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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년 경이로운 우주여정이 펼쳐지다

노원우주학교(Nowon Cosmos School) 개관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가 천문우주과학관 노원우주학교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원우주학교는
우주와 지구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진화를 통해 천문우주과학의 이해를 돕고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입니다.

노원우주학교 전시관(빅히스토리관)을 관람하고 있는 아리솔 어린이집 어린이들

자연 속에서 뛰놀며 모험심과 협동심을 배워요

불암산 더불어 숲 개장
▶위치 : 노원구 하계동 1번지 일대 ▶개장일 : 7. 1(토), 6. 15(목)부터 시범운영 중
▶시설 : 체험시설(로우코스, 하이코스, 터널메이즈, 짚코스터, 플라잉팍스),야외카페, 쉼터, 샤워실 등
▶이용시간(월요일 휴장)
•단체이용 : 1부 09:00~12:00, 2부 14:00~18:00(참여인원에 따라 교육시간 조정)
•개인이용 : 일 3회, 회차별 30명 내외(1회 10:30~12:00, 2회 13:30~15:00, 3회 15:30~17:00)
▶사용신청 : 전화접수(인터넷 예약시스템 준비중)
(노원구서비스공단 ☎2289-6855 / gongdan.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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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우주학교(Nowon Cosmos School) 개관
노원우주학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이로운 우주의 모습과 장구한 우주 진화 과정을 다양한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천문 과학관입니다. 빅히스토리관에서의 시간 여행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알고 코스모스관에서의 공간 여행을
통해 천문학의 발달 과정과 광활한 우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3D영상을 통한 우주여행, 천체 투영실에서의 별자리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천문대에서는 서울도심에서의 낭만적인 달과 별,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시설현황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이용시간
주관측실(천문대)
보조관측실
전시실(코스모스관), 천체투영실(돔 영상관)
전시실(빅히스토리관)
스페이스홀(3D영상관), 과학교실(생명실,지구실)
북카페, 안내데스크
영어카페

•일반관람(화~일) : 09:30~17:30
•야관관측(금~일) : 19:30~21: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국가 공휴일

★관람안내
•일반관람 : 평일 15:00, 16:00 / 주말 14:00, 15:00, 16:00
•단체관람 : 평일 10:00, 11:00, 14:00(3회)
•학교연계
▸초등 : 평일 09:30~11:30(1회)
▸중등 : 평일 09:30~11:30, 14:00~16:00(2회)
•주말 야간관측 : 19:00~21:00(1회)

★입장료
•어린이, 청소년 1,000원 / 성인 2,000원
※일반 및 단체관람은 8월말까지 입장료 무료

★일반관람 프로그램

★단체관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프로그램

(노원우주학교 ☎971-6232 / nowoncosmos.or.kr)

서울시 첫 여성공예 복합문화 플랫폼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개관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은 옛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찾아와 공예의 다양한 세계와 활동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시설현황
•53개 창업실, 생활창작공간 씨(도자, 금속, 섬유 등 다양한 공예 창작프로그램을 시민대상으로 진행)
•OnOff Space 천수답, 살롱C, 공예마당 *예술시장 천수답장 : 창작하는 이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시장
서울여성공예센터 (☎948-1188 / www.seoulcraftcente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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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특구 노원
아동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배움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과 문화생활공간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마을 배움터를 제공합니다.

노원구 전체를 교육장으로
▶노원구 마을 전체를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열린 학습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실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예원(☎977-4816)

노원에코센터(☎2116-4404)

중랑천 환경센터(☎938-9520)

지구의 길(☎2116-3217)

불암산 유아숲(☎2116-3943)

불암산 생태학습관(☎2116-4816)

▸역사의 길, 지구의 길 조성·운영
▸노원의 힐링 명소 『노원 숲속의 집』 운영
▸찾아가는 문화 나눔 공연 개최
▸마들 농요와 함께하는 청소년 농사체험 행사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노원 친환경 자동화 농업시설(에코팜센터) 운영

역사의 길(☎2116-3223)

▸노원에코센터 운영
▸불암산 생태학습관 운영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 운영 ▸수락산, 영축산, 불암산
▸도시농업활성화 텃밭 조성
유아숲 체험장 운영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
▸제로에너지주택 홍보관 운영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
▸목예원 운영

도서관 인프라 확충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서, 문화, 여가, 자녀교육 등
문화와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릉 행복발전소(☎976-3820)

불암골 행복발전소(☎3392-5266)

한내 지혜의 숲(☎979-7420)

초안산 숲속작은도서관(☎905-3900)

상계 숲속작은도서관(☎3391-7889)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및 특화시설 건립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수학문화관(☎2116-3225)

초안산 캠핑장(☎2289-6853)

불암산 더불어 숲(☎2289-6855)

상계청소년문화의집(☎2116-3718)

▸초안산 가족 캠핑장 조성
▸불암산 더불어 숲 조성
▸마들상상놀이터 조성
▸서울과학관 개관
▸서울 우주학교 개관
▸태릉역 엠코빌딩 내 체력인증센터 설치
아동복지관(☎2116-4418)

월계문화체육센터(☎2116-3781)

서울과학관(☎970-4500)

▸월계문화체육센터 건립(2017.7월 준공)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2017. 8월 준공)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2017. 12월 준공)
▸월계문화복지센터 건립(2018. 2월 준공)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건립(2018. 4월 준공)
▸수학박물관 건립(2018. 6월 준공)
▸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2018. 9월 준공)

도심 속 야외수영장 중랑천 워터파크 개장
대형 워터파크, 차 막히고 비싸고...
이제 노원구 '중랑천 워터파크'로 오세요.

6월 24일 (토)

OPEN

▶운영기간 : 6. 24(토)~8. 20(일) (매주 월요일 휴장)
▶운영시간 : 1부 - 09:00~13:30, 2부 - 14:30~19:00 ※휴장 : 13:30~14:30
▶이용료 : 어린이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
▶위치 : 중랑천 녹천교 부근 (노원마들스타디움 건너편)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마들스타디움 지하 주차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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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원구의회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최

4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 제238회 정례회가 6월9일부
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열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
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8개의 안건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처리되었다.
정도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
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당당히 국가에 생존을 요
구할 권리가 있다” 면서 “노원구의회는 인권 제일주의 노
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주연숙 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5분 자유발언’
을 통해 ‘상계로 확장공사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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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개회사 전문
9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박문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
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름의 길목에서 여러분들을 건
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멈춘 것만 같았던 시계가 다시 돌면서, 눈
코 뜰 새 없이 밀린 일들을 하다 보니 금세 한 달이 지났습
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정치란 권력에 참여하
려는 노력 또는 권력배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
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비춰보면, 오늘날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얼마나 적
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
심으로 돌아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
다.”는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은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정
치중립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7대 후반기 의회의 반이 지난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
는 시간을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원구 주민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극단적
인 선택을 할 만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당당히 국가
에 생존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존 앞에서는 예산 부족이나 행정력 부족이라는 핑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 위에 인권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받는 인권제일주의 노원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의회를 변함없이 아
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여 주신 구민여러분과 언론
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노원
구의 발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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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uncil.nowon.kr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노원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신축
2017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3관 신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행정재경
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오한아,손명영
최윤남 의원
발의
오한아, 이은주
의원발의

행정재경
위원회
제23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제238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재경
위원회

대만 도농고등학교 노원구의회 방문

행정재경
위원회

지난 5월24일 대만 도농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27명
이 노원구의회를 방문했다. 학생들은 노원구의회 본회의
장과 구청 옥상의 도시농업텃밭을 견학하고 이후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를 둘러보며 국내 행정서비스와 의회
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계동 아이티고등학교와 자매교류협약
((MOU) 체결을 위해 노원구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노
원구의회 정도열 의장은 “대만의 학생들이 아이티고등
학교와의 인연을 통해 노원구의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매
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노원구의회가 양국간
청소년들의 교류에 의미있는 역할을 맡게 되기를 희망한

보건복지
위원회
보건복지
위원회

15

2017년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에 따른 동의안

보건복지
위원회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
위원회

17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8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성욱 의원
발의
이경철 의원
발의

제238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타이베이기술대학부속 도원농공 고급중등
학교는 1938년 개교해, 농과와 공과계열 11개 학과운영
하고 있으며 280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대만에서 3번째
로 규모가 큰 학교이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한 학생들은 이후 27일 경주 불국사 등 한국 유명 유적지
를 견학한 뒤 부산을 통해 돌아갔다.

