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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이

아이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라 전해라~
명품 수락한옥어린이집 탄생

국공립 중계행복어린이집 준공
▶위치 : 노원구 중계로8길17(중계본동)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536㎡

노원구는 수락산로 131(상계9동)에 국공립 수락한옥어린이집을 조성했다.
한옥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546㎡규모이며 오는 3월 개원한다.

아기와 엄마 웃게하는 육아3종세트로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한다
노원구는 아동과 학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친화도시’인증을 위한 출사표를 냈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33개소→45개소)
•수락한옥어린이집, 중계행복어린이집 등 12개소 추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LED 조명교체
(여성가족과 ☎ 2116-3733)

2016년-2월--1.indd 1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출산축하금 인상~

▶친환경, 창의 육아 인프라 구축

•대상자 : 노원구 거주 3개월 이상 부 또는 모
•인상액 : 둘째아 10만원 → 20만원,
셋째아 30만원 → 50만원,
넷째아 이상 50만원 → 100만원

•유아숲 개장(영축산,수락산), 더불어숲
•어린이 놀이터 무료 모래소독 강화
•장난감도서관(놀이아띠)확대, 나무상상놀이터 설치

(여성가족과 ☎ 2116-3722)

(공원녹지과 ☎ 2116-3946,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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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한 ‘녹색이 미래다’ 1년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의 교육에 참여하고 실천하여

▶생활폐기물 20% 줄이기 운동

지속가능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절반 줄이기 추진

쓰레기감량 실천단

•쓰레기 감량 주민 실천단 운영 •쓰레기 줄이기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
•2018년까지 음식물쓰레기 50% 감량 도전(145톤/일→72톤/일)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 68개단지 32,366세대(514대)
•EM(유용한 미생물) 보급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개최(최우수상 : 주공 7,8단지, 극동건영벽산, 군인아파트)

에너지 전환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태양의 도시

▶자원순환 마을 조성

우연한 기회에 노원구에서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서 저희 집에 설
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누진세가 안 붙으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될 때
는 한 달에 9천원 정도 적게는 4~5천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
을 막거나 햇볕을 가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전혀 영향을 끼치
지 않고 좋네요. 아이들이 진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해 하고 또 그
것을 계기로 전기 스위치 같은 것도 더 잘 끄게 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
는 것 같아요.
권지숙(상계동)

•태양광을 이용한 건물의 발전소화
•공공건물 태양광 보급 : 노원구청, 상계2동 청사, 공릉보건지소 등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급 : 1,120가구
- 민관협력을 통한 저소득가구 미니태양광 무상보급(397가구)
•전국최초 태양광 방음벽 노원고 앞 설치(연간 36,000kWh 전기생산)

▶에너지절약 도시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9,132건 총 83,601건)
•건물에너지 효율화 : 432개소
•에너지클리닉서비스(1,852건), 단열형 집수리(500가구)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권유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했는데요.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중 생각지도 않았던 상품권이 나왔어요. 가입 후에 조
금씩 절약을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나봐요. 전 이제 에코마일리지에 중독
된 거 같아요. 상품권 받는 재미도 있고, 또 자꾸 뭔가 더 절약할 게 없나 찾
게 되더라고요.

▶하계동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박복숙(중계동)

•전국최초 국토부 R&D 사업 본격 공사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 총에너지 100% 제로 주택단지 구현
•2016년 하반기 입주자 선정, 2017년 6월 준공 예정

제로에너지 실험주택

무료 자전거교실운영

월계 청백1단지 미니 태양광

RFID주민설명회

•리사이클링 마켓,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등 되살림넷
•노다지장터, 구민 알뜰장, 마들장, 각종 벼룩시장 운영
•기부데이(매월20일), 나눔데이(매월30일), 일반주택지역 재활용 정거장운영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 바뀐다는 선입견에 불편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해보니 불
편함이 없어요. 평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똑같은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려는 노력을 별로 안했는데 적게 버리는 만큼 돈이 절약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깐 줄이려는 노력을
자연스레 많이 하게 됩니다. 전에는 월 2,000원 정도 지출하였는데 RFID시스템으로 변경된 후에는 800
원, 약 2.5배 줄게 되었습니다.
이근숙(상계동)

노다지장터

아파트 단지 텃밭의 퇴비 제작을 위해 EM을 사용하게 된 계기로 EM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지금은
EM을 화초재배, 화장실, 신발장 악취 제거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설거지나 빨래세탁
에도 활용하게 되면 세재 사용도 줄이고 나쁜 세균도 제거할 수 있어 가족 건강은 물론 환경보존에 작게
나마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뿌듯해집니다.
심상숙(중계동)

생태환경 교육으로 녹색생활이 삶이 됩니다.

노원고 앞 태양광방음벽

•노원에코센터, 불암산생태학습관, 노원자연마당 : 주민참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랑천 환경센터 : 물절약 체험방, 옥상 습지, 워터풀, 체험교육 등
•캠핑장(초안산,수락산), 더불어숲, 불암산둘레길, 목공예체험장 목예원 운영
•마들근린공원내 지구의 길 조성,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천문특강’
•그린맘, 생태해설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변화대응교육 등 운영

▶자전거 활성화
•전구민 자전거보험가입 : 271건의 자전거사고 접수
(2억5천9백만원의 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무료 자전거교실 운영(녹천교)

17여년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우연한 기회에 노원그린맘 환경교육을 들으며, 말
로만 듣던 녹색생활을 소박하지만 몸소 실천해 본 경험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대기전력 플러그 뽑기, 개인컵 사용하기, 빨랫감 모아 세탁하기, B.M.W(대중교통이
용) 하기 등 작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해 준 노원그린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삶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1가구 1텃밭 가꾸기) 추진
•도심형 비닐하우스 보급 : 경로당 등 31개소 설치
•텃밭 보급 : 상자텃밭 3,330개, 옥상 8개소, 자투리, 복지관 싱싱텃밭 등 총 3,345개소
•공공 도시텃밭 분양 : 2개소 185구획
•도시 농부, 양봉학교 등 운영, 에코팜센터(농업, 환경체험시설)
•도심버섯재배 :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동 한신2차, 상계10동 청사
•농업학습공원 조성 : 등나무근린공원 내 상자 23개 설치, 자연관찰학습장
도시양봉을 막연한 희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총 3기의
양봉학교 수료를 통해 양봉이 1년간의 계절에 따라 해야 할 작업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어요. 채밀하고 벌을 관리하며 일은 고되지만 성취감은 매우 컸어
요. 앞으로 도시양봉의 활성화로 지역 사회의 더 나은 가치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있어 생각날 때 마다 바로 비닐하우스를 살펴볼 수 있
어서 너무 편했고, 소일거리로 재배한 상추로 이웃들과 삼겹살 파티도 해서
서로 많이 친해졌지요. 무엇보다도 단지 어린이들이 신기한지 많이 찾아와
서 같이 상추도 수확한 것이 정말 좋았어요.

이남구(상계현대2차아파트경로당)

(일자리경제과 ☎ 2116-3483)

이현미(하계동)

녹색이 미래다 수상 내역

딸 아이 손에 끌려 가다시피해서 참여한 에코센터 감자심기, 아이들과 함께 이랑고
랑 만들어 즐겁게 씨감자 심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싹이 나오길 기다린 어느
날, 불쑥 올라온 싹을 보며 신기해하고 몇 달이 지나고 더운 여름날 비 맞으며, 도시에
서는 알 수 없었던 농부의 마음으로 수확한 감자를 바로 쪄먹으며,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가족에게는 소중한 경험 이었습니다.

▶2015년 2월 국회기후변화포럼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
▶2015년 7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2016년 1월 제12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관리부문 우수상

목예원

송재성(상계동)
주말에 엄마 아빠 손잡고 수락산에 숲 체험 했는데 매우 재미있었어요. 해설사 선생
님께서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무하고 꽃 이름도 알
려 주시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수락산이 집에서 가까이 있지만 자주 가
보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또 아빠 졸라서 숲 체험 가고 싶어요.

