : 1일 2시간(10:00 ~ 12:00), 주2회
내용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 타는 방법 등
소요예산 12백만원

2012 주요업무계획

23

03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주민체감형(사각지대 제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노원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구성

내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Nowon Vision

03

총 143명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27명/
실무분과 86명)
- 협치,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등
- 통합 휴먼서비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담인력 배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강화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과 위기 가정을 발굴·지원
- 2011년(창립) : 재단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구체화
- 2012년(기반) :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푸드마켓 수탁
- 2014년(발전) : 노원형 복지공동체 실현,
자원봉사센터 수탁
- 2017년(독립) : 독립 법인으로서 區의 지원 없이
자율적 운영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 내실화
구성
내용

총 732명(대표협의회 442명/ 실무협의회 290명)
- 동 주민복지협의회 아카데미 신설
- 동주민복지협의회 희망나눔 워크숍 개최
- 동주민복지협의회 지원 강화

지역복지 아카데미(가칭) 개설
대상

지역 주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 및 민·관 사회 복지 기관 실무자 등
방법
입문과정, 전문가과정
- 과정별 4기, 각 40명
내용
사회복지 실천 기능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강사
민·관 기관 CEO,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
소요예산 약 9,600천원

주민체감형(사각지대 제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저속득층 생활안정 지원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평생건강, 예방보건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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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체감형(사각지대 제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희망 2012.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기간
지원
모금
배분

2011. 12월 ~ 2012. 2월(3개월)
관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원구 계좌 입금)
- 개인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
- 기관 : 모금회에서 사회복지사업계획서 검토후
지원
모집홍보 노원소식지,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개소)
위치
규모

동일로 207길 50(중계동)
연면적 214㎡(정원 약 50명)
- 북부여성발전센터 1층 카페,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기간 2012. 1월 ~ 2012. 9월
소요예산 500백만원
위치
규모
내용

육군사관학교 내 군인아파트
총면적 388㎡
육사 내 유치원을 국공립 보육 시설로 전환
(2012년 하반기)
소요예산 80백만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사업

지역난방 요금체계 개선
대상
96,226호(전체아파트의 60.8%)
노력 및 성과
- 2010.10월 : 지역난방개선대책추진단 구성
- 2010.12월 : 자문위원회 구성
- 2010.12월 : 만족도 설문조사 및 단지별 실태조사
- 2011. 2월 : 지역난방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 구성
- 2011. 2월
•11% 요금 인하(분양아파트 연차·단계적 시행)
•임대아파트 5,408세대 새시교체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본요금 감면
추가 추진사항
- 난방배관 교체 비용 및 난방·급탕 구분의 메인
열량계 추가 설치 지원제도 마련

대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13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주거지원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곤란
- 교육지원 : 위기상황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 시설이용 : 가족으로 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 등
소요예산 722,775천원

휴먼서비스(민·관 협력 통합 사례관리) 강화
대상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
법정 지원 사각지대
- 관내 휴먼서비스 수행 기관 협약 (MOU) 체결
- 휴먼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통합 휴먼 서비스
회의 정례화
- 전문성 증진 및 강화를 위한 상시 학습 Program
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대상

노원구 거주, 노원구 사업장,
재산 총액 135,000 천원 이하
지원시기 연 2회(6월, 12월)
내용
주민소득지원 3,000만원,
생활 안정자금 2,000만원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금리 연 3%)
운영기금 1,691,388천원

결혼·임신·출산 지원
-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DNA 아기 신분증
무료발급
자녀 양육부담 경감 지원
- 다자녀가족 영유아 아동,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건강가정 역량 강화
-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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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사업
대상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인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중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공동체 참여자
-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
내용
공제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 급여를 지급
소요예산 579,500천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
소요예산 27백만원

대상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1,759가구(22,300명)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명절위문금 지급
소요예산 65,425,428천원

대상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내용
-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
- 3년간 지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소요예산 210,208천원

의료급여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 (1종)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세대,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2종)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 세대
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인건비 등)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기타 지원
소요예산 1,179,150천원

서울재가 관리사 사업
대상

만65세 이상 수급자 중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
및 1-3급 장애인(월 153명)
내용
재가관리사 22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활동
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
소요예산 365,740천원

노원 희망나눔 사업 확대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5,000천원 이하
내용
- 특별취로 : 근로가 가능한 자, 월평균 근무 14일
이내
- 특별구호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만
구성된 가구
•1인 가구 월 200천원
•2인 이상 가구 월 342천원
소요예산 1,448,233천원

소외계층 나눔사업,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내용
월 18시간 또는 월 24시간
본인부담금
- 국민기초수급자 : 18시간(무료),
24시간(월 8,400원)
- 차상위 계층 : 18시간(월 17,820원),
24시간(월 23,760원)
소요예산 188,700천원

