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면서

노원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초록빛으로 물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노원은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풍부한 녹지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위로는 수락산
과 불암산, 영축산, 초안산을 비롯해 중랑천, 당현천이 흐르는 우수한 자
연환경이 특징이죠.
또한 많은 학교와 함께 풍부한 공교육 시설을 갖춰 교육환경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범죄와 화재발생 또한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안전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힐링도시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책

쉼표가 있는

미래도시

초록의 풀내음이 가득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산과 공원, 거리 곳곳이

문화도시

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죠. 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네가 어
떤 곳인지 소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노원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소중한 문화재는 무엇이 있는지, 가볼만한 시설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등 어린이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사회 교과목을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본인들이 살고 있
는 지역을 이해하고 나아가 내 고장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나눔이 있는
따뜻한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

건강복지도시

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
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우리나라가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금의 이 시기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 5.
노원구청장

오 승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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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상징물을
소개합니다

노원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요.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지방자
치단체 안에 노원구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란 지역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지역의 살림살이
를 꾸려 나가는 곳입니다. 지역의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맡아서
처리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
접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의 상징물을 알아볼까요?

노원의 꽃 : 산철쭉
봄이 되면 수락산과 불암산에 화사하게 피는 산철쭉은 정열과 명예를
상징하며 바위틈에도 뿌리를 내리고 꿋꿋이 자라는 강인한 꽃입니다.

노원의 나무 : 은행나무
우리구의 나무가 은행나무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은행나무는 병충해
에 강하고 수명이 길어 무병장수하는 나무로 꼽혀요. 큰 나무로 성장하
는 특성이 있어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공원, 아파

휘장

트단지, 큰길가에 많이 있고 중계동에 8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어
우리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답니다.

휘장은 국가나 단체를 상징하는 징표로, 우리나라의 태극기도 휘장의
하나입니다. 노원구의 휘장은 안전과 발전, 자연과 인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노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랍니다.
위쪽 청색은 수락산과 불암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을, 아래쪽 녹색

노원의 새 : 산비둘기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산비둘기는
수락, 불암산에 서식하는 텃새로 우리구를 상징하는 길조랍니다.

은 잘 정돈된 시가지와 과거 마들평야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멋지게 비
상하고 있는 흰 새는 노원구의 평화를 상징하는 산비둘기입니다.

노원의 풀 : 갈대
옛날 노원은 넓은 평야지대에 갈대밭이 많아 갈대 노(盧), 벌판 원(原)
자를 써서 노원이라 불렸습니다. 이 유래로 인해 갈대는 노원구를 상징

엠블럼
노원구를 상징하는 구새인 산비둘기와 구꽃인 산철쭉을 바탕으로

힐링·문화·건강복지·교육·교통·미래도시를 추구하는 노원구의
이상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는 풀이 되었답니다.

노원의 동물 : 말(馬)
왜 말이 노원구의 동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조선시대에 노원
은 중요한 교통중심지였대요. 이런 곳에는 역참이라는 교통수송기관이
세워졌거든요. 역참이 생기면서 들판에 말들이 많이 뛰어다니게 되자

슬로건

노원을 마(馬)+들(들판)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유래로 말은 노원구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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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
지역특성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노원구는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경관도 아름다
운 살기 좋은 동네랍니다.
그렇다면 노원구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또 이웃한 도시는 어디인지, 우리 구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지도로 살펴볼까요?
수학문화관

노원구는 어디쯤 위치
해 있을까요?

서울의 동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서간 거리 6.17㎞, 남·북간 거리는 9.23㎞로 긴 네모꼴을 이루고 있
답니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 서쪽으로는 도봉구·강
북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남쪽으로는 성북구와 중랑구에 접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서울시립과학관

북서울미술관

해 있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 수리적 위치 : 동경 127°,북위 37°

노원구는 어떻게 나누
어져 있을까요?

노원구 면적은 35.44㎢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5.85%를 차지하고 있어
요. 법정동으로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9개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시·도의 하부 행정구역 단위인 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동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쓰는 경우가 많고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와는 달리 행정동은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될 수 있답니다.

통계로 알아보아요

(2020. 1. 1. 기준)

면적 35.44㎢

공공도서관 11개소

인구 532,905명
주택 200,539호

학교 101개교

(전체 서울시 면적의 약 5.85%)

(구립 10개소, 시립1개소)
(초42, 중27, 고25, 대7)

공원 118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혼인 1일 6.1쌍
출생 1일 7.8명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사망 1일 7.9명
의료기관 856개소(종합병원 3개소)
생활쓰레기 발생량 1일 416.7톤
급수 사용량 1인 1일 26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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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로
알아보는
노원구의
발자취
아주 옛날 노원구는 어떤 곳이
었을까요? 지금의 노원구가
되기까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답니다. 지금부터 과거 속
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요.
자 ~ 출발!

‘노원’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겨 났을까요?

통일신라
시대
(757)

고려시대
(1018)

래소군

견주 → 양주

삼국시대 초기부터 노원은 삼국
의 영토전쟁으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553년 신라의 통
치하에 들어가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 에는 ‘래소군’에 속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 일본과 송나라의 무역
경로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래소군은 태조때 ‘견주’ 로 개칭
되었고 현종 9년(1018)에 양주
로 편입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
졌습니다.

조선시대후기
(1757~1765)

일제시대
1914

양주목내의 노원면과
해등촌면
조선영조때 각 도읍지를 모아 만
든 책 <여지도서, 1757~1765
년>를 보면 경기도 양주목내에
34개의 면이 있었는데 이중 노
원면과 해등촌면이 지금의 노원
구 지역을 포함합니다.

1963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성북구

노해면과 해등촌면은 1914년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이 되었습
니다.

노해면이 서울의 성북구로 편입
됩니다.

1988. 1. 1.

1973

노원구

도봉구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증설되어
오늘날의 노원구가 되었습니다.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증설되면
서 이에 속하였습니다.

노원구에 살면서도 '노원(蘆原)'의 의미를 몰랐다고요?

역원 중 하나였던 노원은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교통로였다고 해요. 특히

선조들이 살던 옛날의 노원은 넓은 평야지대에 갈대밭이 많아 갈대 노(蘆),

조선시대에는 도읍지인 한양과 가깝고, 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중요한 위

벌판 원(原)을 썼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라는 역사문헌을 보면 고려시대

치에 있었기 때문에 역원이 만들어지면서 ‘노원역’이라 불렸답니다. 또 노

부터 노원이라 불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노원’이라고 단독으로 쓰

원지역은 ‘마들’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갈대만 무성했던 들판에 말들이 뛰어

이기보다는 이 지역이 교통의 연결로인 역의 기능이 컸던 관계로 주로 ‘노

다니게 되자, 말(馬)+들(들판)을 합한 우리말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죠.

원역’이라고 표기되었어요. 고려, 조선시대에 주요 교통로를 따라 설치된

‘노원’이나 ‘마들’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참 잘 표현한 이름 같지요?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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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택지개발 전

사진으로 보는
내 고장노원

중계감리교회건축 모습

아주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던 노원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어떻
게 변했을지 너무 궁금하죠?
사진으로 보는 노원구의 발
전과 성장, 지금 함께 둘러볼
까요?

재개발 이후의 중계감리교회

택지개발된 중계동 일대의 모습

중랑천의
과거 모습

초가집
중계동
현재 아파트촌 모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거 모습
(구 서울산업대)
현재의 중랑천

1985년
노원역 지하철 4호선
개통 당
시

현재 노원역 일대

모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재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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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름에

이런 뜻이?