전문가가 본 녹색이 미래다 1년

박서윤(상경초)

하계건영아파트 버섯 재배

녹색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노원구!

김성은(상계동)
처음에 화단의 화초가꾸는데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화단을 예쁘게 가꿀
수 없을까하고 고심하던 중 도시농부학교 수업에 참여하면서 도시생태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농약을 안쓰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무, 배추, 채소를 키
울 수 있어 환경도 보호하면서 건강식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
어요. 김장도 제가 손수 키운 배추와 무, 갓으로 맛있게 담아 저희 식탁에 올
리고 있어서 기뻐요.
김옥(월계동)

지구의 길

장은경로당 비닐하우스

임 전환을 선도적으로 실행한 곳이 노원구이다.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노원구는 노원에코센터, 중랑천환경센터, 노원자

의 지역에서는 부분적인 도입을 통한 전시적 접근을 하

일반적으로 ‘환경’과 ‘개발’은

연마당, 불암산 더불어숲을 통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고 있는 것에 반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적 접

대립된 개념으로 생각해 왔다.

대한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녹색장터 되살

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 실천적으

그러나 지역단위로 지속가능

림,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노원햇빛발전소, 도심

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

한 발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형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

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인

과정에서 환경개선이 주민들

지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녹색활동이 초기의 공공주

데 노원구는 비교적 협력관계가 활발한 편이다.

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업의 터

도에 의한 토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발적 실천으로 전

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환되고 있다.

앞으로 노원의 녹색 미래를 주민 주도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거점시설을 비롯한 활동단위의 네트워크가

잡기 시작했다.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의 개발방

노원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이 미래다’활동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 공동

식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몇몇

크게 에너지 전환, 친환경도시농업, 자원순환마을, 생

체가 소통할 수 있는 녹색플랫폼 구축과 녹색한마당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원의 남용과 환경파괴를 불러

태환경교육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추진

열렸으면 한다.

일으키고 종국에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옥죄게 될 것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주민

다. 이러한 개발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

들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김재현 (건국대 녹지환경계획학과 교수)

(녹색환경과 ☎ 2116-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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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원구의회

http://council.nowon.kr

꿈을 주는 의회, 위로가 되는 의회

2016년에도 노원구의회는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
평범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민과 함께한 노원구의회의 이모저모
회기일수는 늘리고 주민불편은 줄이고
2015년 노원구의회는 87일간 2번의 정례회와 5번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조례제정 27건, 개정 48건, 예산
안·결산승인안 3건, 결의안등 기타 29건으로 총 10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에는 이보다 9일을 늘린 96일의 회기로 의회가
운영됩니다. 35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던 정례회 운영기
간을 9일 더 늘려서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26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꼼꼼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한 노원구의회는 더욱 충실한 의정활
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7월 30일,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관
내 드림스타트 소속 어린이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노원
구 의원들과 어린이들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의회 본
회의장과 구청사 여러 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8월에는 광주시 퇴촌면에 위치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찾아 집 주변
의 잡초를 제거하고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대접하며 후
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신 할머
니들께 생생한 가르침을 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
다. 2016년에도 노원구의회는 어려운 이웃과 외로운 이
들을 찾아 배우고 위로하는 따뜻하고 힘찬 발걸음을 이
어나갈 것입니다.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편견 없이 다
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원구의회는 노
력할 것입니다.
▶의회 견학
2015년 한해동안 노원구 관내 11개 학교와 3개 기관
에서 246명의 학생들이 노원구 의회를 견학 방문하였
습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교육을 받
은 뒤 심폐소생술 교육장, NBS, 통합관제센터 등을 견학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의원들을 만나 기초의회의 역
할과 지역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살아있
는 교육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교
육내용도 충실해지고 있어서 기초민주주의의 교육의 기
회 뿐 아니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제
작한 교육영상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기초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여러 부
서들과 협조하여 청소년기에 보다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이들과 함께하는 개원1주년 기념행사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꼼꼼한 행정사무감사
제 226회 정례회 기간(2015.11.25~12.21) 중 실시한 행
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 114건, 건의사항 367건으로
총 48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행정사무감
사를 위해 사전 교육(꼼꼼한 행정사무감사로 미리 보는
2016년 예산!)을 실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
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더 많이 공
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행정사무감사를위한 세미나 개최

제7회 청소년 모의의회
노원구의회 나눔의집 봉사활동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육장
▶모의의회
청소년이 직접 의회를 구성하고 각자 실제 구의원의
역할을 맡아서 기초의회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5
분 발언, 조례안 상정 등 의사진행 체험활동을 통해 리더
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좋은 교육장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장애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모의의회도 실시
하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은 다채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
록 교육시스템의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배려를

의회견학

노원구의회 휘장변경

종전

변경

(의회사무국 ☎2116-3398)

"얼음썰매 즐거워요" 무료 얼음썰매장 개장
▶중계근린공원 얼음썰매장

▶상계근린공원 얼음썰매장

•운영기간 : 2016. 1. 15.(금) ~ 2. 6.(토)
•운영시간 : 10:00 ~16:00
•위치 : 중계2·3동 507-3번지

•운영기간 : 2016. 1. 14.(목) ~ 2. 6.(토)
•운영시간 : 10:00~16:00
•위치 : 상계8동 620

▶썰매, 전통체험놀이(팽이, 투호, 제기) 무료 대여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기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 2116-3944

정겨운 우리말, 말밥에 오르다-좋지 아니한 화제의 대상으로 되다.

2016년-2월--1.indd 4

2016-01-20 오후 5:05:53

5

구정소식
따뜻한 겨울나기 실적 (2016.1.15 기준)

2016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안내

동 주민센터 유휴공간 주말, 공휴일 확대개방

노원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민여
러분의 사랑과 온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금된 성·금품은 우리
구 내의 주거 및 생계가 불안한 저소득 가정, 또는 질병이 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웃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
습니다.

▶신청자격(현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불가)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기준 649,932원 / 2인기준 1,106,642원 등)
•재산기준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대상 : 각 동 다목적실, 강당 등 65개소
▶변경내용
•기존개방 : 평일(~22시), 토(~18시)
		
- 동 주민센터 직원 관리
•확대개방 : 토(18시~21시), 일·공휴일(09시~18시)
		
- 주민자율관리(민간운영자)
▶사용료 : 무료
▶이용방법 : 사용예정일 7일~3일전 내 사전예약
▶예약방법 :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http://yeyak.		
seoul.go.kr/main.web)을 통한 인터넷 예약 또는
각 동주민센터 방문․전화 예약

71.6%

※ 단 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

목표액 : 1,157,530,천원
실적 : 828,803천원

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지원내용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근로능력가구는 3개월 지원)
(사회보장과 ☎ 2116-3616 및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2116-3652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노원구청 세무2과)
▶납부방법 : 무인 공과금수납기,
		
현금인출기(CD/ATM), 				
		
서울시 ETAX(인터넷)
▶납부기한 : 2016. 2. 1(월)까지
(세무2과 ☎ 2116-3518)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납세 의무자 : 2016. 1. 1.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 분
▶납부기간 : 2016. 1. 16(토) ~ 2. 1(월)
(세무2과 ☎ 2116-3521)

동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긴급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사업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3월
▶지원내용
항목

내용

금액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등
냉난방비
※가전제품, 가구 지원불가
가구 당
생계비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주거비 •고시원비, 월세, 관리비, 임시주거비 등
최대 월 30만원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등
(1년 내, 최대
•수도, 보일러공사,도배 장판공사,집수리 재료비,
3회 지원)
기타
이사비용, 저장강박증 가구 청소비용 등
긴급비
※교육비, 교복 지원불가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중복지원불가

(자치행정과 ☎ 2116-3134)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조사 실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알려주세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
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 발굴된 분들께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지원기
준에 맞는 공공지원과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
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절기 집중 발굴기간 : 2. 29(월)까지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희망복지지원단 ☎02-2116-3659, 각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해당권역 거점기관 신청(담당자 전화문의 필요)
(복지정책과 ☎ 2116-3648)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기간 : 2016년 1.15(금)∼3.16(수)
▶장소 : 각동 주민센터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일시 : 2. 20(토) 14:00 ∼ 21:00
▶장소 : 당현천 일대 (노원 청소년 수련관 앞)
▶대상 : 누구나 참여
▶주최/주관/후원 : 노원문화원/노원놀이마당/노원구청