도원 농공고급중등학교(대만소재) 의회 견학

<제238회 정례회 주요안건>
연번
1
2

3

의안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소관

장애학생 모의의회 개최

비고

▶개최일시 : 2017. 7. 14(금) 14:00~16:00
▶장소 :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대상인원 :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장애학생 21명

본회의
본회의
행정재경
위원회

최윤남 의원 외
6명 발의

▶ 내용 : 자유발언 형식의 발제문을 1인당 2분이내
단상에서 발표

이은주 의원
발의
제238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안건심사

우리말 다듬기 코칭(코치)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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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노원 주니어홈페이지(www.nowon.kr/child) 안내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납부기간 : 6. 16(금)~ 6. 30(금)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자가가구 제외)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불가(매입·전세임대 지원 가능)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동주민센터 추천 필요)
※ 3년 내 70만원 이상 지원가구 발굴 제외
▶사업내용 : 시공 - 단열, 창호, 바닥
			
물품 -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
※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170만원
▶신청기간 : 7. 31(월)까지
▶신청서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2116-366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존에 있던 노원구 어린이 홈페
이지를 노원 주니어 홈페이지로 개편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를 소개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알리며, 아동이 자신의 의견
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인
권‧아동권리 교육도 이곳에서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노원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 상단 ‘노원주니어’로 접속가능

※ 납부기한(6. 30)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부과
(세무2과 ☎ 2116-3518)

견인료 및 보관료 변경시행 안내
▶시행일 : 2017. 7. 1(토)부터
구분

견
인
료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40,000원

45,000원

50,000원

60,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60,000원

80,000원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t 미만
40,000원

2.5t~6.5t
60,000원

6.5t~10t
80,000원

10t 이상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보관료
(1회 50만원 한도)

승용, 승합, 이륜차,
화물·특수자동차 6.5t 미만
승합(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6.5t 이상

30분당
700원
30분당
1,200원

▶변경내용 : 무게 기준에서 차종별 차등 적용으로 변경
▶문의 :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2116-4087)
		
노원구서비스공단 견인보관소(☎ 2289-6735~6)

「2016년기준 광·제조업통계조사」 실시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
▶어디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 후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 광․제조업 사업체
▶조사기간 : 6. 14(수) ~ 7. 18(화)
▶조사항목 : 종사자, 출하액, 생산비, 재고,
		
유 ․ 무형자산 등 15개항목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에 방문하여 조사

(자치행정과 ☎2116-3130)

(디지털홍보과 ☎ 2116-3422)

구민여러분을 행복배달부로 모십니다.
▶모집기간 : 연중모집
▶모집대상 : 단체나 동아리, 모임에서 행복을 전하고
			 습관처럼 실천할 수 있는 구민 누구나
▶행복배달부 역할
•행복을 만드는 10가지 방법 실천하고 전파
•「행복은 삶의 습관입니다」 사업홍보 및 동참권유
•직접 실천한 체험 사례를 소개하여 확산시키는 메신저
▶모집인원 : 10,000명
▶신청 : 노원구 행복마을추진단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신청
▶문의 : 노원구 행복마을추진단( ☎2116-3122~23, 3144)

명예기자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감 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부동산 ․ 금융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등 각종 경제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①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확인 후 신청서에 서명
※ 내용확인 후 서명
③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수수료 300원
④ 수요기관 제출

(체육청소년과 ☎ 2116-4419)

노원구「국민인수위원회」 국민정책 제안 접수
▶접수기간 : 7.12(수) 09:00~18:00까지
▶내용 : 민원․불만․제안 등 다양한 구민의 소리 접수
▶접수방법
•방문 : 노원구청 4층 기획예산과 (☎2116-3151)
•인터넷 :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2017. 하반기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신청 안내
▶사업운영 : 연중 추진
▶신청대상 : ① 61㎡ 이상 주택 소유하신 60세 이상 어르신
			 ② 노원구 관내 대학 재학 및 휴학생
▶신청 : 구 홈페이지 및 복지정책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
▶문의·접수 : 노원구청 4층 복지정책과 (☎2116-3662)

경춘선 추억의 역사유물 수집
▶수집대상 : 경춘선 및 구 화랑대역과 관련된 역사
			 생활유물(문서류, 도서류, 사진류, 영상자료, 		
			 필름 등 철도 관련)
▶신청자격 : 개인소장자(단체 포함), 기관 및 법인
▶수집방법 : 기증·기탁(필요시 소정의 사례비 지급)
▶접수 : 문화과 문화재 담당, 8. 14(월)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공고문 참조 및
(문화과 ☎2116-3787)

(행정자치부 콜센터 ☎2100-3399)

실버택배기사들 노원구 범죄예방 ‘실버캅’으로 활동

상계9동 14단지 경로당협동조합 택배어르신
23명 위촉
노원구 상계9동 14단지 경로당협동조합은 2011년 실
버택배사업을 시작하여 2016년 3월 민간 사업자와의 협
약체결로 현재 주공 12,13,14단지 50개동 4,878세대 주
민들에게 CJ대한통운 등 6개 회사 택배물품을 배송하
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상계9동 14단지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공동체치안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버캅 위촉식과
업무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마들 지구
대장과 협동조합이사장, 상계9동장이 업무협약서에 서
명하고 실버택배원 23명을 실버캅으로 위촉했다. 실버캅
으로 위촉된 어르신은 경로당협동조합에서 택배원으로
활동하는 70대 어르신으로 아파트 주변 골목 및 공원 등
의 범죄 취약지대 순찰, 위기가정 발굴, 예방 및 구호활동
등을 하게 된다.
노원경찰서 (마들지구대)는 각종 범죄 신고요령을 주

기적으로 제공, 분기별 실버캅 대상 치안설명회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상계9동 주민센터는 실버캅 및 112신
고로 접수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전문기관 치료연계,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위기가구
지원 등을 한다.
폭염이 내리쬐는 12일 오전 11시 30분 14단지 경로당
앞에는 노원경찰서장, 마들지구대장, 상계9동장, 경로당
협동조합이사장 외 주민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캅
위촉식과 협약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협동조합 소속 어르신에게 위촉장 수여와 실버캅 모
자를 씌워주고 택배 배달 소형카트에 스티커를 부착하
였다. 모두 한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한 실버캅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이은호(78세)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고령의 나이에도
6년째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동시에 실버
캅 활동으로 책임이 크지만 건강도 챙기면서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숙(66세)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겁고
험한 택배 일을 한다는 것에 편견을 두지 않는다. 주민들
에게 택배 물품을 나의 가족처럼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택배도 마음 놓고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원구 상계9동 주민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실버택배 어르신들의 무한
한 실버캅 활동을 기대해 본다.
명예기자 최성옥 (cso05132001@hanmail.net)

우리말 다듬기 팸투어 → (초청)홍보여행, 사전답사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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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14:00 ~ 16:00
상계9동 주민센터 2층 다용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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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

「노원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7월 프로그램
▶접수 : 6월 25일 09:00~ 프로그램 시작 3일전 17:00까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http://jr1000ecocenter.nowon.kr)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바뀔 수 있으며 5인 이하 신청시 취소 될 수 있음.
▶문의전화 : 중랑천환경센터 ☎ 938-9520
프로그램명

시간

대상

재료비 (원)

“꿈틀꿈틀~ 누에는 편식쟁이”
누에의 한살이를 알아보고 누에 키워보기

매주 화요일

유아
초등

무료

“얼레리 꼴레리 잠자리의 사랑이야기”
잠자리의 생태를 알아보고 역할극 공연

매주 수요일

유아
초등

무료

풀꽃 밥상 차리기
풀꽃으로 소꿉놀이 해봤니?