지역이름
유래

① 벽운동(백운동) - 수락산 계곡에 자리한 하얀 바위들이 골짜기의 계곡과 어우러져
마치 흰 구름이 머무는 것과 같은 절경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② 도두머리 - 온수동 바로 아래에 위치한 둑 이름으로, 원래 도투락머리라고 불렀던
것이 도두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머리에 진주 등의 장식물을 매
달아 만든 댕기를 도투락댕기라 합니다. 도투락댕기를 맨 머리를 도투락머리라
고 해서 부잣집 여자아이의 상징이었는데, 온수동이 비교적 부촌이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③ 당고개 - 상계3·4동 불암동아아파트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사이에 있는 고개로 원
래 당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개를 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쌓아
기도를 올리는 성황당으로 변해 당고개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④ 덕릉고개 - 덕릉고개는 노원구와 남양주시 별내면과의 경계지점이자 수락산과 불암산 사
이에 있습니다.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의 묘소(경기도 기념물 제 55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소재)가 있어서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⑤ 원터 - 상계초등학교와 롯데백화점이 있는 곳에 노원역과 노원(蘆院)이 있었는데 이
곳을 원터 혹은 원기동이라 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종
묘와 사직의 위치를 잡기 위해 고심할 때 이 일대를 살펴보고 종묘의 자리로
정했으나 부근에 사직단을 세울만한 곳이 없어 포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⑥ 새머리(鳥頭) - 지형상 새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입
니다. 현재 좌우날개에 해당하는 곳에 지하철 4호선이 동서로 통과하고 있

⑦ 은행나무 - 중계4동 산 36-2번지에는 서울시 지정 보호수 제11-1호<은행나

동이름
유래

무>가 있습니다. 높이 33m, 둘레 8.42m, 수령 600여 년이 넘은 은행나무입니
다. 구한 말 명성황후가 임오군란 때 여주로 피신하면서 이 나무 앞 민가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이때 이 은행나무에 치성을 드렸다고 합니다
⑧ 납대울 - 조정에 바치는 조공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납대동’이라고도 합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이었던 윤두수가 살았던 마을
이기도 합니다.
⑨ 광석마을 - 이 마을을 끼고 흐르는 개울에 석영질과 구리 성분이 많은 돌이 있

밤에 높은 곳에서 월계동 지역을
바라보면 맑은 시냇물에 달이 비치
고, 중랑천과 우이천으로 둘러싸인
모양이 마치 반달모양으로 보입니
다. ‘달 월(月)자’에 ‘시내 계(溪)’를
붙여 월계동이라 부르게 됐답니다.

었습니다. 해가 뜰 때 돌에서 광채가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⑩ 용동(되룡골) - 이 곳에 살던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
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간 미꾸라지는 나이가 모자라 하늘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다는 뜻으로 ‘되룡골’ 이라고도 합니다.
⑪ 녹천 - 월계동 근방의 계곡의 모습이 마치 사슴의 머리에 난 뿔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⑫ 연촌과 벼루말 - ‘연촌과 벼루말’ 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마을에 있던 연못의
전체 모양이 벼루같이 보인다 하여 붙여졌습니다. 근래에 와서 연촌은
광운대역 서쪽 일대를 지칭하게 되어 벼루말과 별개의 마을 이름
이 되었습니다.

공릉동의 명칭은 공릉1동에 있는
공덕리와 공릉2동의 능골에서 유
래되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될 때 문정왕후의 능인 태릉이
있어 태릉동이라 하였으나 공덕리
주민들의 반대로 양쪽 마을의 이름
에서 한 글자씩 따서 동이름을 짓
기로 하였습니다. 해서 공덕리의
‘공’자와 태릉의 ‘릉’자를 따서 공
릉동이 된 것입니다.

⑬ 벙어리골 - 범다미 마을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육군사
관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다미는 예전에 이곳
에서 범이 말을 물어다가 육군사관학교 뒤편 골짜기에서
잡아먹었다고 해서 유래되었는데 이때 말을 잡아먹은 골
짜기를 말장골(굴)이라 합니다.

으며 몸통 부분에 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발과 꼬리 부분으로 알을 낳는 곳은
주공아파트 3~6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은 한천(漢
川, 지금의 중랑천)을 중심으로 각
각 제일 위, 가운데, 제일 아래에 위
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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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를 빛낸

예가였습니다. 그의 시문은 당대

치른 노원평 전투로서 임진전란사

자랑스러운
위인들!

의 사림인 이황, 조식 등에 큰 영

에 기록될 만큼 유명하고 치열했습

향을 끼쳤습니다.

니다. 또 태릉방어에도 공을 세워
경기도방어사로 승진하였습니다.

이     명
김시습

1435~1493

생육신(1)의 한 사람으로 조선 전
기의 학자입니다. 유교와 불교정
신을 아우르는 사상과 탁월한 문
장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원구의 수락산 중턱 장재울 마을
에 수락정사를 짓고 10여 년간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문건

1494~1567

하계동에 있는 이윤탁 한글영비
를 세운 이문건은 조선시대 문신
(2)

으로 중종의 시호 와 인종대왕
(3)

시책문 을 쓸 정도로 뛰어난 서

박세당

월계동에 있는 이명신도비(정간이

1629~1703

공신도비)의 주인공입니다. 조선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로 노원

시대 문신으로 우의정, 좌의정을

의 수락산 서쪽 마을 장재울에

지냈습니다. 청렴 강직하여 명종

이상길

1556~1637

살았으며, 수락산 석림사 옆에

때 청백리로 뽑혀 다른 사람들이

하계동에 살았던 문인으로 병자

그의 묘소가 있습니다. 1660년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호란이 일어나자 80세의 몸으로

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

묘사 (廟社)를 받들고 강화도로

랑, 홍문관 교리 등을 지냈으나

갔습니다. 다음 해 청군이 강화

당쟁 에 혐오를 느껴 관직을 사

도로 몰려오자 아들을 불러 뒷일

양했습니다.저서로는 <서계선생

을 부탁한 뒤 스스로 목을 매 죽

집>, <신주도덕경>,<남화경주해

었는데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책보>, <색경> 등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의 묘소는 하계동에

고언백

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지었으며, 노

이후에도 한양 탈환전에서 명나라

1496~1572

윤두수

1533~1601

중계동에 있는 학도암 바로 밑
납대울에 살았던 조선 중기의 문
신입니다. 1558년 과거 급제 후
계속 승진해 영의정의 자리에까
지 올랐습니다. 온화한 성품이면
서도 큰일이 있을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4)

기려 그를 좌의정으로 추증(5)하
있으며 저서로는 <동천집>이 있
습니다.

(6)

?~1609

조선시대 무신으로 임진왜란 때 대
규모로 왜군을 물리친 전과를 인정

저서로는 <오음문고>, <기자지>

받아 양주목사가 되었습니다. 고언

등이 있습니다.

백의 가장 중요한 전투는 1593년

(1) 생육신 : 조선시대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하자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켜 살았던 여섯 사람

· 종 묘 : 조선 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2) 시 호 : 왕 또는 사대부 등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 사 직 : 국토의 신(사)과 토지의 신(직)에게 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곳이 사직단이다.

군사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하였
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전공
을 세워 왜군이 물러간 후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으로 제흥
군(濟興君)에 봉해졌습니다.

유세열

경기도 여주에서 항일의병활동
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검거활동
을 강화하자 고향 여주를 떠나
양주군 노해면 상계리로 옮겨 살
았습니다.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학식이 높았으며 구한 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병활
동과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3) 시책문 : 임금 등의 시호를 정할 때에 살아 있을 때의 업적과 덕행을 칭송한 글

(5) 추 증 : 관료가 죽은 후 직급을 높여주는 일

(4) 묘사(廟社) : 종묘와 사직

(6) 당 쟁 : 조선 중기·후기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관료들이 집단을 만들어 정치권력을 차지하려는 대립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조선말기~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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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옛날 옛적에 한 사냥꾼이 아들 수락을 데리고 지금의 수락산(水落山)으
로 호랑이 사냥을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나기가 쏟아졌고 둘은
바위굴에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깜빡
잠이 든 사이, 호랑이가 아들을 물어가 버렸어요. 사냥꾼은 아들을 찾

노원의
옛이야기!
불암산

수락산

아 헤매다가 그만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비만
오면 산에서 ‘수락아! 수락아!’하는 사냥꾼의 애절한 소리가 들려 산 이
름을 수락산이라고 했답니다.