보훈단체 지원
전적지 순례행사(총 7개 단체) 21,000천원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 수송
4,000천원
호국 보훈 위문금(연/ 2만원) 150,000천원
참전명예 수당(월/ 3만원)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 정착지원 사업
- 다문화 아동 방과후 교실, 멘토링 사업 등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
-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창업교육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사업
-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예방 어울림 체험행사
소요예산 7,9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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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 가정복지센터 운영
위치

월계로 42길 87(월계동)
-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정비 구역내
규모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833.7㎡)
기간
2012. 1월 ~ 11월(예정)
내용
문화교양강좌, 방과후교실, 요보호대상 지원사업 등
소요예산 100,375천원

생업자금 융자 추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일반가구
신청
연중,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구당 한도
1,200만원(무보증), 2,000만원(보증), 담보범위 내
- 5년 거치 5년 상환(금리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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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노원 IT 희망나눔 세상
대상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
사랑의 PC 보급 및 정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
기기 지원자 발굴 등
소요예산 11,636천원

어린이집 시설 개선
대상
노원 어린이집 등 8개소
내용
놀이시설 등 노후시설 보수 교체
소요예산 180백만원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노원 두레푸드마켓 운영
위치
공릉로 166-1(공릉동)
대상
수급자 등 동주민센터 추천 등록 회원
이용방법 가구당 월 1회, 4개 품목 무료 구매

대상
이용
내용
소요예산

구립 상계5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6개월 이상 ~ 만5세 이하 영유아
365일 24시간 통합보육서비스 가능
181,899천원

청소년희망뮤지션 서비스 제공
기간
대상
내용

2012. 5월 ~ 2013. 4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초·중등학생
- 악기 실기 및 이론 : 피아노, 바이올린, 플롯,
클라리넷 등
- 정서순화프로그램 : 놀이치유 및 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
바우처 지원 월 180,000원/1인
소요예산 237,600천원

서울형 집수리(S-Habitat) 사업
대상

내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 계층,
저소득홀몸노인 공공부분 임대주택(주택공사,
SH공사) 입주자는 제외
재료비, 자재, 도구비, 기술인력 인건비 등
가구당 100만원 이내

노원구 집수리센터 운영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요예산 100백만원

사회적 배려 청소년 예능 교습소 무료 수강 운영
노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위치
규모

목련아파트 단지 내(중계 2·3동)
연면적 250㎡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상상놀이방 등)
대상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하계1동, 하계2동, 중계2·3동 지역
소요예산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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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
가게, 학원, 기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저소득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제공
대상
인원
내용
바우처 지원
소요예산

대상
장소
과목
선정

관내 초·중학생 30명
노원구 관내 20개 지원교습소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미술, 영어, 수학
학교장 추천자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대상
내용

차상위계층 94가구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사업수행 가스안전공사
소요예산 18,70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6세 아동
1,200명
독서도우미 주 1회 방문 등
월 20천원 ~ 27천원/1인
3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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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약 1,170명
내용
월 4시간 가정방문 등 예방서비스
소요예산 370,780천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B의 요양
서비스 필요 노인 및 독거노인, 월 347명
내용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소요예산 1,399,440천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위치

꽁릉동 129(現 공릉2동 경로당)
- 2012. 12월 : 개관(예정)
규모
지하1층 ~ 지상3층(연면적 584.15㎡)
시설
식당,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장기바둑실,
이·미용실, 노래방 등
소요예산 1,286백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대상
238개소(구립 26, 사립 212)
내용
편의물품 지원 및 시설 유지 보수 등
소요예산 82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대상
내용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성 질환 대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소요예산 922,590천원

가재울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위치
기간
내용
총사업비

중계2·3동 515-4번지
2012. 1월 ~ 6월
막구조 그늘막(21m×34m), 인조잔디 포장(1,824㎡)
520백만원

노인건강 진단
대상

65세 이상 국민생활보장 수급노인 중 건강검진
희망자
내용
기본진찰, 혈액, X-선, 심전도 검사 등
소요예산 4,903천원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내용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노인
- 노인단독 : 20천원 ~ 91.2천원
(소득 인정액이 780천원 이하)
- 노인부부 : 40천원 ~ 145.9천원
(소득인정액이 1,248천원 이하)
소요예산 38,546,35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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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 약 45개사업 2,260개 일자리
- 어르신봉사대 : 300명 참여
소요예산 3,852,524천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대상
내용

경로당 238개소, 노인교실 15개소
운영보조금, 케이블TV시청료, 인터넷사용료
지원 등
-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등)
- 경로당 명절 위문
- 경로당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 노인교실 운영보조금 지원(15개소, 월 250천원)
소요예산 1,388,543천원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운영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 경로식당(1,164명), 식사배달(674명),
밑반찬배달(542명)
소요예산 1,988,8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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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행복한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서비스
내용
안마사 8명 4개조(2인1조) 편성 안마서비스
수혜자 부담금 1,000원
소요예산 55,440천원