재등록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룸셰어링 사업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
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
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 2016. 1월~ 2. 19(금)까지
▶대상 : 61㎡ 이상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어르신,

▶행사내용 : 길놀이, 달집태우기, 다리밟기,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부럼깨기, 소원쓰기, 불깡통돌리기,
쥐불놀이, 불넘기, 전통민요공연, 고사지내기 등

노원구 관내 대학 재학 및 휴학생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복지정책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

(자치행정과 ☎ 2116-3130)

(문화과 ☎ 2116-3774)

(복지정책과 ☎2116-3662)

미용! 새해에 배움을 통해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노원평생교육원 생활미용동아리, 이미용봉사로
어르신들에게 나눔 실천
노원평생교육원 여성교실에서 생활미용을 수강하며 그
동안 습득한 실력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한마음 한뜻
을 가진 주부들로 구성된 헤미클럽동아리.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해 미용을 시작했지
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어
재능기부자가 된 것이다.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2시~5시까지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하고 있
다. 평생교육원에서 미용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
해주고 헤어디자인 교실의 조춘희 강사의 지도로 헤미클
럽동아리는 봉사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미용 6층 교실에서 수강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둘째 수요일에만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여 한쪽에서는 수
강하고 한쪽에선 지역의 어르신들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
고 있다.

하루에 20여 명의 어르신, 간혹 부부어르신들도 방문해
서 서비스도 받으시고 모두 웃음꽃으로 다들 만족해한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꽃나누는 기쁨이 두 배로 행복해요
하얀 눈이 내리는 수요일 오후 2시 평생교육원 생활미
용교실은 추운 날씨에도 교실 안은 한마디로 열기가 있고
화기애애하다.

헤미클럽 동아리 한금임회장은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
이 오셔서 미용 혜택을 받으며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고
봉사자들의 작은 나눔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2년째 미용봉사를 하고 있는 백광민(상계동, 43세)씨는
“어르신들에게 제가 배운 미용기술을 나눠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저의 미용기술로 태국에 가서 선교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미용교실의 첫 고객이 된 오정자(상계동, 84세)씨는 “봉
사자들이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정성어린 손길로 머리를
깎아주니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무엇이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봉
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
람꽃이라 말하고 싶다. 헤미클럽 동아리가 노원구에서 필
요로 하는 봉사자로서의 소명있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바
라며 평생교육원에서 수강생들이 배움의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봉사의 맥을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명예기자 최성옥 (cso05132001@hanmail.net)

정겨운 우리말, 말을 바꾸어 타다-사람, 일 따위를 바꾸거나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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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
목예원 및 나무상상놀이터 이용 안내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안내

▶위치 : 노원구 공릉동 29-2번지(서울여대 맞은편)

▶교육기간 : 3월 ~ 5월(12주 과정, 주1회 2시간)

▶참여대상 : 개인, 가족 또는 단체
•목공예체험장 : 초등학생 이상 - 1회당 18명
•나무상상놀이터 : 영유아 등 미취학어린이- 1회당 20명
▶프로그램 운영 일시
•매주 화요일 ~ 일요일(월요일 휴장) 10:00 ~ 17:00
▶목예원 체험료

▶교육장소 : 노원평생교육원
▶교육내용 : 천자문, 사서삼경, 논어
▶접수기간 : 2. 5(금) 09:00 ~ 2. 19(금) 18:00
▶접수방법 : 인터넷 노원평생교육포털
			
(http://lll.nowon.kr),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수강료 : 6~9만원(3개월 과정, 교재 별도 구입)

구분
목공예
체험장

시간

요일

사용료

체험목공
(1일2회)

1회 10:00~12:00
2회 14:00~16:00

화~금

실용목공
(1일1회)

1회 13:00~17:00

토,일

▶1가족(4명기준) 5,000원
•1명 추가시 1,000원
▶개인 2,000원
※15인이상 단체할인 10%

구분

대상

체험내용

재료비

요일

(평생학습과 ☎ 2116-3995)

비고

【기초목공 + 우드버닝 체험】
초등학생
•컵받침 (케이스포함)
체험목공
이상
화~금
3,000원
•휴대폰거치 연필꽂이
개인및 단체
마감칠 없음
•빵쟁반
실용목공

성인/가족/
단체

•원목의자

15,000원

토,일

무료 자전거교실 수강생 모집
▶대상 : 자전거 배우기를 원하는 구민 누구나
▶기간 : 3.1(화)~ 3. 3(목) 1개월 8회 완성
•평일반 (월, 화) 10:00 ~ 12:00
•주말반 (토, 일) 10:00 ~ 12:00
▶장소 :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
▶인원 : 각 반 50명
▶신청 : 2. 1(월)부터 선착순 접수
(교통지도과 ☎ 2116-4097)

▶나무상상놀이터(사용료만 납부)
구분

이용대상/시간

정원

사용료

구민정보화교육 2월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대상 : 만30세 이상 노원구 주민
▶교육내용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2007,
회당
20명
			
생활속인터넷 등
▶교육장소 : 구청, 노원평생교육원, 중계2‧3동주민센터,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인터넷 접수
공릉2동주민센터, 월계종합사회복지관
			
(http://www.nowon.go.kr)
▶교육기간 : 2. 1(월) ~ 2. 29(월)
▶체험료납부 : 예약후 3일이내 전액납부(계좌입금)
▶접수방법 : 노원평생교육포털(http://lll.nowon.kr)
(목예원 ☎ 977-4816, 공원녹지과 ☎2116-3954) 			
접속 후 접수
※ 단, 컴퓨터 기초는 전화접수 가능, 정원초과시 전산추첨
▶접수기간 : 1. 20(수) 09:00 ~ 1. 27(수) 18:00
▶결과발표 : 1. 29(금) 오전 10:00시 평생교육포털 게시 및
		
개별 SMS 연락
▶수강료 : 10,000원(교재제공)
나무상상 영유아(만3세~만7세)
놀이터 1회 10:00~12:00
(1일2회) 2회 14:00~16:00

▶단체 3,000원/인
•15명이상 인솔교사 무료
▶개인 4,000원/인
•보호자 무료

(평생학습과 ☎ 2116-3995)

독자투고

제5기 별빛기자단 모집
▶대상 및 인원 : 과학과 글쓰기에 관심있는 초등학생
				
4~6학년, 24명
▶접수기간 : 1.15(금) ~ 2.16(화) 오후 6시까지
▶신청 및 선정 방법 : 서류 제출 및 심사
• 선정자 발표 2. 23(화) 개별 전화 통보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 양식)
▶활동기간 : 3.12~ 11.26(매달 2, 4주 토요일)
▶활동내용
• 천문에 대한 이해 및 우주적 사고 배양을 위한 교육
• 전문가 초청 수업 및 기자활동,
• 각종 창의 인성 캠프 및 견학,
• 별빛 신문 편집 및 발행
▶입단비용 : 200,000원 - 초청 강사료 및 활동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일시 : 2. 22(월) 19:30~21:30
▶장소 : 중계근린공원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내용 : 정월대보름맞이 달 관측
▶참가방법 : 시간 내 현장방문
▶등록기간 : 1. 2(토) 오후 2시~
▶참가비용 : 무료

이달의 천문이야기
▶일시 : 2.14(일) 19:30
▶장소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서울시민천문대 2층 강당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내용 : 태양계 행성들
▶참가방법 : 홈페이지 개인예약 등록창 이용(정원 60명)
▶등록기간 : 1.15(금) 오전 10시~
▶참가비용 :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5세이하 65세이상 무료