덕릉고개 이야기

전설에 의하면 불암산(佛岩山)은 원래 금강산에 있던 산이었어요. 어느
날 불암산은 조선왕조가 세워지고 도읍을 정하는데 한양에 남산이 없

로 만들고 싶었으나 신하들이 매번 반대했습니다. 이에 선조는 한가지

떠나 한양으로 서둘러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이미 남산이 있는게 아니
산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돌아선 채로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불암산은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서울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 되었답니다. 우리구에서 보이는 건 불암산의 뒷모습인 셈

다. 하지만 덕흥군의 아들인 선조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아버지
인 덕흥 대원군이 죽자 그의 무덤을 임금의 무덤인‘능(1)(릉)(陵)’수준으

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남산이 되고 싶어 금강산을
겠어요. 할 수 없이 되돌아갈 작정으로 준비를 했지만 한번 떠난 금강

덕흥군은 조선시대 임금인 중종의 아들이었지만 임금이 되지 못했습니

어디를
지나왔소?

덕릉을
지나왔소.

방법을 생각해 내었는데, 장사꾼들이 덕흥 대원군의 묘를 지나갈 때 어
디를 지나왔느냐고 물어서 ‘덕릉을 지나왔소’하면 물건을 모두 사들이
고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많은 장사꾼들이 몰
려들었고, 그 덕분에 덕흥대원군의 묘는 덕릉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지요.

(1) 능(陵) :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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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과 결혼한
염씨(廉氏) 처녀의
눈물

조선 중기 때 중랑천이 범람해서 우이천까지 물이 들어가는 큰 홍수 때문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물이 좋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던 모양이예요. 이곳에

에 지금의 월계로 근방 마을은 모두 폐허가 되었지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있었다는 자우물 물은 식수는 물론 농수로도 썼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회의에서 마을 촌주(村主) 한 사람이 "지난밤 꿈에 신선(神仙)을 만났는데,

자아올려 먹었다고 하여 자우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정오에 중랑천 가에 푸른 사슴 한 마리가 내려와 목욕할 것이니 제물
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슴에게 바치고,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정숙한 처녀
한 사람을 사슴에게 시집보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을 해 주고
는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대요. 이때 염씨(廉氏) 집의 15세 딸을 사슴에

샛말의
소금장수 이야기

벽운마을과 갈울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을 '사잇말' 이라 하였는데 사잇말
을 줄여 '샛말'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마포나루에서 소
금을 사다가 조랑말에 싣고 함경도로 가서 그곳에서 많이 나는 황태와 바

게 시집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은 며칠 후 신선이 시킨 대

꾸어 동대문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로 산 정상에 제물을 준비하고 염씨 처녀를 곱게 단장시키고 사슴을 기다

노원지역은 이러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했답니다. 한양을

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사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와 중랑천에서 목욕한

중심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남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한탄

후 처녀를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 766번지쯤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지

강 양쪽에 들어선 객주집에서 하룻밤 쉬었다가 길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

금의 하천이 생긴 방향으로 사라졌답니다.

니 샛말은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매우 붐볐을 거에요. 소금뿐만 아니라 새

마을 사람들이 사슴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자 멀리서 물줄기 두 개가 나뭇가

우젓 등 서해에서 나는 것과 동해에서 나는 황태 등을 사고팔아 꽤 돈을 많

지 모양으로 흐르기 시작하더니 중간쯤에서 합쳐져 한 줄기로 되면서 황토

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흙으로 뒤덮였던 마을 앞 전답이 기름진 검은 색으로 바뀌었대요. 사람들이
이 신기한 일에 놀라워하자 그 중 한 사람이 "이건 사슴과 결혼한 염씨 처녀
의 눈물이니 냇물 이름을 녹천이라 하자."고 제의하여 마을 이름도 녹천이라
하였는데 이날 이후부터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고 해요.

마들평야
쇠제 이야기

노원 지역은 허허벌판으로 갈대만이 무성하게 자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고 해요. 그러나 한양과 근접해 있고 북쪽지역인 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을 이어주는 교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했
어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교통로를 따라 요지마다 역원을 설치하여 교통

온수골마을
『자우물』 이야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대식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옛 모습을 전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였는데 노원 지역도 역원이 설치되면서부터 그 중요

혀 찾아볼 수 없지만 온수골(온수동) 마을에 '자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원

성이 더욱 강조되었대요. 또 오래전부터 노원 지역을 '마들평야' 라고 불렀

래 온수골은 더운물이 솟아나온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옛날 이 마

는데 그것은 갈대만이 무성하던 벌판에 역원이 생기자 이에 필요한 역마

을 앞을 흐르던 도랑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다고 하

를 놓아기르게 된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는 걸 보니 물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마을이겠지요? 또 일제 때 일본 군인들이

이렇듯 들판에서 말들을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굽에 씌울 징을 만드

기동 훈련을 하면서 지도를 펴놓고 온수동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는 곳이 생겨나 그곳을 '쇠제' 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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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여기저기를 둘러볼까요?
역사 속 우리 고장의 문화재 26
꿈과 희망이 쑥쑥 자라나요, 교육시설 34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도와요, 복지시설 45
가족, 친구들과 도심속에서 즐겨요, 문화여가시설 47
푸른 산, 맑은 물 속으로 떠나요! 56

역사 속
우리 고장의
문화재
각심재
서울시 민속자료 제16호/월계동

노원구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들
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들을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면 생생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로구 경운동에 있던 것을 1994년 3월에 월계동으로 이전한 것입니
다. 화신백화점을 설계한 박길룡의 작품으로 한식가옥에 현관을 만들
고 화장실과 목욕탕을 건물 내부에 설치해 복도로 연결시켰습니다. 이
건축양식은 1930년대 후반 개량 한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 주
택사의 변천과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월계동 정간공 이명묘역에 가면
이명 신도비와 각심재를 볼 수 있답니다. 각심재는 현재 예안 이씨 문

서울 초안산 분묘군
사적 제440호/월계동

(1)

중에서 재실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분묘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으로 양반에서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무덤, 문인석, 비석, 동자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층의 분묘(2)가 모여 있는 곳은 흔치 않기 때문에 서울 초안산 분묘군
은 특정계층의 분묘를 비롯해 각 계층의 무덤을 파악하고 묘제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 재실 :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

(2) 분묘 :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한 시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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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 제201호 / 공릉동

태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왕릉으로 태릉은 조선 11
대 임금 중종의 왕비인 문정왕후의 무덤이며, 강릉은 문정왕후의 아들
이자 조선 13대임금인 명종과 그 부인 인순왕후의 무덤입니다. 태릉에

연령군이훤신도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호 /
공릉동

는 왕릉전시관이 있습니다.

숙종의 아들인 이훤의 신도비(1)
로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훤은 부왕인 숙종이 병으로 고
생할 때 이를 정성껏 간호하다 21
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
에 숙종이 명을 내려 1702년 특별
히 세운 비입니다.

화랑대역사
등록문화재 제300호 / 공릉동

1939년에 근대양식으로 지은 간이역입니다. 보통 간이역의 지붕모양
과는 달리 비대칭 삼각형을 강조한 박공지붕(2)이 특징입니다. 건립 당
시의 원형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삼군부 청헌당

‘삼군부’는 조선 초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대궐을 지키거나 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6호 /
공릉동

삼군부 청헌당은 1868년 조선말에 지은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로 현재

성을 순찰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습니다.