매주 금요일

유아
초등

무료

중랑천 수질 검사
중랑천 수질검사 및 중랑천 정화활동

매주 토요일

초, 중, 고

봉사시간 인정

물살이 동물과 친구되기
물고기 잡아봤니? 족대로 민물고기 채집하고 관찰

7월 8일(토)
7월 22일(토)

초등이상
모든 시민

무료

응답하라 EM!
EM 모기기피제 만들어 보기

매주 목요일

초, 중, 고
모든 시민

3,000

중랑천 도예교실
나만의 작품 만들고, 물레 체험하기

7월 13일(목)
7월 20일(목)

6세 이상 모든 시민

4,000~6,000

중랑 천 공예
부엉이 인형Ⅱ, 공기돌 주머니Ⅱ

7월 11일(화)
7월 25일(화)

모든 시민

물의 여행
센터 전시물 안내와 체험

화, 수, 금, 토

6세 이상

2,000~3,000

프로그램명

기후변화

▶주제 :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 · 과학 · 미술 교육
▶운영기간 : 7. 24(월) ~ 7. 28(금) 총 5회, 09:00~12:00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박물관 및 강의실
▶대상 : 노원구 초등학생 4~6학년 60명 (각 반별 20명)
▶참 가 비 : 무료
▶신청기간 : 7. 10(월) 09:00 ~ 7. 14(금) 18:00 선착순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인터넷모집 신청>

에너지

참가비(원)

7월 25~27일(화~목)
14:00 ~ 15:30

초등
20명

5,000
*3강 기준, 1인당

7월 8일(토)
14:00 ~ 16:00

중·고등
20명

없음

동네알.자.(알록달록 자연) 교실①
‘함께 사는 생물 이야기’

7월 11일, 18일(화)
15:00 ~ 16:30

8가족
(25명)

3,000
*가족당

동네알.자.(알록달록 자연) 교실②
‘너의 향기를 느껴(Feat. 허브)’

7월 12일, 19일(수)
15:00 ~ 16:30

초등 20명

없음

7월 25~26일(화~수)
10:00 ~ 12:00

8가족
(25명)

없음

7월 6일, 13일, 20일(목)
15:00 ~ 17:00

성인 10명

50,000
*3강 기준,
1인당

초등 20명

없음

초등 20명

없음

6가족
(18명)
유아 15명
(6세 이상)

2,000
*1인당
1,000
*1인당

에코센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자원봉사활동시간 2시간 발급

생태환경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숲 ‘여름 숲의 초대’
*2강 연속, 수락산 만남의 광장 집결
•1일차 : 여름 숲 생태탐방 •2일차 : 대나무 물총놀이

진목공방과 함께하는 우드카빙
‘나무식기 만들기’ *3강 연속
•1~3일차 : 도마, 수저세트, 밥주걱 만들기

에코
디자인

영화상영

(노원에코센터 ☎ 2116-4402~5)

대상

•1일차 : 기후변화 보드게임 ‘북극곰을 구해라’
•2일차 : 석고방향제 만들기 ‘곤충을 찾아라’
•3일차 : 모기퇴치제&버물리 만들기 ‘내 몸을 지켜라’

리멤버 리&업사이클링①
‘안경알 브로치 만들기’
리멤버 리&업사이클링②
‘까끌까끌 수세미 만들기’
우리가족 요리산책
‘과일화채 만들기’
고사리손 환경요리
‘팥아이스바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일요 영화관’
(14:00 ~ 16:00)

7월 14일(금)
15:00 ~ 16:30
7월 21일(금)
15:00 ~ 16:30
7월 15일, 22일(토)
14:00 ~ 15:30
7월 27일(목)
14:00 ~ 15:30
7월 2일(일)
9일(일)
16일(일)
23일(일)
30일(일)

(평생학습과 ☎ 2116-3987)
(삼육대 과학체험교실 ☎ 3399-1200~1202)

제9기 노원어린이역사문화마을학교

일시

에코센터와 함께하는 방학숙제
‘에코센터와 여름나기’ *3강 연속

▶운영기간 : 8. 8(화) ~ 8. 11(금), 09:00 ~ 17:00
▶운영장소 : 삼육대학교
▶참가대상 : 초등 4학년 ~ 중3학년 학생
		
(노원구민에 한함)
▶모집인원 : 150명(8개반, 반별 19명 내외 편성)
▶접수기간 : 7. 3(월) 09:00 ~ 7. 12(수) 18:00
▶접수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인터넷모집」에서 접수
▶당첨자발표 : 전산추첨 7. 24(월) 15:00
▶교육내용 : 대학교 내 실험교육, 야외체험학습
▶참가비용 : 185,000원(본인부담 92,500원, 구 지원 92,500원)

무료

7월 프로그램

구분

(평생학습과 ☎ 2116-3988)
(삼육대 사회교육원 영어캠프 ☎ 3399-1200~1202)

「여름방학 과학체험교실」 참가자 모집 안내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활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 교육장

▶접수기간 : 2017년 6월 25일 ~ 2017년 7월 프로그램 시작 2일전 마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cocenter.nowon.kr
▶유의사항 : 사전 취소 없이 불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불이익
야외 프로그램은 대기 상황(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운영 취소될 수 있음.

▶운영기간
•1차 : 7. 26(수) ~ 8. 4(금) (9박 10일)
•2차 : 8. 7(월) ~ 8. 16(수) (9박 10일)
▶운영장소 : 삼육대학교 강의실 및 기숙사
▶참가대상 : 초등3 ~ 6학년 (노원구민에 한함)
▶모집인원 : 총 400명(1차-200명, 2차-200명)
▶접수기간 : 6. 21(수) 09:00 ~ 7. 2(일) 18:00
▶접수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인터넷모집」에서 접수
▶선발자발표 : 7. 12(수) 15:00 구청 홈페이지
▶참가비 : 670,000원(학생 335,000원, 구 지원 335,000원)

마다가스카1
마다가스카2
마다가스카3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1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2

(문화과 ☎2116-3784)

제4회 노원교양대학 초청강연 안내
▶일시 : 6. 30(금) 14:00
▶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대상 : 구민 누구나(선착순)
▶주제 :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강사 : 문은희(작가)
※ 교양대학 행사에 함께해주실 재능기부 공연팀(사전공연)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은 평생학습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 2116-3996)

참빛야간학교 기초성인문해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과정 : 기초한글, 기초수학, 기초영어, 교양외국어
				 (한자,영어), 컴퓨터&휴대폰
▶모집대상 : 청소년 및 성인 누구나
▶모집기간 : 7. 14(금)까지
▶교육시간 : 평일 19:00~21:00
▶접수방법 :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평일 18:00 이후)
▶위치 : 노원구 석계로 8가길 2(3층)
※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1번 출구에서 240m
▶문의 : ☎ 916-1707

지구를 생각해요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발전량 안내
없음

구분

발전량

CO2 저감량

매출액

총 누적

124,707㎾h

52.876ton

12,902,684원

(2013. 10월 ~ )