구립 노원실버카페 운영
위치
운영

중계근린공원 내(중계2·3동)
오전 10시 ~ 오후 9시
(매월 첫째주 월요일·명절 휴관)
내용
국산차 및 커피류 판매 등(60세 이상 할인),
각종 라이브 공연(매일 1회)
소요예산 46,655천원

구립 실버악단 운영
구성
단장 및 단원 14명, 전속가수 2명
내용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소요예산 86,400천원

실버축구단 운영
구성
65세 이상, 25명
내용
실버축구대회 참가 등
소요예산 3,250천원 (축구장 사용료, 운동복 등)

노인행사 지원
관내 어르신
경로행사 위안, 모범노인·효행자 표창,
노인교실 지원(구민회관 대관료)
소요예산 40,562천원

장애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
18세미만 1~6급 장애아동
내용
월 2만원 ~ 20만원
(소득수준, 장애등급, 거주유형 고려)
소요예산 3,420,300천원

대상
내용

Nowon Vision 2012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
위치
내용

공릉2동 656-6
- 휠체어 경정비 및 부품의 교체
- 휠체어 스팀소독 및 세척
- 수동휠체어 대여서비스 등
소요예산 94,442천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내용
- 기초급여(18~64세) : 최대 월 91,200원
- 부가급여(18세 이상) : 월 2만원~1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소요예산 7,091,273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운영
대상
내용

대상

장애인 생활시설(4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17개소
내용
장애인복지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임차료 등
소요예산 1,797,490천원

장애아동 전용 실내놀이시설 운영
위치
동천학원 마들랜드(하계동 소재)
내용
인건비(1인) 및 시설 운영비지원(무료이용)
소요예산 33,800천원

1,000명(만6세 ~ 65세, 1급 등록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 성인 : 35만원(4등급) ~ 86만원(1등급)
- 아동 : 35만원(2등급), 52만원(1등급)
- 추가급여 : 83천원 ~ 644천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차량
1노선

2대 (리프트 장착 CNG차량)
- 경유구간 : 노원구청 ⇔ 상계역 ⇔ 창동역
(27개 정류소)
- 운행내역 : 1일 5회(1회 1:40 소요)
2노선
- 경유구간 : 노원구청 ⇔ 석계역 ⇔
태능사거리(23개 정류소)
- 운행내역 : 1일 5회(1회 1:30 소요)
소요예산 175,89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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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 예방보건시스템 강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목표

자살률 11.2명(OECD 평균 수준 진입)
- 1단계 : 2010년 ∼ 2014년, 15명 목표
(2009대비 50% 감소)
- 2단계 : 2015년 ∼ 2017년, 11.2명 목표
(2014대비 25% 감소)
내용
-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확대
- 자살위험군 조기 발견
- 자살위험군에 대한 휴먼서비스 제공
- 자살위험군 사후 관리
- 생명존중 문화조성(교육, 홍보, 캠페인 등)
소요예산 448,439천원

정신보건사업
대상
내용

지역주민, 중증 정신질환자와 가족 등
중증정신질환자 지원, 알코올 중독관리,
아동청소년지원 등
소요예산 629,385천원

치매환자 관리
대상
내용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 저소득층 치료비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강화
소요예산 589,844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 진단된 5대 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모든 암)
소아암 : 18세 미만으로 소득, 재산기준 적합자
폐암 : 원발성 폐암으로 직장보험 68천원이하자,
지역보험 78천원 이하자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금액 : 연속 3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급여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소아암 : 백혈병 연간 3,000만원, 기타 암
연간 2,000만원
- 폐암 : 정액 100만원
소요예산 652,800천원

웰 다잉(Well-dying) 사업
대상
기간
내용

노원구민(연령 무관)
연 3회, 각 5주
- 삶과 죽음의 이해 등 강의
- 입관체험과 유언장 작성 등 체험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소요예산 18,900천원

국가암 관리[암 조기 검진]
대상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검진대상자 국가암 무료검진
※ 국가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소요예산 650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등록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
내용
-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등)
소요예산 1,050백만원

산모 건강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산후관리
(혈액검사, 초음파검진, 기형아·풍진검사 등)
난임(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자의 인공·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12일간)
출산준비교실 등 24회
소요예산 1,809,323천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선천성대사(6종)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출생아 전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150%이하 가정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최저생계비 200%이하자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요예산 372,004천원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권역별 3개소 운영
- 상계·중계·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대상
30세 ~ 70세 지역주민
내용
만성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
- 2년마다 체력측정, 기초검진 및 건강처방
- 건강100세 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5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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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 예방보건시스템 강화