(1) 신도비 : 죽은 이의 기록을 묘 앞에 세운 비

(2) 박공지붕 :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의 지붕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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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윤탁 한글영비
보물 제1524호 / 하계동

조선 중종 때 외교문서를 담당한 승
문원의 관료를 지낸 이윤탁의 묘비
이다. 이윤탁의 아들인 이문건이 지

충숙이공 영정과 묘역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69호, 제
70호 / 하계동

조선 중기 문신 이상길(1556~1637)의 영정(가로 82.7㎝, 세로 180㎝)
입니다. 이상길은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를 받들어 강화도
에 들어갔으나, 다음 해 청나라가 강화도로 몰려오자 목을 매어 죽었습

금의 태릉에 조성되어 있던 아버지

니다. 그 뒤 그의 충절을 기려 좌의정에 추증되었고 충숙공이란 시호가

의 묘를 현위치로 이전하여 어머니

내려졌습니다. 충숙공 이상길 묘역에 가면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글은

고령 신씨의 묘와 합장하면서 묘비의

송준길이 쓴 충숙이공 신도비와 충숙이공 영정을 볼 수 있답니다.

비문을 짓고 글씨를 새겨 1536년에
세웠다. 이윤탁 한글 영비는 한글이 새
겨진 우리나라 최초의 석비라는 점에서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고 국어사의 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불암산성
서울시 기념물 제32호 / 중계동

평탄한 정상부를 돌아가면서 자연지형을 따라 성을 쌓았는데 평면 형
태는 5각형이나 원형에 가깝습니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236m, 성 내
부면적은 약5,321㎡로 삼국시대 돌로 쌓아 만든 산성의 전형적인 모습
을 보여주고 삼국의 교통로와 영역 확장 과정을 이해할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4호 /
중계동

불암산 학도암에 있는 거대한 바위벽
에 새겨진 폭 7m, 높이 13.4m의 마
애관음보살좌상입니다. 고종 7년
(1870년) 명성왕후의 명에 의해 만
들어진 걸작품으로 이중 연꽃으로
만든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
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
습니다. 또한 바위 옆면에 50자로 된
명문이 남아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는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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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농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2호 / 상계동

마들농요는 옛날 마들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때 힘든 것을 잊고 흥을 돋
우기 위해 부르던 노래입니다.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농요로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랍니다. 마들농요는 아침 노래, 모심기 노래, 애벌
매는 소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전통사찰
학림사

용굴암
신라 문무왕 671년에 원
효대사가 만들었고 고
려 공민왕 때 나옹화
상이 수도하였던 곳
입니다. 상계동 수락
산에 위치한 학림사는 수

락산 중턱에 세워진 절터가 마치 학이 알을 품고 있
는 모습이라 학림사라 불렸어요. 이곳에 가면 학림
사 삼신불 괘불탱 (서울시 유형 문화재 제211호), 학
림사 석불좌상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32호)을 볼 수

아차산 일대 보루군
<수락산보루>
사적 제455호 / 상계동

중랑천과 아차산·용마산 일대, 3번 국도변에 남북 방향으로 집중 분포
하고 있는 둘레 100~300m의 소규모 보루(1)들로서 수락산보루는 아차
산 일대 보루군 총 17개 보루 중 하나입니다.

있습니다.

학도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삼국의 역사상을 밝혀

치한 학도암은 ‘학이

치를 자랑하는 사찰입

포해 있는 고구려 관련 유적으로서 발굴을

니다. 1642년 무공대사가

통해 고구려 군사 시설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중계동 불암산 자락에 위

름 만큼 아름다운 경

루는 현재 남한 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

만들고 1878년 (고종 15년)에 벽
운대사가 다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대웅전 뒤편 암벽에는 학도암마애관음보살좌상이
있습니다.

있는 용굴암은 1882
년 임오군란 때 명성
황후가 피신가는 도중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무
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를 드린 곳입니다. 난이 끝난 후 명성황후의 후원으
로 현재 대웅전 자리에 법당이 지어져 사찰의 모습
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안사
도안사 경내에서는 일

찾아드는 암자’란 이

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10여 개 보

수락산 정상 바로 밑에

년 내내 아름다운 일
출과 월출을 볼 수 있
으며, 조선 중기에 창
건되어 ‘법을 구하는 피
안처’라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 대웅전, 미타전, 천불전, 요
사채, 산신각, 범종각, 108 평화보궁 등을 건립 중창
하여 절의 면모를 일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타전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83호인 은
선묘 아미타불 삼존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1) 보루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흙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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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희망이
쑥쑥 자라나요,
교육시설

우리 구에서는 공부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신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이 참 많
거든요. 교육시설에서 놀다보면 책 내용은 머리에 쏙쏙, 실력은
쑥쑥 자라나 있을 거예요

노원정보도서관

‘함께 꿈꾸고 즐기는 행복 공간’이라는 비전을 가진 노원정보도서관은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그동안 동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상계동 지역에
2012년 3월에 개관한 도서관이에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47㎡규모)의 중대형 도서관으로 406석
의 열람석과 6만 권의 장서를 갖춘 최첨단 도서관이랍니다.
☎ 3391-7882 / www.nowonlib.kr

모자·어린이열람실, 시각장애인열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
의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장난감 대여와 취미, 어학교실도 진행합니
다.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책 대신 휴먼북(사람책)을 신청하면 '사람책'을 자청한 사람의
경험담과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 950-0050 / www.nowonlib.kr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모자어린이열람실(1층), KRC(Korean Reading Club)·ERC(English
Reading Club)자료실(2층), 디지털종합자료실(3층), 일반열람실(4층)
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린이의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원독서교실
북적북적(KRC·ERC)”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 991-0871 / www.nowonlib.kr

노원어린이도서관

2019년 12월에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한 노원어린이도서관은 책을 좋
아하는 어린이들이 언제나 가고 싶어 할 만한 곳이에요. 재미있는 책들
로 가득한 유아·아동열람실과 편히 쉴 수 있는 북카페가 있으며,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는 도서관이랍니다.
☎ 935-7145 / www.nowonlib.kr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34

35 노원구 구석구석 탐방하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화랑도서관)

주민과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어린이도
서관, 디지털종합정보자료실, 청소년열람실이 있습니다.

상계숲속작은도서관

상계근린공원 안에 있는 상계숲속작은도서관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체
로서 독서, 문화여가, 자녀교육, 마을가꾸기 등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복합공간입니다.

☎ 973-1318 / www.gycenter.or.kr

사방의 넓은 창을 통해 바깥 경관을 충분히 감상하면서 독서를 할 수 있
으며 학습지원실, 독서공간, 북카페가 있습니다.
☎ 3391-7889 / www.nowonlib.kr

불암도서관

2018년 7월에 개관한 불암도서관은 전체 공간이 개방되어 있으면
서도 구석구석 개성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1층은 어린이자료
실·DVD감상실, 2층은 일반자료실·PC존·음악감상 코너, 3층은 청소
년 특화자료실과 쉼터로 조성되어 어린이·청소년들의 친근하고 행복
한 배움터이자 쉼터가 되는 곳이랍니다.
☎ 935-0721 / www.nowonlib.kr

노원우주학교

2017년 6월 문을 연 노원우주학교는 우주의 생성과정과 역사를 이해
하고 우주에 대한 창의력과 탐구력을 키워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
한 소중함과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는 교육시설입니다.
우주의 시간여행과 공간여행을 할 수 있는 전시관과 영상을 통해 우주
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태양과 별을 관측하고 별자리와 신비한 우주현상을 직접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

초안산 숲속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문화복합공간
으로서 1층에는 책을 보고 이웃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심 속 천문대입니다.
☎ 971-6232 /www.nowoncosmos.or.kr

카페와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학습지원실이 있
어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나 동네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905-3900 / www.nowonlib.kr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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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 지혜의 숲

한내 지혜의 숲은 아이들이 책과 함께 꿈을 키우고 마음을 나누며 성장

탄소제로하우스

센터 안의 조명, 온수, 냉·난

하는 도서관, 선생님과 이웃이 모두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독서돌봄 마

노원에코센터

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을학교,향긋한 차와 수다가 함께 하는 동네 사랑방 북카페가 있는 월계

태양의 열과 빛 그리고 땅속의 열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 에너지를 이용

동 지역주민의 행복공동체 공간입니다.