우리말 다듬기 스타트업 → 새싹기업

준비된 엄마가 되기 위한 ‘좋은엄마 만들기’ 교육
2017년-7월.ind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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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건 강 코 너
www.nowon.kr/health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일시 : 연중(월~금, 09:00~18:00)
▶장소 : 노원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내용 :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방법 :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진료비용(본인부담금/차수별)
1회 4,500원 / 2회 2,700원 / 3회부터 무료
※ 의료급여, 저소득층 : 무료
▶기타 : 금연치료 이수시 진료비(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과 금연사업팀 ☎ 2116-4538~4541)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급식관리자) 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 급식관리자
▶일시 : 7. 21.(금) 16:00~18:00
▶장소 : 아스피린센터 대강의실
▶내용 : GMO 바로알기
▶신청방법 :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기간 : 6. 20(화)~ 마감까지
▶주관 : 노원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70-7938)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116-4324)

고혈압, 당뇨병 교실 안내

수요
교실

토요
교실

7월 22일(토)
10:00~12:00

주제

문의

고혈압 이해와
합병증 관리 등

노원구
보건소 지하
1층 보건교육실

고혈압 이해와
합병증 관리 등

공릉보건지소
지하1층
보건교육실

혈압조절 파트너,
건강한 생활습관
당뇨인의 일상
생활 관리

노원구
보건소 지하
1층 보건교육실

(노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116-4365)
(공릉보건지소 ☎2116-4975)

제28기 아름다운 인생여행 교육생 모집
▶일정 : 6. 23 ~ 7. 21 매주(금) 14:00~15:30(5주과정)
▶대상 : 노원구민 180명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내용
교육일정
6.23
6.30

1교시
2교시

2주차

1교시

1주차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이해

3주차
7.7

7.14

7.21

강의내용

생명과 사랑

연명의료에서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4주차

2교시
1교시

▶대상 : 지역주민 180명
▶일정 : 7.17(월) 14:00~16:00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내용 : 간암의 예방관리 및 절주방법
▶강사 : 원자력병원 전문의 외 전문강사

▶접종기간 : 연중
▶접종대상 : 접종을 안 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1952. 12.31 이전 출생 ) ※ 거주지 제한 없이 접종 가능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불필요(65세 이후 평생 1회만 접종)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 한 경우,
최소 5년 경과 후 접종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접종장소 및 시간

상계보건지소 「건강동아리(건강소모임)」 모집
▶접수기간 : 연중
▶모집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건강동아리
▶선정기준
•신체활동, 만성질환 자조모임, 학습, 자원봉사 등 건강생활
실천 의지가 높은 모임
•상계보건지소 인근 지역주민 우대
▶지원내용
•활동 및 모임장소 제공
(월~금/10:00 ~ 18:00 상계보건지소 건강사랑방)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관리 제공 등
▶신청문의: 방문 또는 전화문의
▶위치 : 노원구 상계로118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 ☎2116-4988)

치매예방을 위한 무료 기억력검사
▶대상 : 70세 이상 노원구 지역주민 누구나
▶일정 : 7. 1 ~ 7. 31 (월~금)
▶시간 : 평일 월~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장소 : 노원구청 5층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신청 : 치매지원센터방문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및 모임 「헤아림」 모집

▶대상 : 지역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신청방법 : 사전 전화접수 및 현장접수
▶세부내용
7월
(5/12/19/26)
14:00~15:00
7월
(5/12/19/26)
14:00~15:00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 2116-3034, 4343)

금연치료(진료) 안내

일시

「암 예방 실천 학교」 교육생 모집

교육과정 소개
아름다운 인생
연명의료 결정법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제도화
임종과정과 돌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및
국내 관리체계

2교시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

1교시

사랑받는 의사소통법
영화상영 '박하사탕'
영화 소감문 및 나의버킷리스트

아름다운 관계

2교시

5주차

1교시

삶의 의미와 행복

의미있는 삶

2교시

행복했던 내 삶의 연대기 작성

(생활건강과 방문보건팀 ☎2116-4337)

▶대상 : 노원구 지역주민 치매가족 및 보호자
▶일시 : 8월 예정 매주 금요일 10:30~12:00
▶장소 : 노원구청 5층 치매지원센터 교육실
▶내용 : 치매환자 조호방법 교육과 치매가족분들의 신체적,
		
심리적, 부양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치매가족 모임
▶신청 및 문의 : 7월 중 사전 전화 신청 필수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및 대상자 모집
▶대상 : 관내 거주 만12세 이하
		
아토피‧천식 질환 환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정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구 소득 관계없이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아토피 및 천식 진단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 2116-4336)

우리가족과 함께 심폐소생술 배워요!!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교육시간 : (1회) 10:00 ~11:30
			 (2회) 14:00 ~15:30
			 (3회) 16:00~ 17:30
(토요일 : 10:00 / 둘째 , 넷째주 수요일 19:00 ~ 20:30)
▶교육장소 :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예약 : ☎ 2116-3321~3 전화, 방문
			 인터넷 (www.nowon.kr/health/)우측하단
(의약과 심폐소생술교육장 ☎ 2116-3321~3)

접종장소
노원구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월계동 보건지소
1층 예방접종실

접종요일

접종시간

월,수
금요일

09:00~11:30
13:00~ 17:00

화
목요일

13:00~ 17:00

화요일

09:00~12:00

연락처
2116-4511
2116-4513

2116-4587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접종실 ☎2116-4511, 4513, 4350)

모두가 행복해지는 발걸음!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참여안내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 란?
걷기에 단순한 개인의 건강생활을 넘어 기부로 이
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로 서울
시와 함께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해지고, 많은 노원구민이 참
여 할수록 관내 이웃 지원도 커집니다.
▶참여대상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 누구나
▶참여방법
1. ‘워크온’ App. 다운로드후 설치, 회원가입
2. 커뮤니티에서 ‘노원구’ 검색, ‘노원구와 5樂 하자!’ 가입
3. 워크온 App. 의 실행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폰만 지니고
걸으면 걸음수 누적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460)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대상 : 지역주민(상계2, 3·4, 5동) 건강소모임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건강모임이면 가능)
▶지원기간 : 12월까지
▶지원내용
•활동 및 모임장소 제공
(월~금/10:00~18:00
상계보건지소 건강사랑방)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
•모임시 간단한 다과, 소모품 지원
▶신청방법 : 연중 모집, 전화상담 후 결정
(상계소생활 건강생태계조성사무국 ☎2116-4996, 4997)

우리아이 예방접종은 가까운 우리동네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17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폐렴구균은 59개월 이하, A형간염은 2012년 이
후 출생자, HPV(자궁경부암백신) 2004~2005년 출생한 여아
(2003생은 2016년 1차 접종자에 한해 2차접종지원)
▶지원내용 :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16종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 무료 지원
▶지원백신 : 1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Td, Tdap, Hib,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 찾기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검색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 2116-4511~5, 4350)

우리말 다듬기 트리팟 (트리포트) →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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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노원 구립도서관 「2017년 마들 책마실 대토론회」

역사의 길 해설 프로그램 안내

노원50플러스센터 7~8월 프로그램 안내

▶대상 : 노원 구립도서관 등록 독서동아리 및 관심주민
▶일시 : 7. 20(목) 19:00 ~ 21:30
▶장소 : 노원구청 2층 대강당
▶내용 : 책 읽는 시민들의 행복공동체 노원을 위하여,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독서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접수 : 7. 3(월) 10:00시 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owonlib.kr) 및 전화 접수(선착순)

▶운영기간 : 12. 23(토) 까지
▶운영시간 : 매주 월~토요일 (주6일, 일요일․공휴일 제외)
•월요일 ~ 금요일 : 1일 3회 (10:00 / 13:00 / 15:00)
•토요일 : 1일 2회 (10:00 / 13:00)
▶장소 : 역사의 길 (마들근린공원 내)
▶내용 : 역사의 길 해설 50분, 체험 프로그램 진행 10분
▶신청대상
•노원구 주민 누구나(5세 이상 참여 가능, 가족단위 환영)
•노원구 소재 유치원․어린이집․학교․기관․단체
▶참여비용 : 없음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접수, 전화 접수