별빛음악회
▶일시 : 2. 27(토) 19:00, 20:20
▶장소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서울시민천문대 4층 플라네타리움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내용 : 음악회 및 천체관측
▶참가방법 : 홈페이지 개인예약 등록창 이용(정원 50명)
▶등록기간 : 2월 2일 (화) 오전 10시~
▶참가비용 : 성인 5,000원, 19세 이하 3,000원

나무와 함께 한 행복한 한해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다. 노원에코센터에서 처음 목
공 초급 수업을 받게 된 그 때는 살랑살랑 봄바람에 세
상으로 막 나온 초록잎들이 나부끼는 때였다. 처음 배
우는 목공 작업에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라도 더 배
우고자 하는 열의로 똘똘 뭉쳐진 노원구 맘들을 대상
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배움을 전파하는
목공 선생님은 마른 체구에 살짝 검게 그을린 피부, 카
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노원에코센터에서 8주의 초급 과정을 끝내고 상계
역에 위치한 진목공방에서 중급수업을 배우며 조금씩
알게 된 선생님과 공방회원들의 재능기부 활동은 나에
겐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한 진목공방은 2014년부터 공
방회원들과 함께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5
년에는 11월말부터 시작한 가칭 ' S프로젝트 재능나눔
가구제작'을 통해 서랍형 좌탁 30개를 공방회원들과
만들어 노원구내 홀몸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좌탁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는 공방에서 100%
제공하였고 공방 회원들은 그저 목공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이였다. 나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선물을 받고 기뻐
하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추억 작품을

(문의 ☎ 971-6232 www.seoulese.or.kr)

만들 수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빠지지 않고 각자 맡은
할당량(3개)을 채운 공방회원들이 참 멋지고 대견해
보였다. 특히, 20대 친구들의 정성과 열의는 대단했다.
2016년에는 또 다른 멋진 재능기부를 벌써 계획하고
계신 회원들을 보며 이런 선행을 주위에 많이 알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좋은 이웃들이 함께 살고 있기에 우리 노원구는
'행복한 노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나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목공 실력으로 재능기부에 동
참하고 싶다.

진목공방 블로그 : blog.naver.com/jinmok_diy
이현미(하계동)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성인학생 모집
▶대상 :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모집인원 : 400명(선착순 마감)
▶수업료 : 수업료 및 교과서 무료
※ 기초과정 : 무료한글반 / 초등검정고시반
(청암중·고등학교 ☎ 930-6511/5580, www.ca.hs.kr)

지구를 생각해요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발전량 안내
구분

발전량

CO2 저감량

매출액

총 누적

74,036㎾h

31.849ton

9,052,215원

(2013. 10월 ~ )

정겨운 우리말, 말허리를 자르다-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중지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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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모집
2016년 노원구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 주민 (전화, 방문 접수)
▶선착순 모집, 인원 초과시 대기자로 등록, 강의료 무료

건 강 코 너

프로그램

www.nowon.kr/health

2016년 설 연휴 진료안내
▶설 연휴기간 : 2. 8(월) ~ 2.10(수)
▶진료 안내반 운영
•주간 : 보건소(☎2116-4501) 및 국번 없이 119
•야간 : 구청 당직실(☎2116-3000) 및 국번 없이 119
▶종합병원 및 야간・휴일지정 진료기관 운영 현황
병원명
상계백병원

소재지
동일로1342(상계동)

전화번호
950-1114

원자력병원

노원로 75(공릉동)

970-2114

한글비석로 68(하계동)

970-8430

365열린의원

한글비석로77,3층(하계동)

976-3658

메디홈즈의원

공릉로 173 2층(공릉동)

978-9922

김민식소아
청소년과의원

한글비석로263, 3층(중계동 )

951-8811

을지병원

▶연휴기간 중 일자별 진료기관 및 약국 문의 :
국번없이 119, 120 또는 노원구보건소(☎ 2116-4501,
야간 2116-3000)
* 상황에 따라 진료기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전화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의무팀 ☎2116-4373)

'암 예방수칙 실천'
「노원구 암예방관리센터」 와 함께 시작합시다!
암예방관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원구민 암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여 노원구민 건강 100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암예방센터 등록자 노원구민 암 예방수칙 실천을 위한
상담 및 추구관리 제공
•암예방관리 교육(상담) 수시 제공
•암예방 실천학교 운영
•암 관련 최신 정보 제공
•지역사회 행사 등 ‘국민 암예방 수칙’ 홍보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2116-4353)

두드림 <치매 어르신 공동 돌봄교실> 대상자 모집
▶내용 : 치매 가족이 돌봄 도우미로 돌아가며 직접 돌봄에
		
참여. 치매 공동 돌봄 교실 치매 인지건강프로그램
		
(미술, 음악, 요리, 원예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예방
		
신체활동 등
▶일정 : 2016년 1월 ~ 2016년 6월 (6개월간)
▶시간 : 월, 화, 목, 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대상 : 경증 치매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어르신		
		
으로 공동 돌봄 및 인지건강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하는 분 등
▶장소 : 노원구청 5층 치매지원센터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시간

책 읽어주는 어르신

수 13:00~14:30

치매 예방 운동

월 11:00~12:00
금 10:30~11:30

치매 예방을 위한
『메모리 쏙쏙 영어 교실』
꼼짝마! 치매, 지키자! 건강 즐거운(락)
꼼지락 인형교실

집으로 찾아가는 ~
「우리동네 건강지킴이 마을방문간호사」 를
소개합니다.
▶대상 : 건강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65세이상 어르신
▶마을방문간호사 방문진행 절차

화 10:00~11:00
목 13:00~14:30

▶마을방문간호사 문의 전화
전화번호

주민센터

전화번호

상계10동

2116-2946

상계6,7동

2116-2855

하계1동

2116-2554

중계4동

2116-2710

상계1동

2116-2766

상계5동

2116-2835

상계9동

2116-2941

상계8동

2116-2885

건강하고 활기찬 2016년!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시작해요!

상계3,4동

2116-2796

중계2,3동

2116-2707

중계1동

2116-2611

월계2동

2116-4525

평생건강관리사업은 생활습관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성질환인 고
혈압, 당뇨, 암, 비만 등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 대사증후
군 검진과 체성분 측정, 체력 측정, 전반적인 건강관리 상담을 제
공하는 사업입니다. 혼자서는 실천하기 어렵거나, 실천 방법을 모
르는 분! 건강관리 비용이 걱정되는 분! 가까운 노원구 평생건강관
리센터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기초 건강측정하고 검사결과에 따
라 맞춤형 관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세 이상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내용
• 대사증후군 검진 : 혈압 및 복부둘레, 기초혈액검진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 혈액 검진을 위한 금식(8시간 이상) 유지상태로 센터 방문
• 체성분 검사 및 체력 측정(8종), 결과에 따른 개인별
운동처방, 식생활 개선지도 및 암 예방 건강상담 등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 노원평생건강관리센터(☎2116-4466) : 노원구보건소 4층
• 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2116-4455) : 중계2․3동 복합청사 2층
•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2116-4567) :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
• 공릉평생건강관리센터(☎2116-4982) : 공릉보건지소 2층
• 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2116-4911) : 상계보건지소 3층
▶수요야간 건강상담실 운영
노원평생건강관리센터 - 매주 수 18:00~21:30

상계2동

2116-2778

월계1동

2116-2404

공릉1동

2116-2527

월계3동

2116-2495

중계본동

2116-2625

하계2동

2116-2583

공릉2동

2116-2551

대표번호

2116-4543

치매 예방 뇌 훈련 교실

목 14:00~15:00

치매어르신 공동돌봄교실
(치매어르신 및 가족 대상)

월,화,목,금 10:00~16:00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8)

우리 가족 생명 지키기,
심폐소생술을 배워 우리가족 생명을 지켜요!
심정지는 우리나라 사망순위 2순위로, 가정·집에서 많이 발생합
니다. 노원구에서는 전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족 및 이웃들의 생명을 지킵시다.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방법
▶교육시간 : 1회 오전10시~11시30분
		 2회 오후2시~3시30분
		 3회 오후4시~5시30분
(토요일 오전10시 /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7시~8시30분)
▶교육장소 : 노원구청 별관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교육예약 : ☎ 2116-3321~3 전화 , 방문,
			 인터넷(www.nowon.kr/health/)
(의약과 심폐소생술교육장 ☎2116-3321~3)