하고 있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석연료의 사용 없이 운영되기 때문

☎ 979-7420 / www.nowonlib.kr

에 ‘탄소제로하우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곳에 가면 환경
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대기전력과 자
전거 발전기 등 에너지 체험 놀이가 가능한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요.
운영시간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매주 월, 공휴일 휴관)
전화번호 ☎ 3392-4910~2

노원영어마을

신청방법 인터넷 사전 접수 (노원구청 및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실제 작은 영어마을을 옮겨 놓은 듯한 곳이랍니다.

☎ 2116-4404 / http://ecocenter.nowon.kr

병원, 경찰서, 우체국, 레스토랑 등 영어 체험실을 돌며 외국인 선생님

노원구 덕릉로460(상계동) 마들체육공원 내

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답니다.
☎ 3391-0509 / http://nev.nowon.kr

노원 수학문화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싫
어하는 수학을 놀이와 체험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는 수학의 기초 및 개념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수학놀이
터’, 2층은 일상 속의 다양한 수학을 통해 수학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수학과 세상’, 3층은 수학의 개념과 원리가 도형, 자연, 건축 등에서

노원구 인터넷

세상

노원원어민영어화상학습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

Hello, Hi~! 노원영어화상학습만 클릭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제 영어화상
학습으로 집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요.

학습쏙쏙, 재미솔솔~ 우등생이 되고 싶다면 노원어린
이 사이버교실을 클릭해보세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하답니다.

http://nise.kr

http://www.nowon.kr/child/cyberclass.htm

어떻게 발견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수학
과 예술’, 이외에도 영화관, 도서관
과 카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배울 수 있
는 수학문화관에서 어려운 수
학과 친해져 보세요
☎ 2116-2181 /
홈페이지 : nowon.kr/math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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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예원

2015년 10월에 문을 연 목예원은 목공소, 목재펠릿센터, 낙엽퇴비장,
나무상상놀이터, 목공예 체험장이 합쳐진 공간이에요. 영유아들은 나

불암산 나비정원

365일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이 불암산 자락(노원자동차학원 뒤)
에 2018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비는 봄부터 가을까지 관찰이 가능

무상상놀이터에서 나무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컵받침, 연필꽂

하지만 25도~3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온실, 배양실 등을 만들

이, 원목쟁반 등 다양한 목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공예체

어 사계절 내내 나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험장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러오세요!

1층에는 곤충체험대, 포토존, 사육실, 배양실, 나비온실, 시청각교육실 등
이 있고, 2층에는 학습전시실, 곤충학습관 등이 있어요. 자연 속에서 힐링

운영시간 화~일요일(월요일 및 1월 1일, 명절연휴 휴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나비정원으로 오세요!

오전 10시~오후 4시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노원구청 홈페이지)
체험

규모

이용대상

목공예 80㎡ 초등학생
체험장
이상
나무상상 80㎡ 영유아
놀이터
(만3세~만7세)

공원여가과 ☎ 2116-0548, 불암산나비정원 ☎ 936-0900

내용

이용료(재료비별도)

우드버닝 체험, 기초목공, 컵받침,
연필꽃이, 원목쟁반, 의자 만들기
안전 및 규칙이야기, 자유놀이,
놀이터정리

2,000원
2,000원
(보호자 무료)

목예원 ☎ 977-4816, 공원여가과 ☎ 2116-0546 노원구 화랑로 606 (공릉동)

중랑천 환경센터

중랑천환경센터는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하천환경 교육센터로 누
구나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전시관에서는 중랑천의 모습을 사진
과 지도로 관찰할 수 있어요. 무빙라이더로 신나게 중랑천을 달리고 다
양한 생태 학습교구도 조립해볼 수 있어요. 물 절약 체험관은 물의 소중
함과 절약방법을 재미있는 도구로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지요. 중랑천

불암산 생태학습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 도시 노원에서 불암산 자락에 방
치된 땅을 주민들을 위한 생태공원과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어요.
불암산 공원에 노원자연마당이 생기고, 휠체어,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

의 환경과 물 절약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중랑천환경센터로 오세요!
운영시간 화 ~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월, 공휴일 휴관)
입장료

무료

는 불암산 자락길도 만들어졌어요. 자연마당과 불암산 숲자원을 이용

녹색환경과 ☎ 2116-3216, 중랑천환경센터 ☎ 938-9520

한 실내 생태학습관은 자연친화적 교육 공간이 되고있어요.

노원구 덕릉로 430(상계동) 마들스타디움 맞은편

운영시간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생태학습관 ☎ 2116-2725, 공원여가과 ☎ 2116-0546
중계동 산40-1(노원자동차학원 뒤편)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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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미술작품 관람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술 작품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주고 있는 미술관이에요. 이곳에서는 기획

지구의 길

노원구에는 역사의 길뿐 아니라 지구의 길도 생겼어요. 46억년 지구 역
사를 460m의 지리적 개념으로 변환하여 상계동 마들스타디움 내 에코

전시와 특별전시가 개최되고 있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센터 주변 산책길에 조형물과 설명판 등으로 표현했어요. 지구의 역사

갤러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품 감상과 함께 미술관에서 이루어지

를 24시간으로 환산한 지구의 시계도 볼 수 있어요.

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창의성과 감수성, 상상력이 쑥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지구의 길을 걸으면서 지구의 역사도 공

쑥 자라날 거에요.

부하고 녹색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2124-5248 / http://sema.seoul.go.kr 노원구 동일로1238(중계동)

해설프로그램 운영시간 (일요일/공휴일 제외, 해설시간 60분)
월~금 (1일 5회, 오전 10시, 10시 30분, 오후 1시, 1시 30분,

역사의 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를 제

오후 3시), 단체

대로 알아야 우리가 사는 현재와 미래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

토요일 (1일 2회, 오전 10시, 오후 1시), 개인
☎ 2116-3988 / www.nowon.kr

요. 노원구 상계동 마들스타디움 산책로 약 560m를 따라 걸으면서 세

노원구 덕릉로 460(상계동) 마들체육공원 내화랑대

계사와 어우러진 우리나라 역사를 시대순으로 볼 수 있어요. 엄마, 아
빠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건강도 챙기고 역사 공부도 해보면 어떨까요?
역사 전문가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싶다면 구청 홈페이지(http://
www.nowon.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세요.
해설프로그램 운영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월 ~ 금(1일 3회, 오전 10~11시, 오후 1시~2시, 오후 3시~4시), 단체

녹천교

토요일(1일 2회,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개인
☎ 2116-3988 / www.nowon.kr 노원구 덕릉로 450(상계동) 마들체육공원 내

서울시립과학관

2017년 5월에 문을 연 서울시립과학관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우치고 상상의 세계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시
물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을 체험 형식으로
구성해 직접 만져보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2019년 12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과학 콘텐츠(세계 최대
급 인공토네이도와 어린이 전시실)를 조성해 재미와 감동을 더한 창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놀이, 문화가 함께 하는 서울시립

신석기시대의 움집

암각화

고인돌

군장

고구려 벽화

과학관으로 초대합니다.
☎ 970-4500 / science.seoul.go.kr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하계동)

불국사 삼층석탑

청자와 백자

세종공원

평화의 소녀상

민주주의 언덕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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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시설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미래의 직업을 상상해보러 놀러오세요~
☎ 949-7766 / www.andyouth.or.kr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16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도와요,
복지시설
복지시설이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
을 주는 시설을 말합니다.