▶7~8월 개설 프로그램
- 50+인생입문학교 : 꽃중년 여가를 말하다, 노원Hi-School
- 제2인생설계 : 50+세대 패션이 보인다, 나의 ‘일’찾기 외
- 기관연계사업 : 50+부동산 해법, 성인병예방 바로알기,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외
- 뉴미디어과정, 강사전문가과정, 문화교실외 다수
▶50+ 이모작 열린교육 : 시니어희망수놓기, 오 헨리와
커피한잔, 드론이해, 소액자본으로 창업하기, 힐링영어 외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991-087)

2017 노원 체력왕 선발대회 개최
▶대상 : 만 19세 ~ 64세
▶선발기간 : 7. 3(월)~8. 31(목)
			 참여자 선착순 기념품 증정
▶운영시간 : 월~금 09:00 ~ 18:00
			 (수)18:00~20:00
※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장소 : 노원체력인증센터(노원프레미어스 엠코 지하1층)
▶선발인원 : 성인 3개 연령층별 각 남·여 총 6명
▶시상식 : 2017. 10월(예정)
※ 체력왕 6명 10만원 상당의 상품, 차점자 6명 7만원 상당
의 상품 증정
▶선발방법 : 노원체력인증센터 방문하여 체력측정
▶문의 : 노원체력인증센터 ☎948-4175, 인터넷 홈페이지		
		
(http://nfa.kspo.or.kr/) 측정방법 참고

2017. 노원 청소년 비전 페스티벌
▶일시 : 7. 13(목) 18:00 ~ 19:40, 노원구청 2층 대강당
▶내용 : 장학금 전달식, 진로특강, 공연, 기념품 증정 등
▶참여대상 : 노원구 24세 이하 청소년(가족 및 친구 포함)
▶문의 : 노원교육복지재단 ☎ 2116-4702

(교육지원과 ☎2116-3223)

2018학년도 대학 수시 진학상담
▶상담기간 : 7. 31(월) ~ 8. 31(목)
▶상담내용 : 수시 합격 가능 전형, 대학, 학과
▶상담일시 : 월 ~ 금(10:00 ~ 16:00)
▶신청방법 :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nest.nowon.kr)
			 ➔ 입학/개설/신청 ➔ 상담신청 ➔ 방문상담		
			 ➔ 오른쪽 하단부 상담신청
▶상담신청 : 희망일과 시간, 연락처·이메일 주소
▶상담장소 : 노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상담료 : 무료 (노원구 수험생에 한함)
(교육지원과 ☎ 2116-4437)

2017 전라남도 수산물 수도권소비촉진 행사

(노원50플러스센터 ☎930-5060, http://nowon.50center.or.kr)

서울시주민참여예산 노원50+ 환경지킴이사업
참여기관(강사·벽화) 모집
▶모집대상
•환경강사 파견사업
- 환경체험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
센터 돌봄교실, 초·중학교 등
•환경개선사업
- 벽화, 맨홀그리기 등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복지관,
주민센터 지역사회 내 기관 및 단체 등
▶신청기간 : 6. 30(금) 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 환경지킴이사업별
			
참여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노원50플러스센터 ☎930-5060, http://nowon.50center.or.kr)

정부가 보증하여, 내집에서 평생 살며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기간 : 6. 30(금) ~ 7. 2(일) 10:00~19:00
▶장소 : 등나무근린공원(2001아울렛 앞)
▶내용 : 전라남도 명품수산물 홍보·판매
▶품 목 : 마른생선, 활어회, 어패류, 해조류 등

▶가입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
▶주택대상 : 9억원 이하인 아파트 등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 3499-3341~3)

(일자리경제과 ☎2116-3483)

하루20분, 구민 한 책 읽기 운동에 동참해 보세요 - 2017. 3분기 구민 한 책 선정도서(가을)
어린이 그림책

꼬마펭귄과
진짜친구들

나뭇잎 손님과
애벌레 미용사

작가 : 케르스틴쇠네
(글·그림)

작가 : 이수애 (글·그림)

어린이 글책

우리가족 납치사건

아홉살 마음사전

잔소리 로봇

작가 : 김고은(글·그림)

작가 : 박성우(글)
김효은(그림)

작가 : 김아로미(글)
김은경(그림)

청소년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아몬드
작가 : 손원평

작가 : 최은옥(글)
서현(그림)

성인

우리 음식의 언어 :
국어학자가 차려낸
밥상 인문학
작가 : 한성우

달리는 조사관
작가 : 송시우

지능의탄생 :
RNA에서 인공
지능까지
작가 : 이대열

명예기자

‘바람 이는 노원 부채전’ 상계예술마당 갤러리에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마른 대지가 지열을 내뿜는 단오절
이다. 여름에 앞서 부채를 선물하고 계절 중 겨울 끝자락
에는 달력을 주어 농사준비를 한다는 하선동력(夏扇冬曆)
처럼 노원서예협회(회장 현명숙)는 회원 60여명의 정성이
담긴 작품 180여점으로 ‘바람 이는 노원 부채전’ 을 상계예
술마당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둥글부채, 접부채, 합죽선, 태극선 등
다양한 종류의 부채 작품들과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
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아니한고. 우리도 그
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퇴계 이황의 陶山十二曲(도산
십이곡)중 한 수, 선비가 갖춰야 할 6가지 덕목 禮, 樂, 射,
御, 書, 數(예악사어서수), 캘리그래피를 이용한 무소유 법
정스님의 글귀, 선홍빛 오월의 장미를 부채에 옮겨놓은 작
품 등 작가들의 혼과 멋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로 예술마당
을 장식했다．
상계예술마당은 5월 28일 노원음악협회에서 여는 월간

음악회로 신선한 바람을 실은 부채전과 함께 구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연이어 ６월에는 노원문인협회 주관
으로 ‘시심으로 단을 쌓은 기우제(祈雨祭) 시낭송회’가 열
렸다．
이처럼 상계예술마당은 전시와 공연을 위한 다목적실
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저렴한 대관료로 구민들의 문화예

술 활동에 문턱을 낮추고 지원하는 예술 공간으로 지역문
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상계로 10길 41-7에 위치한 상계예술마당은
2016년 12월 9일에 개관, 노원구 문화예술인들의 거점 예
술 공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의 협의를 거
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며, 평일은 10시부터 20시이며,
토, 일, 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이다．
상계예술마당이 시원한 바람을 담은 멋의 향연이 일렁
이는 부채전에 이어 각 분야의 전시회, 공연 등 누구나 부
담 없이 감상하고 예술 문화 안목을 높여주는 힐링 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

상계예술마당 대관문의 문화과 ☎2116－3771
명예기자 배덕정(degg@hanmail.net)

우리말 다듬기 파빌리온 → 전시관, 가설건물

2017년-7월.indd 8

2017-06-23 오후 1:35:40

9

알림마당
명예기자

누군가의 경험이 책이 되는 특별한 도서관의 5번째 생일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열려
보통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지만, 휴먼라이브러
리에서는 사람을 빌린다. 아니, 사람의 경험을 빌린다고 하
는 것이 더 맞겠다.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노원
휴먼라이브러리(관장 허정숙)가 개관 5주년을 맞아 뜻 깊
은 행사를 가졌다.
지난 17일,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열린 개관 5주년
기념식은 노원 휴먼라이브러리 운영위원인 신효영 경복
대 교수의 사회로 1부가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힐링 시 동
아리’에서 활동하는 휴먼북들의 시낭송이 있었다. 이날 기
념식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표, 김근 교육복지재단이사장 등 많은 내빈과
지금까지 휴먼라이브러리에 재능기부를 해 온 휴먼북들
이 참석했다.
내빈들의 축하 뒤, 허정숙 관장의 연혁 및 현황보고가 있
었다. 처음 100명으로 시작한 휴먼북이 현재는 700명이 넘
으며, 가끔 불만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시간 부족에 대한 아
쉬움이었고, 여러 다양한 불만사항들은 개선해 나가고 있
다고 한다. 다음으로 5년간 휴먼라이브러리에서 열심히 활