주민센터

(생활건강과 방문보건팀 ☎2116-4337)

상계보건지소 건강동아리(건강소모임) 모집
상계보건지소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및 각종 건강관련 활동 참여를
원하는 건강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선정기준 : 신체활동, 만성질환 자조모임, 자원봉사 등
			 건강생활 실천의지가 높은 모임
▶운영기간 : 2016. 3. ~ 11.
▶지원내용
•건강사랑방 제공 등 모임장소 제공(오전10시~오후6시)
•동아리 운영에 따른 건강정보 제공 및 강사 지원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관리 지속 제공
▶위치 :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노원구 상계로 118)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 ☎2116-4988)

우리아이 예방접종은 가까운 우리동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16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폐렴구균은 59개월 이하, A형간염은 2012년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15종 국가예방접
종」에 대한 접종비 무료 지원
• 지원백신 : 15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Td, Tdap, Hib,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HPV)
※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는 별도공지 예정임.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
cdc.go.kr) 또는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에서 가까운 지정 의
료기관을 검색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접종실 ☎2116-4511~5)

알코올 의존 가족을 위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과도한 음주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시 : 2. 15~ 3. 21(매주 월) 오후 2시 ~ 3시반, (총 6회 실시)
▶대상 : 알코올 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내용 : 알코올 의존의 질환 이해 및 가족의 건강한 대처법
▶신청방법 : 교육은 전화 문의 후 센터로 내방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2116-3677)

정겨운 우리말, 맞불(을) 놓다-서로 마주 겨누고 총질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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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5년도 휴먼서비스(사례관리) 사례집발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시행 안내

공릉동도깨비시장 제수용품 설날 할인행사

▶사례집명 : 동거동락(同居同樂),
노원에 반하다
▶내용
•민간과 공공의 실천가들이 겪은
경험과 지혜, 나눔과 상생의 이야기책
•각 욕구 영역별로 구성하여 총 사례
53건 수록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소개
•각 동 통장보건복지도우미(705명), 동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배부 예정

▶신청기간 : 2. 4(목) 까지
▶선정결과통보 : 2. 22(월) 예정
▶서비스 개시일 : 3. 1(화) 부터
▶내용

▶기간 : 1. 25(월) ~ 2. 7(일)
▶판매품목 : 축산물, 과일류, 야채 등(10~ 30%할인)
▶설명절 이벤트 및 고객노래자랑 : 1.29(금) 13:00~18:00

(복지정책과 ☎ 2116-3295)

노원평생학습관 노원행복학교 무료 수강생모집
▶내용 : 성인 초등,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
▶운영기간 : 2016. 3. 7~2017. 2. 17
▶운영대상 : 만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운영과정 : 총 6개반
•초등학력인정과정(3개반), 중학학력인정과정(3개반)
▶모집기간 : 2. 27(토)까지
▶모집인원 : 각과정별 20명내외
▶접수방법 : 노원평생학습관 방문 및 상담접수
(노원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 ☎ 070-4681-6364)

등록장애 아동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등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 신청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19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 대상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없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 중위소득 120% 이하 등		
록장애인, 만 65세이상 어르신 등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청소년 자립생활역량지원서비스
•중위소득 140% 이하로만 6세 ~ 18세 미만의 발달지연이
있는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자립훈련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2. 1(월) ~ 연중수시 (돌봄여행 ~3.10 까지)
※ 돌봄여행서비스는 150명 선정 예정, 희망자 초과 시 장애인
우선 선정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장애인지원과 ☎ 2116-3313)

사업명

모집대상

모집
인원

(공릉도깨비시장 상인회 ☎ 976-4143)
서비스 내용
▶개인형-주1회(월4회),회당50분
▶집단형-주2회(월8회),회당50분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만0∼6세

28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만18세
이하

86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만6∼18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만7∼15세

부모성장을위한
심리지원서비스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7

15

30

•발달 지연 영역에 따라 운동,
언어,인지,정서,사회성발달중재
서비스
▶월4회(주1회, 50분)
•증상에 따라 선별하여 제공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주1회(회당60분)
•클래식 이론 및 실기(3:1)
▶주1회(회당60분)
•정서순화프로그램
•향상음악회,일반연주회관람,
사전사후진단검사
▶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
➀기본형(월720분)
•90분/회당(월8회)
➁체험통합(월840분)
•비전:120분/회당(월3회)
•체험:480분/회당(월1회)
▶월4회(주1회, 60분)
전문상담서비스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부모역할이해 및 역량강화
•부모자신에 대한 이해

※ 공통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최근3개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가능서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에너지 컨설팅 받고 난방비 줄여 보세요
▶접수기간 : 2. 29(금) 까지
▶접수장소 : 복지정책과 · 동주민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
▶내용 :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열측정을 한 후 열이 		
		
새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여 손쉽게 조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
(복지정책과 ☎ 2116-3661)

『설날』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안내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는 2. 5(금)까지 모든 쓰레
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휴 기간 중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줄여 2. 9(화) 일몰 후 부터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10(수)부터 쓰레기 수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 2116-3800)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청 조직개편 안내
▶체육청소년과 신설 (신관6층)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

체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

(청소년복지팀)
(드림스타트팀)

⇬

(생활체육팀)
(청소년복지팀)
(드림스타트팀)

▶과 명칭 변경 : 문화체육과 ⇬ 문화과(6층)

(체육청소년과 ☎ 2116-4413)

근로복지공단 ’16년도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안내
▶대상 : 현 사업장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 평균소득
239만원 이하인 근로자

설 명절 선물은 사회적기업제품판매장에서
▶위치 : Store 36.5 노원점(지하철 7호선 롯데백화점 연결통로)
▶상품 : EM세제선물세트, 홍삼, 한과류, 궁골선물세트 등
▶법정공휴일휴무(토, 일 정상영업), 전상품 무료배송
(문의 Store 36.5 노원점 ☎ 3391-3650)

※ 2016. 1. 21. 이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능

▶종류 : 혼례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장례비
▶금액 및 이율: 2,000만원 이내(종류별 최대 1000만원), 연2.5%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근로복지넷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정(情)이 순환하는 ‘공릉동 꿈마을’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길
동장군이 기세를 떨치던 지난 1월 8일, 공릉청소년문화
정보센터 2층에서 공릉동 꿈마을 공동체 발기인 대표들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나자며
열린 모임을 가졌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공릉청소년문
화정보센터, 극단 즐거운 사람들, 도서관 일촌, 든든한 이
웃, 꿈마을 청년단, 착한 바느질 등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이 그간 펼쳐왔던 공동체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
가 공릉동이 꿈마을공동체로 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
었다. ‘신나는 조합’ 신동욱 강사의 컨설팅 교육에 이어 열
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발적이면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평가받고 있는 공릉동은 그동안 꿈나르샤 축제, 와글
와글 축제 등에 어린이,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6,000여 주
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열어왔다. 또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
해 다양한 강좌 개설, 마을공동체 견학, 워크숍, 마을생활
수칙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제 더 진일보하여 노원구 전체에 서로 든든한 이웃으

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
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행복중심생협 공릉지점 2
층을 근거지로 협동조합 사무국을 두고 꿈마을 사회적협
동조합의 입지를 세울 계획이다.