아이휴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함께 자라는 돌봄 공간입니다. 편안한 쉼과 놀이가 함께 있는
방과후 돌봄 아이휴센터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네 곳곳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돌봄
이 필요한 친구들이 음악, 미술, 공동체 놀이 등의 문화 활동과 숙제하기,
책 읽기 등 많은 것들을 함께 배웁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문화예술활동, 아이돌봄, 위기청소년 예방 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 시설입
니다.

노원 아동복지관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보호기관이 있는 아동복지관을 2017년 12월
에 개관했습니다. 아동복지관에는 어린이·청소년에 특화된 아동도서관과
북카페, 어린이·청소년 실내놀이터, 청소년 참여활동실 및 진로체험 등을
위한 작업장학교, 노원구 드림스타트 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교육
복지센터가 들어서 촘촘한 아동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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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재활상담도 해주
고, 원활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 숫자 등
의 개념을 알려주는 등 교육지원을 해 주기도 하는

행복나눔 푸드마켓

곳입니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

푸드마켓이란 기업체나 주민들의 성금과 성품을 지

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원받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는 기부 나눔
의 공간입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민이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구에는 총 9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양로원, 보호센터 등 보살핌이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행복발전소
노원구에는 구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행복발전
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과 휴식을
위한 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교실, 어르신들의
살맛나는 노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누구
나 함께 모여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웃공동체를 만
들어가는 노원구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도심속에서
즐겨요,
문화여가시설

중랑천 워터파크
여름방학 때 거리도 멀고
가격도 비싼 물놀이장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중랑천 녹천교 앞 중랑천 워터
파크에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2~4천원
에 즐길 수 있어요.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 할 수 있

가족, 친구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물놀이 해요.

는 상설무료 마켓입니다. 참 좋은 곳이죠? 하지만 최

노원구서비스공단 / ☎ 2289-6846

녹천교
사거리

근에는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마들지하차도

중랑천
워터파크

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회원 수는 증가했으나
기탁물품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푸드마켓에서는

상천초등학교
녹천교
교차로
노원구
견인차량보관소
노원마들스타디움

성금과 성품을 접수받고 있으니 작은 나눔으로 따뜻

월계동 각심어린이공원 물놀이장

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월계주공 2단지(월계2동 555번지) 내 각심어린이공원에서 워터드롭,

시설명

소재지

한내행복발전소
공릉행복발전소
불암골행복발전소
수락행복발전소
상구네 행복발전소
온수골행복발전소
원터행복발전소

마들로3길 13 (☎070-4206-0061)
동일로179길 22 (☎976-3820)
중계로 14길 53 (☎3392-5266)
동일로 242길 77 (☎930-1031)
한글비석로 54길 116(상계9동) (☎070-7778-3134)
상계동 673 지하(상계10동) (☎2116-2945)
상계로23길 17 (☎2116-2773)

꿈꾸는 상계5동
행복발전소

상계동 450-6(상계5동) (☎070-7717-0777)

달빛마실
수락숲이랑
경춘선힐링쉼터
가재울지혜마루
연촌사랑방

광운로 13길 9 (월계1동) (☎973-0045)
누원로 19 수락리버타운 1층 (☎930-7325)
공릉로51길 20 (☎979-2229)
한글비석로 911 (☎070-4226-5064)
광운로17길 48-4 (☎912-0070)

워터터널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무료로 즐겨요.
워터파크

푸른도시과 / ☎ 2116-3942

※ 7~8월 운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공릉동 근린공원 물놀이장
공릉동 근린공원(공릉2동 63-1) 내 물놀이장에서 다양한 물놀이 시설
을 무료로 즐겨요.
푸른도시과 / ☎ 2116-3975

※ 7~8월 운영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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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개공원 물놀이장

수락산 당고개공원(상계동 113-2번지) 내 물놀이장에서 다양한 물놀
이 시설을 무료로 즐겨요.

노원어린이극장

노원구에 어린이를 위한 극장이 탄생합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어린이
공연과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즐

푸른도시과/☎2116-3966

길 수 있는 가족 극장을 선보이기 위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7~8월 운영(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상반기 중 개관 예정입니다.
노원어린이극장 2289-3453 / www.nowonart.kr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자연과 어우러진 체험장에서 직접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오
감활동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대

상 : 초등학생

운영기간 : 매주 토,일(6월 개관 예정) 10:00~17:00
참 가 비 : 1개월 과정 4만원, 일일체험 1만 5천원
장

소 : 노원구 덕릉로 60타길 33

내

용 : 도자기 페인팅, 만들기 등

초안산 도자기체험장 ☎ 3297-3953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는 연극, 클래식, 전통예술, 대중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펼
쳐지고, 전시장에서는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미술 감상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노원구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친구들과 함께 직접 예술을 배우고 체
험할 수 있답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2289-3400 / www.nowonart.kr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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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 산림치유센터

거대한 암벽과 울창한 수목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불암
산에 마음과 몸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산림치유센터가

노원힐링캠핑장

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경치와 함께 힐링체험 하세요.
대

자연의 소리를 벗 삼
아 잠드는 캠핑!! 곤충체
험도 하고 잔디에서 자유롭
게 뛰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

상 : 초등학생

운영기간 : 6월 개관 예정

낼 수 있는 거기. 이름 그대로

참 가 비 : 1만원(1개 프로그램 당)

힐링되는 그 곳으로 온가족이 함께

장

소 : 노원구 한글비석로 12길 51-80

내

용 : 녹색습관 체험, 몸살林 마음살林 자기돌봄

가보아요.
장

산림치유센터 ☎ 2116-0540

소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2530

운영기간 : 연중(화, 수 휴무)
대

상 : 누구나

이 용 료 : 캠핑부지 25,000원, 피크닉존 20,000원
※ 타지역 주민은 별도금액
공원여가과 ☎ 2116-0545

불암산 더불어숲
노원불빛정원

불암산 더불어숲은 어린이들이 경쟁과 시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
께 협동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체험공간이에요. 협동시설(10개), 모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옛날 화랑대역이 밤이 되면 화려한 옷을 갈아입

험시설(17개, 짚라인), 미로형 체험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

고 아름답게 변신합니다. 반짝이는 조명들이 함께 하는 매력적인 경춘

은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모험시설은 안전을 위

선 숲길을 거닐며 추억을 만들어보아요.

해 신장 140cm 이상만 가능하며, 협동시설은 20인 이상 단체에 한하

장

소 : 경춘선 숲길 구화랑대역사(공릉동 29-61)

여 운영되고 있어요.