건강검진사업
내용

구민건강검진, 성인병건강검진, 장애인건강검진,
노인건강검진, 혼인전건강검진, 기타건강검진
소요예산 18,920천원

척추측만증 검진
대상
7,500여명(관내 초등학교 6학년)
장소
학교보건실로 출장 검진
소요예산 15백만원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만40세·66세 건강진단실시(203명)
소요예산 14,048천원

금연사업
대상
노원구민
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 홍보캠페인
관내 공원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 관내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 120개소
- 공원내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2012. 1월 ~ 6월 : 홍보 및 계도
•2012. 7월 ~ : 도시공원, 근린공원 과태료 부과
•2012. 9월 ~ : 어린이 공원 과태료 부과
소요예산 179,600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대상
만성질환자 및 지역주민
내용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교육
소요예산 60,758천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최저생계비 200%이하 영유아·임산부·수유부중
영양상태가 취약한 300명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등 영양지도
- 보충식품 제공 및 정기적 영양평가
소요예산 291,194천원

구강보건 사업
내용

- 만 65세 이상 기초대상수급자 및 차상위층
무료 의치보철 시술
- 만 65세 이상 불소도포 및 스켈링 시술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시술
-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 구강보건센터사업 : 장애인 치과진료, 구취
클리닉 및 프라그 검사 등
소요예산 481,572천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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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10회 1,000명
교육내용 - 응급의료 활동의 원칙 및 요령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 집중실습)
-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소요예산 94,476천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대상
20회 5,000명(노원구민)
교육내용 - 의약품 올바른 사용 방법
- 유해화학 물질(본드,니스 등)사용에 따른 유해성
홍보
- 불용의약품 배출방법 등
소요예산 5,900천원

식습관개선 및 식중독예방 어린이뮤지컬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대주(19세~39세) : 1,401명
- 세대주와 세대원(41세~64세) : 8,361명
소요예산 93,520천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대상
내용

노원구민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에게 영양·운동·비만·절주
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소요예산 72백만원

대상
기간
장소
내용
소요예산

5세이상 미취학 아동(약 6,000명)
2012. 6월중 5일간(1일 3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균형잡힌 영양섭취 유도 및 식중독 예방
2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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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 예방보건시스템 강화
방문보건 사업
대상

만성질환 관리
대상
내용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및 지역주민
- 만성질환 외래 : 월(오전·오후), 화∼금(오전)
- 만성질환 사례관리 : 월∼금(09:00∼17:00)
- 만성질환 교육 : 매주 목(14:00)
- 만성질환 운동교실 : 매주 화·금(15:00)
- 월계 건강마을 가꾸기 캠페인 : 셋째 수(14:00)
-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 미세단백뇨검사, 안저
검사 등
소요예산 33,980천원

월계동지역 주민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운영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자 관리
내용
- 방문간호사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간호(3,800명)
- 진료의사와 함께하는 방문진료(300명)
-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320명)
- 재가환자 세상 돌아보기(연 1회)
소요예산 31,900천원

대상

월계동지역 주민 중 뇌병변·지체장애인 및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자
내용
- 뇌병변·지체 장애인 재활운동 : 월~금(오후)
- 열전기 치료 : 월~금(오전)
- 그룹 재활 운동교실 : 화·목(오후)
- 방문 재활훈련 : 주 1~2회
- 재활전문의 상담·진료 : 2~4째 주, 수
(14:00~18:00)
- 재활운동실 운영 : 월~금
소요예산 19,23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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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내용

0~6세,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 접종 대상자
월(오전·오후), 화~금(오전)
- 영유아 예방접종(5,000명)
- 예방접종 예정자 SMS(문자발송)
- 저체중 영유아 영양제 제공
-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소요예산 : 4,778천원

구강보건 사업
대상
내용

한방 건강증진 사업
지역연계 사업
대상
내용

재활 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

지역내의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인적·물적 자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을 통한 지역연계망
구축

대상
내용

만 15세 이상 노원구민
- 한방 진료 : 월 ~ 금(09:00~17:00)
- 한방 건강강좌 : 매주 수요일(14:00)
소요예산 10,850천원

노원구민
- 구강보건센터 구강건강관리
-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월~금(10:30~11:30)
- 지역사회 집단 구강건강교육 : 저소득 계층
초·중·고교생, 장애인, 노인 등
-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 6~7회 미취학어린이 불소도포
- 어린이 구강 뮤지컬 공연 및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 인형극(구강보건주간 실시)
- 치과진료 : 2~4주 수요일(14:00~18:00)

헬스장 운영
대상
장소
방법

노원구민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재활운동실
- 일반인 유료
- 장애인 무료(치료목적 재활운동)
소요예산 1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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