꿈을 품은 언덕, 공릉동
마을경제 한 축을 만들 열린공동체 문 열어
이날 발기인들은 그간 봉사로만 그치던 일들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하고, 인정받는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하자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강은경(48세)씨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복잡하고 여
러 난제도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보람도 있을 것이다. 구성원 한 사람 한사람 몫이 중요하
다. 추진력이 필요할 때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인 조직
체를 구성한다면 공동체적 삶의 연결고리로 충분히 이끌
어갈 수 있을 것이다.”며 그동안 행복중심생협에 몸 담아
온 경험을 토대로 확신에 찬 조언을 했다.
이미 꿈마을공동체라는 든든한 반석이 깔린 공릉동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기면 마을활동에 관심과 애정이 있
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 마을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발기인 대표들은 아직은 ‘그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준비
해야할 과제들이 있다.’며 스스로 겸손해 하지만 앞으로 탄
생할 꿈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소박한 우리 이웃들이 기
대고 부빌 수 있는 언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기자 배덕정(degg@hanmail.net)

정겨운 우리말, 맥(을) 짚다-남의 속셈을 알아보다

2016년-2월--1.indd 8

2016-01-20 오후 5:06:03

9

알림마당

생태적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마들장
생태장터에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해요.
마들장은 지난 2014년 도시 생산자와 구매자를 연결하
기 위해 노원에코센터와 사단법인지구의친구들과 도시농
업협의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뜻을 모아 시작되었다. 주
로 주말에 열리는 마들장에서는 가족들과 나들이 삼아 나
와 에너지 체험부스에서 놀이처럼 체험도 하고, 믿을 수 있
는 먹거리도 사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수공예품도 산다. 이
제는 단순한 매장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사랑방 역할까지 하고 있다.
지역의 도시농부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영양소가 훨
씬 풍부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마들장
의 큰 장점이다. 비록 모양은 가지런히 예쁘지 않더라도 내
이웃이 정성을 들여 깨끗하고 안전하게 직접 키운 식재료
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들이 있어 보람도 있다고.
직접 기른 농산물로 장류, 수제잼이나 청, 장아찌 등의 가
공품을 만들어 파는 팀에는 이미 단골도 많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농업이나 환경과 관련한 단체들의 홍보 및 체험부
스도 마련되어 다채롭다.

3월 구민 스마트폰·SNS 활용 무료 교육
▶접수기간 : 2. 26(금) 9:00~2.29(월) 18:00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www.nowon.kr) →
			
참여세상 → 인터넷모집
→ 3월 구민 스마트폰
		
SNS 활용 교육생 모집
▶교육대상 : 노원구 구민 누구나
▶수강생선정 : 전산추첨
▶당첨 발표 : 3. 2(수) 10시 (인터넷 신청결과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수강료 : 무료
▶교육과정
과정

대상

스마트폰
기능을
기초반
전혀 모르는
왕초보자

심화반

기초반
이수자
및 그에
준하는자

올해 2016년의 마들장은 좀더 발전되고 특화시킬 예정
이라고 하는데 그중 눈여겨볼만한 것은 육아용품장터와
어린이 판매자의 참여다. 어린이들이 2명이상 팀으로 직접
참여해 물건을 판매하는 어린이 장터와 사용주기가 짧지
만 고가인 육아용품들만 취급하는 육아용품장터를 운영
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들장에 판매자로 참가할 때는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은 절대 불가하다. 요리에 필요한 음료
컵이나 판매용 그릇 등은 에코센터에서 대여가능하다. 또,
전기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최소한의 꼭 필요한 전기만

을 사용하고 참가 후에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지구의친구들 황창하 대표는 “상설화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경춘선 철길 일부에 5일장처럼 상설로 열어서 명소
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생태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유통이 같
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들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하나의
독립된 장터로 설 수 있게 되는 게 목표에요.”라며 마들장
에 대한 애정과 포부를 보였다.
참가분야는 직접 키우거나 채취한 농산물, 건강한 먹을
거리를 이용한 시중과 차별화된 요리, 공산품이 아닌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이다. 판매자들은 판매액의 10%를 기부
하여 장터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마들장에 참여하려면 미
리 참가신청을 한 뒤 사전 회의에 참여해야 하며, 5천원
의 참가비가 있다. 올해 마들장은 오는 4월부터 운영될 예
정이다. 문의는 노원에코센터(2116-4403), 혹은 다음카
페 사단법인지구의친구들(http://cafe.daum.net/earthfriends)을 통해 하면 된다.
명예기자 이미경(adress-me@hanmail.net)

북부기술교육원 무료교육생모집

노원실버카페 이용 안내

▶모집과정 및 인원
•주간1년 : 공조냉동시스템 등 9개학과 340명
•야간 6개월 : 신재생그린에너지 등 11개학과 330명
•6개월 : 미디어출판디자인 40명, 3개월 조경관리 등
		
5개학과 170명 등
▶접수기간 : 2. 19(금)까지
▶지원자격 : 15세이상 서울시민
▶특전 : 교육비, 실습비, 교재비 무료, 통학버스운행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교육원 홈페이지) 및 교육원
			
방문접수

어르신! 춥다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카페에 나와서 차 한잔과
함께 공연보며 즐겁게 보내세요~
▶운영시간 : 오전10시 ~ 오후 7시(동절기)
▶위치 : 동일로 1229 중계근린공원 내
▶무료 실버 강의 : 월, 목 오후 1시∼오후 2시
▶무료 실버 공연 : 매일 오후 3시~오후 4시
※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쉽니다.
(노원실버카페 ☎ 949-3757)

(북부기술교육원 ☎ 2092-4700, 4800)
교육기간

교육장소

3.7.~3.30.
노원구청
월·수·금
오후 3:30~5:30 정보화교육장
(3층)
(1일 2시간,
24시간)
3.7.~3.30.
노원평생교육원
월·수·금
오전 9:30~11:30 정보화교육장
(3층)
(1일 2시간,
24시간)

인원

교육내용
스마트폰 기본기능

30명 •전화, 문자 등
스마트폰 기본기능
•유용한 어플설치
스마트폰 활용 기능
•카카오스토리,
동영상 올리기
24명
•카카오톡,페이스북
SNS 활용 등
•유용한 어플 설치

(디지털홍보과 ☎2116-3432)

중부기술교육원 무료교육생 모집
▶모집학과
•정규과정 :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조리외식, 주얼리캐드		
			
디자인 등
•단기과정(주간) , 양성과정(콘텐츠디자인), 향상과정
(스케치업) 등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접수기간
•정규 및 양성과정 : 2. 19(금) 까지
•단기 및 향상과정 : 모집일정 과정 문의요망
(중부기술교육원 ☎ 361-5800~05, http://www.jbedu.or.kr)

'스마트노원 앱' 다운받으세요!
노원구의 생생한 정보를 스마트노원 앱과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노원 앱 설치하기 → 노원소식 받기
• 'Play 스토어', '앱스토어' → '스마트노원' 검색 후 설치
• 페이스북 : 노원구청 검색 → '좋아요' 누르기
		
→ 노원소식 보기
• 트위터 : 노원구청 검색 → '팔로우' 하기
		
→ 노원소식 보기
(디지털홍보과 ☎2116-3431)

노원구 소식지를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원 No.1 News 앱 설치하기
안드로이드폰 : 'Play 스토어' → '노원뉴스' 검색 후 설치

남부기술교육원 무료교육생 모집
▶모집학과
•헤어디자인, 전기, 그린자동차정비, 주얼리디자인,
외식조리 등
▶접수기간 : 1.11(월)~ 2.19(금)
(남부기술교육원 ☎ 031-390-3920~2, http://nbedu.or.kr)

타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 1(월)~26(금) 약 1개월간
▶교육일시 : 3월 4일~25일
			
(매주 금, 10:00~11:30) 총 4회
▶교육장소 : 마들사회복지관 2층 강당
▶모집인원 : 00명

사회적 경제기업▶(주)나사희 ☎ 943-1916
SH공사의 임대아파트 도배장판 및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독
거노인 돌봄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는 기업입니다.
•유형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 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건설 공사
•위치 : 노원구 광운로 128-11

▶해맑음 보호작업시설 ☎ 949-6739
중증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
공하며, 능력의 차별을 받지 않고 일(Job)과 나눔을 함께 실천
하는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유형 : 예비사회적기업(지정번호 제2014-29호)
•사업 내용 : 소독방역사업, 김치 제조, 납품, DM발송
(일자리경제과 ☎ 2116-3476)

(마들사회복지관 ☎ 971-8387~8)