운영기간 : 연중 18:00 ~ 22:00 (매주 월요일 휴무)

노원구 서비스공단 홈페이지 (nowonsc.kr)에서

대

예약 및 운영시간 안내

상 : 누구나

이 용 료 : 무료

노원구 서비스공단 ☎ 2289-6867~8

공원여가과 ☎ 2116-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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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들상상놀이터

유아 6세부터 초등학생들의 무료 친환경 놀이공간이에요. 주요 놀이물
품으로는 부착형 4종(편백나무 큐브, 스폰지 공넣기, 유리붙이기, 원목
주방세트)과 이동형 13종(블록놀이터, 자석퍼즐, 보드게임, 맥포머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 화~토요일
오전 10:00~11:30 :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오후 1시~오후 3시 30분 : 개인 자유시간
오후 4시~오후 5시 : 프로그램 수업
마들상상놀이터 ☎ 931-1104 상계동 770-2 (마들체육공원 내)

화랑대 철도공원

등록문화재 300호
인 옛 화랑대역 주변
이 철도공원으로 변신
했어요. 경춘선이 다니
던 녹슨 철길, 나무들이
둘러싼 옛 화랑대역사에는 어린
이 역장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조성되었어요.
공원에는 1950년대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협궤열차를 어린이대공원
에서 옮겨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던 미카 증기기관차도 있습니
다. 고종황제 때 달렸던 황실열차(모형), 일본과 체코에서 온 노면전차

유아숲 체험장

도시 아이들이 자연 그 자체를 뛰놀며 배우고,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시설이에요. 우리구에는 수락산, 불암산, 영축산, 태릉, 이
렇게 4개의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요. 어린이집 등 단체이용은 정기이용
기관 신청을 받아 유아숲지도사 선생님과 숲체험을 할 수 있고 개인은

도 볼 수 있습니다. 철도공원에는 철도관련 전시·체험·교육공간(철도
미니어처관, 화랑대역사관) 각종 체험공간 및 휴게시설(철도와 시간박
물관, 기차테마 카페 등)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래도시과 ☎ 2116-0668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공원여가과 ☎ 21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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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알아두면 좋은
시설들

복지시설

노해근린공원 운동장

2116-3932

노원구민체육센터

2289-6806

nowonsc.kr

초안산근린공원

2289-6855

nowonsc.kr

노원마들스타디움

2289-6855

nowonsc.kr

불암산종합스타디움

2289-6855

nowonsc.kr

공릉동 다목적구장

2289-6855

nowonsc.kr

937-5782 www.dongkwangwon.or.kr

육사야구장

2289-6853

939-0735

silver.hongpa.co.kr

태릉선수촌

970-0114

시립수락양로원

939-6176

www.scn.or.kr

당고개 풋살장

2289-6855

nowonsc.kr

구립상계1동지역아동센터 2116-2734~6

노원지역자활센터

939-3538

월계 배드민턴장

2289-6863

nowonsc.kr

구립상계3·4동지역아동센터 952-5748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941-6594

당고개 배드민턴장

2289-6864

nowonsc.kr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952-7184

월계문화체육센터

2289-6874

nowonsc.kr

070-4245-1172

월계가정복지센터

942-3273

상계5간촌 아이휴센터

931-8437

월계문화 아이휴센터

909-3273

향기나무 아이휴센터

972-7942

노원1 아이휴센터

972-0704

달빛마실 아이휴센터

943-0045

연촌 아이휴센터

912-0070

하계극동아이휴센터

3296-6412

상계주공3단지아이휴센터 930-8669
공릉태강아이휴센터

948-9084

월계그랑빌아이휴센터

972-1252

공릉라이프아이휴센터

979-5650

상계7단지아이휴센터

6227-0101

산마루아이휴센터

3392-5481

은빛1단지아이휴센터

939-1918

월계극동아이휴센터

994-7177

상계동아불암아이휴센터 951-1102
상계15단지아이휴센터

951-1102

www.sanggyebokji.or.kr

932-5972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샛별지역아동센터

932-5048

서울시립북부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2092-1700

하늘품지역아동센터

934-0320

서울시립노원 노인종합복지관

948-8540

www.nowonsenior.or.kr

태릉지역아동센터

070-8163-5591

성모자애 드림힐

937-6900

www.smdh.or.kr

열림지역아동센터

936-7574

동천의 집

974-9577

www.dong-chun.org

금빛지역아동센터

936-7712

천애원

952-4564

나란히지역아동센터

938-7971

동광모자원

신나는지역아동센터

934-4927

홍파양로원

삼정지역아동센터

865-5570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상계10단지 아이휴센터

951-9930

마음터지역아동센터

070-4394-7224

구립상계숲속지역아동센터 070-4912-3127
구립공릉지역아동센터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979-3501

975-2464

구립초안산숲속지역아동센터905-39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립공릉행복지역아동센터 976-3824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930-1944

www.internet.or.kr

nowon.familynet.or.kr

972-0704

문화시설

구립꿈나무지역아동센터 978-7555
구립한내지혜의숲지역아동센터 070-4286-3687
구립하계지역아동센터

973-1655

구립수락지역아동센터

070-7716-9905

구립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909-3273

노원숲속의집

2289-6841

노원구민회관

2289-6848

nowonsc.kr

노원문화원

6380-0022

www.nwcc.or.kr

수락홀 문화공연장

2116-4742

북부종합사회복지관

934-7711

www.bookboo.or.kr

중계종합사회복지관

952-0333

ww.junggye.or.kr

평화종합사회복지관

949-0123

www.pyunghwa.or.kr

노원문화의집

2116-4738

공릉종합사회복지관

948-0520

www.gongneung.or.kr

노원청소년수련관

3391-4141

월계종합사회복지관

999-4211

www.wwc.or.kr

하계종합사회복지관

6928-0180

마들종합사회복지관

971-8387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949-0700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973-1318

전통시장

www.nwscc.or.kr

공립불암골지역아동센터 3392-5266
구립노원1지역아동센터

nowonsc.kr

www.youthcenter.or.kr
www.gycenter.or.kr
www.madiyc.or.kr

공릉동 도깨비시장

976-4143

상계중앙시장

070-4141-1116

기타시설
육군사관학교

2197-0114

태강릉

972-0370

노원에코센터

3392-4910

노원삼육에코팜센터

948-8514 http://ecofarmcenter.com

중랑천 환경센터

938-9520 jr1000ecocenter.nowon.kr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933-7150

933-1318

www.madeul.or.kr

초안산캠핑장

2289-6865

nowonsc.kr

불암산 나비정원

936-0900

www.nowon.or.kr

불암산더불어숲

2289-6867

nowonsc.kr

불암산 더불어숲

2289-6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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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ma.ac.kr
ecocenter.nowon.kr

http://happynowon.kr

상계청소년문화의집

www.hgwelfare.or.kr

nowonsc.kr
www.sports.or.kr/player

nowon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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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산, 맑은
물 속으로
떠나요!

푸른 산과 맑은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의 꿈과
희망은 푸르게 자라날 수 있답니다. 노원구의 아름다운 자연환
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초안산

초안산은 나지막한 야산으로 조선시대 내관들의 무덤을 비롯해 묘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초안산 분묘군’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휴식 및 산책, 운동(축구장, 테니스
장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이용객 수요에 부응하고 가족과 함께 자
연을 체험할 수 있는 초안산 가족캠핑장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수락산

수락산은 노원구의 대표적인 산으로 상계동의 북쪽으로 의정부시와 경
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경계에 있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암벽에서 물
이 굴러떨어지는 모습에서 이름을 따온 수락산(水落山)은, 계절에 상
관없이 언제나 찾아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산길이 험하지 않아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이기도
합니다.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는 물론 가족단위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락산 자락길도 생겼답니다.