동한 우수 휴먼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5년간 최다 열람
휴먼북, 2016 최다 열람 휴먼북, 소통 휴먼북 등을 시상하
고, 운영위원회에는 감사장을 수여했다. 시상 후에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휴먼북들의 다양한 모
습이 담긴 동영상을 감상했다. 행사장에 함께 한 휴먼북들
은 동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면서도 감회에 젖는 모습도 보
였다.
이어진 2부 순서는 스피치 전문가 백지훈 휴먼북의 사회
로 포럼이 진행됐다. 2부 시작의 문은 역시 휴먼북인 정구
열 성악가의 멋진 노래로 열었다. 포럼 발표자로는 김용우
구의원, 김영민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팀), 이용환

노원휴먼라이브러리 ☎950-0041 / www.humanlib.or.kr
명예기자 이미경(adress-me@hanmail.net)

7월 마을이룸학교 안내

독자투고

물불 가리지 않는 소방관! 숨은 영웅 의용소방대!
최근 강원도 삼척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일부 농촌에서
는 심각한 물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지역까지 있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1일 수락산에서 큰
산불이 발생하였다.
가족들과 한가하게 TV를 보고 있던 중 수락산 산불이 발
생했다는 재난문자를 받고 집을 나와 소방서 지휘본부가
위치한 수락산 노원골로 향했다. 당일에도 바람이 심한 날
씨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어둠 속 수락산 자락에 시뻘건
불꽃이 둥그렇게 타들어가는 모습이 정면으로 시야에 들
어와 “창녕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여기저기서 소방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산으로 향해 있는 무수한 소방 호스는 이미
산 속에서 소방대원들이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긴급구조통제단은 전쟁터 지휘사령부처
럼 굳은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긴장감을 더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이미 많이 도착해 있었고 소방관
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물자 운반, 간
식준비 등 주어진 보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곳 저곳에
배치되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노원구청에서도 전 직원이 출동하여 산불 진압에
필요한 장비와 랜턴을 휴대하고 속속 어두운 산속으로 향
했고 소방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화재는 처음이었고 정신없이 밤을 꼬박 새우고 있을 때 화
재는 어느 정도 진압되어 잦아들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산불은 인력으로 진압하기엔 힘겨워 거의 헬기로 진화작

과장(서울시 교육청)을 초청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
사를 먼저 발표한 뒤, 휴먼라이브러리 설립 과정에 대해 자
세히 설명했고, 김 사무관은 다문화 도서관과 휴먼라이브
러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내용으로, 이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사
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
졌고 앞으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
성을 남기고 2부가 마무리 되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이용환 과장의 진행으로 김조광수 영
화감독이 특별 휴먼북으로 초청 되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준비된 다
과를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덴마크에서 사회적소수자들을 위해 처음 시작된 휴먼라
이브러리. 노원 휴먼라이브러리가 소통의 장을 열고, 이를
통해 노원구민들의 유대감과 더불어 지적·문화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일정 : 7. 4(화) ~ 7. 5(수) 19:00~21:00
▶장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 배움터 (구 검찰청)
▶모집인원 : 노원구민 20명(참가비 3,000원)
▶교육내용
•7. 4(화)- 마을? 마을이 뭐지?(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교육)
•7. 5(수)-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사례 발표
▶접수기간 : 6. 16.(금) ~ 7. 3.(월)
▶신청 : 신청서 이메일 제출 (nowonmaeul2@gmail.com)
※양식 다운로드 : 구청홈페이지➔참여세상➔마을알림터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978-4281)

광운원격평생교육원 국가자격증·학위취득과정
노원장학 수강생 모집안내
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칠흑 같은 야간
인데도 불구하고 헬기 없이 소방관들에 의해 진압되었다
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소방관들의 말에 의하면 수락산은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산불이라 자칫 피해 확산이 우려되
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려 소방차를 분
산 배치하여 신속하게 소방호스를 산 정상까지 연결, 동이
트기 전에 큰 불을 잡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역시 소방관들
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화재를 잡는 귀신들이란 걸 새삼 느
끼게 되었다.
새벽 5시가 될 무렵 이미 동이 트고 산에는 희미하게 연
기가 보일 무렵 어디선가 헬기소리가 들려 하늘을 보니 물
을 가득 실은 헬기가 하나 둘씩 쉬지 않고 계곡물을 이룰
정도로 물을 쏟아 붓고 있었다.
다음날 잔불정리와 감시 순찰활동을 하며 소방서장님으
로 부터 함께 고생해준 의용소방대원분들에게 “고맙고 감
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소방조직의 일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수락산 산불현장 보조 활동을 계기로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구
성원으로서 자부심과 뿌듯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었다.
성연화(상계동)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이 운영하는
광운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노원구와의
관․학 협력사업으로 노원구민 여러분께
온라인 수강료 장학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 노원구민(고졸이상)
▶모집기한 : 7. 3.(월)까지
▶장학혜택 : 온라인과목 수강료 55% 감면
교육과정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건강가정사)

학사학위취득과정
(사회복지학, 아동학, 경영학,
교양 등)

▶문의 : ☎ 911-1144

생활 속 창의공작플라자와 함께하는 방학특강
'나도 과학자' 마을학교 참여자 모집
▶기간 : 7. 25.(화) ~ 7. 27.(목)
▶장소 : 서울테크노파크 302~303호(노원구 공릉로 232)
▶인원 : 강좌별 각24명
▶신청기간 : 7. 3(월) ~ 7. 14(금)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구청 홈페이지 ➔참여세상 ➔ 인터넷 모집 신청
▶수강료 : 무료
▶내용 : 3D프린터, 로봇, 전자과학
▶문의 : ☎944-6022 (leehn@seoultp.or.kr)

우리말 다듬기 클러스터 → 연합지구, 협력지구

노원 햇빛과 바람 협동조합 운영위원장 송재혁
문의 :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97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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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2017 노원체력인증센터 주민 알림이 모집
▶모집인원: 00명
▶활동기간: 7월 ~ 12월 (상황에 맞게 탄력적 활동)
▶활동내용 :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홍보 및
					
체력측정 도우미 활동
▶자격요건 : 성별 무관, 만 30세 이상 ~ 만 59세 미만의
			 노원구 주민
▶활동시 소정의 혜택 있음(1일 활동비 3만원 지급)
▶접수기간: 6. 26(월) ~ 7. 7(금) ※ 방문 접수에 한함.
▶접수처 :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노원 프레미어스엠코 지하1층)
▶제출서류: 이력서(사진포함)
※ 세부내용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참고
▶문의 : 노원체력인증센터(☎ 948-4175)
		
센터 담당 현정아(☎ 2116-3186)

노원50플러스센터 인큐베이팅지원사업
열린사무실 입주대상 모집공고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5개월
				 (기간 만료 후 심사를 거쳐 1회 연장가능)
▶지원내용 : 사무공간, 공용회의공간, 공용프린터기,
				 공용수신전화기 무선인터넷,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교육장 무료대관
▶신청기간 : 7. 5(수)~7.20(목) 18:00까지
▶사전 설명회 : 7.13(목) 16:00~17:00(1시간)
▶문의 : 노원50플러스센터(☎930-5060)
		
(http://nowon.50center.or.kr)

2017년 더 확대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안내
할인대상

기타계절

(주택용 전력)

여름철
(6.1~ 8.31)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월 16,000원 한도 월 20,000원 한도

생계·의료 급여

월 16,000원 한도 월 20,000원 한도

주거·교육 급여

월 10,000원 한도

월 12,000원 한도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우선돌봄 차상위자

월 8,000원 한도

월 10,000원 한도

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 (子 또는 孫 3인 이상)
대가족 (가구원수 5인 이상)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출산가구(‘16.12.1~)