정겨운 우리말, 맺힌 데가 없다-성격이 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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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휴먼북이 추천한 한 권의 책 ⑥ ‘지금 이순간의 행운’ - 작가 매튜퀵

노원구서비스공단
1:1 카카오 응답소 서비스 개시

영화감독 임진평, 가족과 청년에게 힘을 주는 영화 기대해 주세요~
생각을 보여주는
직업 영화감독. 상계
8동 주민인 임진평
감독은 1991년 단편
영화 '오-헨리'를 시
작으로 장편영화 여
러 편을 연출하고 대
본을 썼다. 임진평 휴
먼북은 연간 3~4회
대출가능하며 연극
영화과나 영화종사
자의 멘토로 인기가
높다. 지난 연말 열린
백병원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직접 연출, 촬영한 ‘두 개
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다큐멘터리 작품 해설도 했다.
임진평 감독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기도문처럼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대를 나와서도 영화에 대
한 꿈을 버리지 않고 감독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 했다.
좋은 영화는 탄탄한 시나리오이기에 임 감독은 직접
시나리오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영화는 배움이나
학벌 내세우는 조건보다는 작품과 영화에 대한 애정, 영
화를 잘 살릴 수 있는 감각이 탁월 하다면 큰 감동과 반
향을 일으키는 직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
지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하기에 감독 입문의 길이 순탄
치 않다고 했다. 경제를 책임질 가장의 역할과 병행하기
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영화계의 일이라고 한다. 모든

서울시 소식

예술의 통합이 영화이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만 반듯
이 성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좌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도 꾸준히 영화를 제작하는 게 소망이라
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음악과 문학을 뭉
쳐 가슴을 울리고 떨림이 있는 작업을 늦추지 않는다.
휴먼라이브러리와 노원 인터넷 매체인 나우온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람이 먼저인 일에는 빠지지 않
는다. 가끔은 주민들과 동네 영화관에서 영화 해설도 한
다. 그런 작은 나눔이 소통이라 생각한다. 대학에서 영
화에 대한 강의도 하며 잘나가는 청년이 아닌 소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업은 늘 진행형이다.
절차탁마의 자세로 롤모델인 클린트이스트우드 감
독이나 영화의 본질이 살아 있는 작품 ‘레버넌트’ 같은
수작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우리구민에게 추천
하는 한 권의 책은 ‘지금 이순간의 행운’을 쓴 작가 매튜
퀵의 작품을 추천했다.“나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쁜
일도 일어나며 세상은 조화를 이룬다” “지금 이 순간의
행운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일지 모른다며” 긍정적이
지만 교만하지 않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들과 엄마의 이야기다.
2016년 한 해도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며 가족과 청
년에게 힘을 주고 싶은 임 감독의 마음이 담긴 한 권의
책이다.

명예기자 고영미(michelle226@hanmail.net)

전화가 어려울 땐 카톡하세요.
노원서비스공단에 대한 궁금증!
카카오톡으로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 이용시간 외 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

▶이용방법
•카카오톡 친구찾기 메뉴 → @노원구서비스공단 추가
•QR코드 등록
※ 정식민원접수는 공단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민원상담’ ‘이사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이용바랍니다.
(노원서비스공단 ☎ 2289-6700)

노원유스챔버오케스트라 단원모집
▶접수 : 2. 20(토) 오후 5시까지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인원 : 00명
▶분야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플롯, 클라리넷, 오보에
※참가자 본인악기 지참, 반주자 필요없음
▶오디션 : 2. 21(일) 오후 2시
▶장 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 다목적룸
▶연주곡 : 자유곡
※ 기타 자세한 안내는 노원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www.nowonart.kr 참조
▶문의 : 010-8353-6839(지휘자)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이용 안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소품, 신발, 책 등 기증하실 물건
이 있으시면 직접 매장으로 가져오시거나 기부전화 930-0369
로 전화주시면 수거차량이 달려갑니다.
▶운영시간 : 월~일(10:00~20:00), 공휴일 휴무
▶운영위치 : 롯데백화점 노원점 지하매장 입구 맞은편
			
4번출구
▶기부물품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의류, 소품, 신발, 		
			
책 등 타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자원순환과 ☎ 2116-3827)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반전세' 거래량, 가격 공개

25개 자치구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시민들의 이용편의 위주로
우리동네 민방위 비상대피소는 어디 있을까?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전세‧월세’→‘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 나눠 거래량과
•서울에는 약 4,000개의 민방위 비상대피
가격 공개
시설이 집, 직장, 학교, 관공서 주변에 위치 •임대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여 정보공개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메인화면 디자인 개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메뉴 8개를 메인화면 중앙 배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는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이용시간 등 정보 제공
▶스마트폰으로 우리동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찾는 방법!
•대학가 주변 실거래정보 검색 기능 신설 등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 에서 찾아보기
▶매매 및 전세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콘텐츠 신설
•아파트 단지별, 규모별, 기간별로 가격정보 비교 가능
(토지관리과 ☎ 2133-4670)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안내

리사이클링마켓 운영 안내
종이팩은 휴지로, 다 쓴 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바꿔 사용하세요.
▶운영시간 : 월~금 10시~16시(주말, 공휴일 휴무)
▶위치 : 상계5동 한신3차아파트 정문 앞 (상계동 452-1)
▶교환대상
1) 종이팩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1kg
↔ 친환경화장지 1롤 교환
☞ 우유팩만 수집시 교환 기준 :
↔ 1000㎖(35개), 500㎖(55개) 200㎖(100개)
☞ 종이컵만 수집시 교환 기준 : 195㎖(270개)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한 상태로 준비해주세요.)

2) 폐전지 : 폐전지 20개(사이즈무관, 단추형제외)
↔ 新(신)전지 1세트(2개입)(1인당 5세트 한정)
※ 폐식용유는 수거용기 비치되어 배출 편의 도모.
(자원순환과 ☎ 2116-3827)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손수 유기농농법으로 재배하는 친환경 체험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6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에 참가해 직접 농장을 가
꾸실 시민, 기관(단체)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 2.1(월) 09:00 ~ 3. 31(목)
▶신청대상 : 서울시민 및 서울소재 기관, 단체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선착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48시간 내에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은행이체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go.kr/farm

노원구 재사용 및 공유문화 활성화 캠페인 실시
▶모바일앱 '프리윌' 및 홈페이지(www.frwill.com) 접속
➜ 무상공유하고 싶은 물품, 재능, 장소 사진을 올리세요
➜ 새 주인이 나타나서 나눔하면(직접 or 택배) ⇒ 끝!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프리윌

(도시농업과 ☎ 2133-5398)

검색하세요

(자원순환과 ☎2116-3810)

정겨운 우리말, 머리(를) 맞대다-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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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노원청춘극장 무료 상영

* 2016년부터 노원청춘극장이 확대 운영 됩니다.
(☎ 951-3355 www.nowonart.kr)

노원청춘극장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공릉2동 청춘극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역마차

별들의 고향

클래식

식객

▶2.3(수), 4(목)
▶15세 이상 관람가

▶2.11(목)
▶19세 이상 관람가

▶2.1(월)
▶12세 이상 관람가

▶2.15(월)
▶12세 이상 관람가

젊은이의 양지

허삼관

말아톤

마틸다

▶2.17(수) ,18(목)
▶15세 이상 관람가

▶2. 24(수), 25(목)
▶12세 이상 관람가

▶2. 22(월)
▶전체관람가

▶2. 29(월)
▶전체관람가

구청 6층 소강당

공릉2동 주민센터 내 지하

금난새 신년음악회
▶일시 : 2. 24(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5만원, A석 4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장재인&김지수 듀엣콘서트>
▶일시 : 2. 14(일), 오후 5시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
▶관람료 : 전석 3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콩알콩알 어린이 체험전>
▶기간 : 2. 24(수)까지
▶입장시간
9:50/ 10:40/ 11:30/ 12:20 /13:10
/14:40 /15:30 /16:20)
▶휴관일 : 2. 7 ~2. 9(명절 3일)
▶장소 : 노원아트갤러리
			
(노원문화예술회관 4층)
▶관람료 : 어린이 18,000원, 어른 10,000원, 단체 11,000원
노원구민할인(1인4매) 어린이 13,000원 /
어른 6,000원 (신분증 지참)
노원문화예술회관 회원(1인4매)
		 어린이 12,000원 / 어른 5,000원 (회원카드지참)
▶대상 : 24개월 이상
▶내용 : ‘깨알깨알 반짝정원’, ‘알콩달콩 보물섬’ 등 엄마와
함께 즐기는 오감만족, 씨앗과 함께 만나는 놀이터
▶문의 : ☎ 070-4641-8641(기획사)
☎ 010-5187-6605, 010-5800-0982(단체)

미술관 SeMA 청춘극장 화요일(오후 2시), 금요일(오전 10시)
시립북서울미술관 지하1층

고령화가족

겨울왕국

장한몽

슬픔은 그대 가슴에

▶2. 2.(화)
▶15세 이상 관람가

▶2. 16.(화)
▶전체관람가

▶2. 5.(금)
▶15세 이상 관람가

▶2. 12.(금)
▶15세 이상 관람가

미워도 다시한번

육혈포 강도단

브링잇온

▶2. 23.(화)
▶12세 이상 관람가

▶2. 19.(금)
▶15세 이상 관람가

▶2. 26.(금)
▶15세 이상 관람가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원유형
•개인회원(1년-30,000원, 2년-50,000원)
-기획공연 2매 30% 할인
•가족회원(1년-50,000원, 2년-80,000원)
-기획공연 4매 30% 할인
•단체회원(1년-100,000원, 2년-160,000원)
-기획공연 10매 30% 할인
•어린이·청소년 회원(1년-10,000원, 2년16,000원)
-기획공연 1인 30% 할인
▶가입방법 : 인터넷 신청(www.nowonart.kr), 방문신청, 		
		
전화신청(☎ 02-951-3355)
▶혜택사항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30% 할인,
•의정부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할인 20%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원 문화강좌 10% 할인
•음식점, 생활편의업소, 노원지역 병원 진료 및 검진
할인(홈페이지 참조)

(어르신복지과 ☎ 2116-3747)

구청에서 만나는

독립영화 무료 감상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구청 6층 소강당

* 좌석이 꽉 차면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트랜짓

더레이븐

심장이 뛴다

▶2. 3.(수)
▶미국, 청소년관람불가

▶2. 17.(수)
▶미국, 청소년관람불가

▶2. 24.(수)
▶한국, 15세 이상 관람가
(행정지원과 ☎ 2116-3085)

정겨운 우리말, 머리(를) 싸매다-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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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마을학교
지난 1월 4일 어르신 10세대에 전기장판
을 전달하고 전기료 걱정없이 따뜻하게 보
낼 수 있도록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전기
료 3만원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오순도순
살맛나는이야기
월계1동 마을주민 커뮤니티 공간 연
촌사랑방(위원장 김동식)은 지난 12월 28
일 연말연시를 외로이 보내고 계신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케익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연촌사랑방 운영위원 등이 파
운드 케익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 80여분
의 가정을 방문 전달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새한경희태권도장(관장 방종철)는 홀
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후원하고
자 어린이원생 100여명이 작은 정성을 모
아 라면(21상자)을 준비해 공릉2동 주민
센터에 전달했다.

상계3.4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김순
옥)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
을 위해 지난 1월 12일 불암대림 경로당
에서 '어르신 떡국나눔 효(孝)잔치'를 개
최했다. 이번 효잔치는 우리은행, 기업은
행, 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봉사자들
이 떡국과 다과 등을 준비해 어르신들을
대접했다.

호산나교회(담임목사 이상희)는 지난
12월 25일 하계2동과 중계2.3동 주민센터
에 각각 사랑의 쌀 1000kg씩 총2000kg을
기탁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노원구와 롯데시네마 노원은 지난 1월
하계1동 하름교회(담임목사 이대준)는
월계2동 아가랑어린이집(원장 조선
희)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린이들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 125,000원을 지난 12
월 21일 월계2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월계3동 만나교회(담임목사 육홍근)는
지난 12월 22일 ‘사랑의 생필품 나눔 행사’
를 통해 쌀 630kg, 라면 14박스, 사과 15박
스, 기타 생필품 등을 준비하여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직
접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지난 11월 사랑나눔콘서트를 개최하고 모
아진 성금 300만원으로 이불을 구입하여
하계1동 주민센터에 기탁, 어려운 이웃
100세대에게 이불을 전달하여 훈훈한 이
웃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더블레스(대표
조원효)는 지난 12월 23일 라면 50박스를
하계1동 주민센터에 기탁하여 관내 저소
득층 50가구에게 전달하였다.

중계1동 어린이집(원장 김영아)은 어려

14일 금연성공지원금 확대 관련 롯데시네
마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번 협
약에 따라 금연클리닉에 등록후 18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주민은 롯데시네마 영
화관람권 4매도 받게 된다.

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
록 원아들이 모은 성금 150,000원을 중계
1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시온의 빛교회(담임목사 김경호)는 추
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2월 마을학교 지금 신청하세요!
마을학교 명

기간

요일

시간

장소

대상

재료비

어린이 플로리스트

2.17 ~ 5.4

수

15:00~16:00

공릉1동

우리원예교육앤치료센터

초

운영비 6만원

창의로봇제작교실-3단계(고급반)

2.3 ~ 5.4

수

15:00~16:30

월계3동

주민센터

초

교구비 8만8천원

창의인성전래놀이

2.5 ~ 4.22

금

14:00~16:00

상계9동

주민센터

초1~2

운영비 4만원

행복한미술

2.8 ~ 4.25

월

17:00~19:00

초

재료비 회당 5천원

소나기미술

2.9 ~ 4.26

화

16:00~18:00

5~7세

재료비 회당 5천원

창의미술

2.10 ~ 4.27

수

17:30~19:30

5~7세

재료비 회당 5천원

창의로봇

2.12 ~ 4.29

금

16:00~18:00

하계1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초

재료비 8만 8천원

네일아트종합(월계)

2.12 ~ 3.18

금

17:00~18:00

월계3동

강사자택

초,중,고

재료비 3만원

네일아트2(만나교회)

2.13 ~ 3.19

토

11:00~12:00

월계1동

만나교회

초,중,고

재료비 3만원

네일아트2(상계)

2.13 ~ 3.19

토

15:00~16:00

초,중,고

재료비 3만원

네일아트1(상계)

2.13 ~ 3.19

토

14:00~15:00

초,중,고

재료비 3만원

네일아트1(만나교회)

2.13 ~ 3.19

토

10:00~11:00

초,중,고

재료비 3만원

프랑스문화(오후1시)

2.14 ~ 5.1

일

13:00~15:00

초,중,고

없음

프랑스문화(오전10시)

2.14 ~ 5.1

일

13:00~15:00

초,중,고

없음

브레인업 보드게임(초1~3)

2.15 ~ 5.2

월

13:00~16:00

하계1동

주민센터

초

교구비 6만원

애니메이션

2.20 ~ 4.23

토

14:00~16:00

상계6.7동

노원평생교육원

초

재료비 1만원

무니의 꼼지락세상(6~9세)

2.24 ~ 5.18

수

16:30~18:30

초

재료비 5만원

무니의 꼼지락세상(상계/금))

2.26 ~ 5.20

금

16:00~18:00

초

재료비 5만원

즐거운서예

2.29 ~ 5.16

월

14:00~16:00

초3~4

없음

상계2동 토토공방

상계5동 주민센터
월계1동

만나교회

상계10동 노원정보도서관

상계5동 강사자택
중계본동

강사자택

▶신청 :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www.nest.nowon.kr)→로그인(학생이름 회원가입)→마을학교 →입학하기
※ 최소 인원(5명) 미달 시 개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 2116-4438~4441)

정겨운 우리말, 고양이 낯짝[이마빼기]만 하다-매우 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6년-2월--1.indd 12

2016-01-20 오후 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