30%할인
(월 16,000원 한도, 1년간)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30% 할인
(한국전력 노원도봉지사 ☎국번없이123)

노원어린이도서관 「길위의 인문학_가족이 함께
인문의 도시를 걷다」 안내
▶대상 : 가족을 동반한 초등3~6학년 어린이 15명
▶일시 : 7. 22 ~ 9. 16 매주 토, 9. 17(일) 10:00~12:00
▶내용 : 건축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 강연, 토론, 탐방,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접수 : 7. 8(토) 10:0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owonlib.kr) 접수(선착순)
▶문의 : 노원어린이도서관 ☎ 933-7145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노원구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안내
치매 및 중풍,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낮동안 보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 전화 주시면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수락데이케어센터(상계동)
평화행복한데이케어센터1(중계동)
중계데이케어센터(중계동)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병설데이케어센터(중계동)
노원1치매 데이케어센터(월계동)

연락처
2138-0355
949-0124
952-0502
3399-7560
974-0755

공릉데이케어센터(공릉동)

971-0524

노원데이케어센터(하계동)

948-1532

상계데이케어센터(상계동)

951-9997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상계동)

952-2680

태릉데이케어센터(공릉동)

977-9171

전기안전점검 일정안내
▶점검기간 : 7. 3(월)~7. 31(월)
▶점검지역 : 공릉1동, 중계3동
▶점검소요시간 : 각 호당 10분 이내
▶점검인원 : 각 세대별 1명 방문(당사 지정복 착용)
▶점검내용
•옥내의 절연저항(누전여부판단)측정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이상유무 여부
•개폐기․차단기의 열화, 파손 여부
•옥내배선의 적정용량 사용 여부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요령 안내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 ☎1588-7500, 점검부 ☎3499 - 5931~56)

2017학년도 중·고등학생 신입생 모집
▶선착순 모집
▶대상 : 지역, 나이 제한없음
•청소년 2년제 및 3년제 / 주부반, 성인반 - 2년제
•신입생 및 편입생(중퇴자) - 1, 2, 3학년 수시모집
※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수업료 전액 국고 지원
※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전액 면제
(신동신정보산업고등학교, 신동신중학교
☎599-5586, ☎594-0004)

CAN DO 도서관과 함께하는 영어동화읽기
▶일정 : 매주 금요일(상시 운영)
▶시간 : 16:00~16:50(저학년), 17:00~17:50(고학년)
▶장소 : 중계복지관 CAN DO 도서관 내 교육실
▶대상 : 지역 내 아동 총 10명(저학년, 고학년 각 5명)
▶수강료 : 무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사업팀 ☎952-0333)

8월 구민 스마트폰·SNS 활용 무료 교육
▶접수기간 : 7.26(수)09:00~7. 28(금) 18:00(전산추첨)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www.nowon.kr)
		 ➔ 참여세상 ➔ 인터넷모집
➔ 8월 구민 스마트폰
		 SNS 활용 교육생 모집
▶당첨 발표 : 7.31(월) 10:00
※인터넷 신청결과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교육기간 : 8. 2 ~ 8. 28 (월, 수, 금)
▶교육과정 : 기초반(09:30~11:30)
			
심화반(15:30~17:30)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디지털홍보과 ☎ 2116-3427)

우리말 다듬기 포트홀 → 도로파임, 노면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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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추억과 행복을 선사하는
(☎ 951-3355 www.nowonart.kr)

노원청춘극장 무료 상영

노원청춘극장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공릉2동 청춘극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스텝맘

달마야 놀자

헬프

귀향

▶7. 12(수), 13(목)
▶12세 이상

▶7. 3(월)
▶전체관람가

▶7. 10(월)
▶15세 이상

구청 6층 소강당

공릉2동 주민센터 내 지하

‘문화가있는날’ 조희창&황덕호의
크로스오버 렉처 콘서트
▶일시 : 7. 26(수)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1만원
▶대상 : 8세 이상

한국-이스라엘 수교 55주년 기념
마임극 <여왕과 숲속 동물들>

▶7. 5(수), 6(목)
▶12세 이상

▶일시 : 7. 22(토)~7. 23(일)
14:00, 17:00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대상 : 3세 이상

극단 서울공장 <소극장 열전Ⅰ: 노래하는 새_뻐꾸>
▶일시 : 7. 19(수)~7. 21(금)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대상 : 고등학생(17세 이상) 관람가

마이리틀 히어로
▶7. 24(월)
▶전체관람가

해저 2만리

히말라야

박하사탕

연평해전

▶7. 19(수), 20(목)
▶전체관람가

▶7. 26(수), 27(목)
▶12세 이상

▶7. 17(월)
▶청소년관람불가

▶7.31(월)
▶12세 이상

미술관 SeMA 청춘극장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공휴일 제외)
시립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지하1층)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음악으로 만나고 춤으로 그려보는
한국문학과 역사이야기> 참여자 모집
▶참여대상 : 중ㆍ고등학생 및 가족
▶교육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
		 다목적룸(무료)
▶교육일정 : 매주 토 14:00~17:00
▶참여접수 : 전화접수(☎2289-6783)

로봇소리

미드나잇 인 파리

라붐2

강철중

▶7. 4(화)
▶12세 이상

▶7. 11(화)
▶15세 이상

▶7. 7(금)
▶15세 이상

▶7. 14(금)
▶15세 이상

평행이론

마스크

해피해피 브레드

봉이 김선달

▶7. 18(화)
▶15세 이상

▶7. 25(화)
▶15세 이상

▶7. 21(금)
▶전체관람가

▶7. 28(금)
▶12세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노노 이야기’ 무료공연
▶일시 : 7. 4(화)~7. 6(목)
※ 1부 -10:00, 2부 -11: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대상 : 24개월~7세(어린이집, 유치
원 단체관람 및 부모동반 개인관람)
▶접수처 : 구청 홈페이지 ➔ 참여세상 ➔ 인터넷모집신청
▶접수기간 : 6. 28(수)까지 회차별 406명 선착순 선정
▶발표 : 대상자 SMS 개별 통보
▶문의 : 교통지도과(☎ 2116-4105)

(어르신복지과 ☎ 2116-3747)

구청에서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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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프리

컴, 투게더

기프트

할머니의 먼 집

▶7. 5(수)
▶한국, 12세 이상

▶7. 12(수)
▶한국, 15세 이상

▶7. 19(수)
▶미국, 15세 이상

▶7. 26(수)
▶한국, 전체관람가
(행정지원과 ☎ 2116-3081)

우리말 다듬기 젠더 → 성(인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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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마을학교

오순도순
살맛나는이야기
중계2.3동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윤
대용)와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 학
생들은 지난 5월 30일 평화종합사회복지
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혈압
과 당뇨를 체크하고 손 마사지를 해드리는
VIVA! 건강백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월계2동 동(洞)지역회의(월계2동주민
복지협의회 포함)는 지난 5월 18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 경로당 15곳을 방문
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위문
품(떡,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사단법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노
원구지회(회장 : 이흥주)는 이마트 월계
점의 후원을 받아 지난 5월 18일 장애가 있
는 관내 중·고등학생 16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희망나눔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상계주공16단지아파트 부녀회(회장
김막순)는 지난 5월 12일 관리사무소에서
16단지 한부모 가정 학생 2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각각 50만원)을 전달하였다.
공릉2동 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박윤
성)는 지난 6월 2일 공릉2동주민센터 지하

식당에서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요리체험학습 프로그램 ‘쿠킹클
래스 요리쿡 조리쿡’을 진행하였다.
중계2.3동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윤
대용)와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지난 6월 8
일 중계2.3동주민센터에서 홀몸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행복한 종이카
페’ 행사를 진행하였다.
상계9동 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손영
찬)는 지난 6월 3일 갈울근린공원과 햇빛
어린이공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
제3회 희망나눔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상계2동자원봉사캠프(캠프장 유영숙)
는 지난 6월 6일 상계2동 주민센터센터 앞

에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며 자원도
재사용하고 수익금도 기부하는 청소년 나
눔장터를 개최하였다.
노원구 여성단체연합회(회장: 김명자)
는 지난 5월 26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경
기도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저소득층 홀
몸 어르신 59명을 모시고 '효' 나들이 행사
를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노원지구협의
회(회장 윤종춘)는 지난 5월 22일부터 총 7
회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중랑․노원희망나
눔봉사센터에서 19개동 어르신 132명을
모시고 영양찰떡과 쿠키를 만드는 어르신
행복빵빵 제빵체험 행사를 가졌다.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7월 마을학교 지금 신청하세요!
마을학교 명
창의 사고력 멘사보드 교실(수)
생각의 바다
3D프린팅과 만나는 역사보드게임
책이랑~미술이랑~게임이랑(초등1학년)
통기타 교실(토요)
밸리댄스
요정소리B
벨리퀸
고전문학 파헤치기
캘리그라피
행복한 책읽기
우쿨렐레 교실
창의력 쑥쑥 아동종이 조형A반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7급)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4급)
고사성어와 바른인성1
고사성어와 바른인성2
초등2창의팡팡과학탐구A
역사 한보따리(선사~사국의건국&세계사)
꿈놀 종이접기&클레이
즐거운 피아노(화)
함께읽기의 힘(생각깨우기,사고력향상)
신기한 마을숲 이야기
토론 챔프랑 보드랑
로봇제작C
로봇제작B
즐거운 피아노(수)
글쓰기의 달인1
글쓰기의 달인2
놀이동화
그림책 학교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5급)
스피치와 독서토론1
책과 미술의 만남(즐거운책놀이)
어린이 역사탐험대
명품과학B
스피치와 독서토론2
로봇제작D
올리비아의 행복한 우쿨렐레교실(초급)
올리비아의 행복한 우쿨렐레교실(중급)
한국사 논술과 토론1
한국사 논술과 토론2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6급)
리딩보드게임(금/기존심화반/초3-4)
명품과학A
아동미술
리딩보드게임(월/초1-4반)
솜사탕 캘리그라피
팝업으로 만드는 한국사1
영어로 놀이 3학년
리딩보드게임(수/초1-3반)
3D프린팅 나도한다-초등3학년 이상
나만의 애니메이션 스토리
힐링 하모니카교실

기간
6.28
6.29
6.29
6.30
7.1
7.1
7.1
7.1
7.1
7.2
7.2
7.3
7.3
7.3
7.3
7.3
7.3
7.3
7.4
7.4
7.4
7.4
7.4
7.4
7.4
7.4
7.5
7.5
7.5
7.5
7.5
7.5
7.5
7.5
7.5
7.5
7.6
7.6
7.7
7.7
7.7
7.7
7.7
7.7
7.7
7.8
7.10
7.11
7.12
7.12
7.12
7.12
7.13
7.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0
9.14
9.14
9.22
9.16
9.16
9.16
9.16
9.16
9.17
9.24
9.18
9.18
9.25
9.25
9.18
9.18
9.18
9.26
9.26
9.26
9.26
9.26
10.10
9.26
9.26
9.27
9.20
9.20
9.20
9.20
9.27
9.20
9.20
9.20
9.20
9.21
9.21
9.22
9.22
9.22
9.22
9.29
9.29
9.22
9.23
9.25
10.10
9.27
9.27
9.27
9.27
9.28
10.2

요일

시간

수
목
목
금
토
토
토
토
토
일
일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화
수
수
수
수
수
수
수
목
수
수
목
목
금
금
금
금
금
금
금
토
월
화
수
수
수
수
목
월

14:00~16:00
15:30~17:30
16:00~18:00
13:00~15:00
15:00~16:30
10:00~12:00
12:00~14:00
12:30~14:30
16:00~17:30
19:00~21:00
15:00~17:00
15:00~16:30
13:00~15:00
15:00~17:00
17:00~19:00
14:00~16:00
16:00~18:00
13:00~15:00
16:00~18:00
16:00~18:00
14:00~16:30
14:30~16:30
15:00~17:00
16:00~18:00
18:00~19:30
16:00~17:30
14:00~16:30
14:00~16:00
16:00~18:00
17:00~18:00
16:00~17:00
15:00~17:00
13:30~15:30
17:00~19:00
13:00~15:00
18:00~20:00
15:00~17:00
16:30~18:00
15:00~16:00
16:00~17:00
14:00~16:00
16:00~18:00
15:00~17:00
14:00~16:00
18:00~20:00
10:00~11:00
13:00~15:00
15:30~17:30
16:30~18:00
16:00~18:00
16:00~18:00
16:00~18:00
15:00~17:00
15:00~17:00

장소
상계8동
중계1동
상계6·7동
상계9동
중계4동
상계6·7동
상계6·7동
상계6·7동
공릉1·3동
중계본동
월계1동
중계4동
상계8동
상계1동
상계1동
상계9동
상계9동
상계6·7동
중계2·3동
상계2동
공릉1·3동
중계4동
상계8동
하계2동
상계9동
상계6·7동
공릉1·3동
상계9동
상계9동
공릉1·3동
공릉1·3동
상계1동
상계9동
상계9동
상계9동
상계9동
상계9동
중계동
상계8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9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9동
중계1동
상계6·7동
상계9동
중계1동
상계6·7동
상계6·7동
중계2·3동
상계10동
상계10동

상계주공15단지 관리사무소2층
강사자택
역사의길교육장
주민센터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상천초등학교
당현초등학교
노원평생교육원
강사자택
강사자택
달빛마실(행복발전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강사자택
주민센터
주민센터
보람스피치학원
보람스피치학원
강사자택
강사자택
삼일교회
강사자택
주민센터
상계숲속작은도서관
강사자택
주민센터
노원평생교육원6층
강사자택
보람스피치학원
보람스피치학원
강사자택
강사자택
주민센터
보람스피치학원
주민센터 문화누리방
신동아(아) 상가3층 302
주민센터
보람스피치학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보람스피치학원
보람스피치학원
주민센터
중앙하이츠(아)관리사무실
주민센터
강사자택
상상이룸센터
주공(아) 14단지 문화사랑
강사자택
강사자택
노원평생교육원
주민센터
온수골행복발전소(배움터)
주민센터

▶신청 :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est2.nowon.kr) ➔ 로그인(학생이름회원가입) ➔ 마을학교입학하기
※ 최소 인원(5명) 미달시 폐강됩니다.

대상

재료비

초
미취학
초
초
초,중
초
초
미취학,초
중
중
초
미취학,초
초
초
초.중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미취학
초
초
초
초
초
미취학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미취학
초
초
초
초
초
초
초
초

교구비 5만원
교구비 6만원
운영비 2만원
재료비 3만원
재료비 1~2만원
운영비 3만원

재료비 1만원
간식비 3만원
재료비 4만원
재료비 1만원
재료비 1만원
운영비 3만원
운영비 3만원
재료비 회당 5천원
재료비 6만원
재료비 및 간식비 4만원

재료비 1만원
교구비 6만원

운영비 3만원
운영비 3만원
재료비 6만원
재료비 6만원
재료비 1만원
운영비 3만원
재료비 1만원
재료비 3만원
재료비 6만원
운영비 3만원
교재비 1만원
교재비 1만원
운영비 3만원
운영비 3만원
재료비 1만원
운영비 6만원
재료비 6만원
재료비 6만원
운영비 6만원
재료비 3만원
교재비 4만원
재료비 회당 7천원
운영비 6만원
재료비 2만원
재료비 1만원

(교육지원과 ☎ 2116-4438~4441)

우리말 다듬기 인프라 → 기반 구조, 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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