불암산

불암산은 상계동, 중계동, 남양주시 별내면과의 경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주봉인 큰 바위가 마치 송락(소나무 겨우살이로 만든 모자)을
쓴 부처의 모습이라 하여 불암산(佛岩山)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의 가파른 등산로 형태를 벗어나 누구나 힘들지 않게 산
을 즐길 수 있도록 산 중턱 둘레를 평평하게 이어주는
불암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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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천

물이 말라있었던 곳에서 깨끗한 물이 흐
르는 하천으로 복원된 당현천은 친환경 명
품 문화하천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당현천에
가면 노원을 빛낸 인물상, 참여와 화합의 벽 등 문
화와 생태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답니다. 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걷
기코스와 자전거도로도 있습니다. 당현천 자전거도로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중랑천

경기도 양주시에서 시작해서 의정부시를 지나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
으로 도봉구와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중랑천은 ‘송
계천’, ‘줄랑포’, ‘서원천’, ‘샛개’, ‘샛강’, ‘한내’, ‘한천’ 등 다양한 이름으
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 변에 자전거도로, 꽃길을 만들
고 무료 야간체조교실을 열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자전거로
함께
중랑천,
당현천을
달려보아요~
환경오염 감소, 에너지 절약,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서 우리 구 곳곳에는 자전거
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답
니다. 노원구 자전거 홈페이
지(http://bike.nowon.kr)
에 접속해서 자전거 대여소
와 자전거도로를 한눈에 찾
아보아요.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 지켜주세요.
안전 장구를 착용해요.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 어린
이들에게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요.
오른쪽으로 달려야하고, 멈춘 상태에서 타고 내려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세요.
자동차와 보행자가 다니는 출입구에서는 주위를 살펴야해요.
자전거를 타면서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위험해요.

소중한 내 자전거, 스마트폰으로 지켜요.
‘노원구 자전거지킴이’ 앱을 다운받아 자전거를 등록하면,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수상한 자전거를 발견하거나 중고 자전거 거래시 휴대폰으로 차대번
호나 자전거 스티커 번호를 조회하면 분실된 자전거인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노원에 사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보험에
가입됐어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 부딪히거나 다칠 경우 등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제도입니다.
노원구민은 누구나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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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시인길

한걸음한걸음
숲 속을 걸어요.

서울둘레길 수락산·불암산 구간
우리구에 위치한 서울의 명산인 수락산과 불암산에 걷기 편한 둘레길
이 조성되었어요. 산 정상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랫자락을 둘러

산의 정취를 느껴보면 어떨까요?

둘레길 코스 : 총 26.3㎞
시인길 (4.2㎞ 도봉산역 ~ 노원골)
바위길 (2.2㎞ 노원골 ~ 수락산 갈림길)

학림사부터 동막골까지 연속으
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사찰들과
기도터에 담긴 믿음의 마음과 기원
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우리는 무
엇을 기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자 하는가를 성찰해 보는
길

1구간 시인길

통과하기 때문에 노선이 완만해 누구나 부담없이 갈 수 있어요.
이번 주말 부모님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숲 속을 걸으며 수락산과 불암

3구간 기원길

수락 불암산 둘레길

세속적 욕망과 타협하지 않고
자유 정신을 지키며, 진솔한 삶
에 대한 애정과 현실 극복의 정신
을 보여주었던 매월당 김시습과
천상병 시인을 생각하며, 생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길

2구간 바위길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에게서
동화적인 상상력을 끌어내어 동
심의 세계로 돌아가보고, 채석장
길을 걸으면서 바위산이 자아내
는 신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
기에 젖어보는 길

4구간 희망길

2구간 바위길

기원길 (3.6㎞ 수락산 갈림길 ~ 덕릉고개)

백세길, 맨발산책길을 걸
으면 100세까지 건강 장수할
수 있다. 건강을 지키고 화목
한 생활을 통해 백세까지 장
수하는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길

설화길 (3㎞ 넓은마당 ~ 학도암 갈림길)
백세길 (3.7㎞ 불암산 갈림길 ~ 백세문 ~ 화랑대역 )
시간여행길 (5.3㎞ 불암산 갈림길 ~ 삼육대 ~ 화랑대역)

영축산 순환산책로
완만한 경사로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영축산 순환 산책로.

5구간
설화(說話)길

5구간 설화(說話) 길

불암산과 불암산 주변 마을에 얽
힌 역사와 민간전승의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역사를 생각하고, 옛날
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
지는 삶의 본질을 생각
해보는 길

지 한눈에 내다볼 수 있어요.

영축산 순환산책로 코스
1구간 : 1.85km(꿈의숲 sk뷰아파트 ~ 정상 ~ 광명교회)
2구간 : 1.5km(정상 ~ 광운대역, 월계 119안전센터 ~ 월계문화체육센터)
푸른도시과 ☎ 2116-3946

6구간 동행길

7구간 백세길

중간 중간 만들어진 쉼터에 앉아 독서와 사색도 즐기며 여유롭게 산길
을 산책해보세요. 정상에 오르면 중랑천 너머 노원구와 중랑구, 별내까

철거민들의 주거지에서 시작
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나아가
고 있는 희망촌의 역사를 만나고,
철쭉 군락지와 청량한 바람을 느
낄 수 있는 숲길을 걸으며 희
망을 생각하고 삶의 힘을
얻는 길

7구간 백세길

희망길 (2.3㎞ 덕릉고개 ~ 넓은마당)
동행길 (2㎞ 학도암 갈림길 ~ 불암산 갈림길)

4구간 희망길

3구간 기원길

6구간 동행길

7-1구간 시간여행길

오솔길을 걸으며 명상적인 분위
기에서 나의 내면을 만나고 , 백사마
을 둘레를 돌면서 공동체정신으로 살
아온 백사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만
나고, 한전 연수원과 백사마을 사이
의 철조망길을 오르며 단절과 닫
힘, 그리고 소통과 자유를 생
각하는 길

7-1구간 시간여행길
중종비 문정황후의 무덤인 태릉과 명종
과 명종비 인순왕후의 쌍묘인 강릉에 얽
힌 이야기를 알수 있다. 옛 경춘선
을 감상할 수 있는 길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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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배워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64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미디어체험 / 보건소 프로그램 /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 자원순환 체험학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 프로그램 68
함께 어울려요! 노원구 전통행사와 축제 70
노원 탈축제 / 태·강릉 문화제 / 당현천 물축제 / 산신제 / 도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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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노원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심폐소생술 체험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가 생겼을 때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
소생술 시행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
육장에서 실제 사람모형 인형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혀보아요.

우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원 어린이 원어
민 영어캠프는」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운영시간

매일 3회, 매주 토요일 1회(오전 10시), 2 ·4주 수요야간 1회(오후 7시)
1회 : 오전 10시 ~ 오후 11시 30분

신청대상

관내 거주 초등학교 3~6학년

2회 : 오후 2시 ~ 오후 3시 30분

운영기간

7박 8일 총 4회 운영 - 여름캠프(2회) 7월말~8월 중순 예정

3회 : 오후 4시 ~ 오후 5시 30분

참가비

겨울캠프(2회) 12월말~다음년도 1월 중순 예정

장

소

1인당 86만원(참가자부담 36만 원+구 지원 50만 원)

교육예약

소

교육내용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www.nowon.kr/health)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모집인원의 10%이내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하여 전액 구 지원
장

노원구청 별관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오른쪽 아래

예약신청

삼육대학교 캠퍼스 내(예정)

※교육후 30분 홍보활동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1365사이트 사전가입 필요)

주교재를 이용 듣기·읽기·쓰기·말하기 등을 원어민강사와 익히는

문

의

심폐소생술교육장 ☎ 2116-3321~3

오전 수업과 Arts and Culture, Special Activity, Group project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오후수업으로 구성
문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미디어체험

의

교육지원과 ☎ 2116-3988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구민 누구나 미디어로 소통하여 행복한 마
을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 교육과 장비, 공간을 빌려주고 마을극장에서
영화도 볼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진행되는 미디어 체험에서는
직접 TV 속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가 되어 볼 수 있고, 라디오 DJ가 되
어 목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5인 이상 구성 시 운영)

운영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찾아가는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

식중독의 개념을 이해하고 식중독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
을 직접 체험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어요
신청대상

관내 초등학교

운영기간

3월~11월

장

해당학교 교실 내

소

교육내용

식중독의 개념 및 예방 요령, 손씻기의 중요성과 올바른 손씻기 방법
체험, 손씻기 교육교구 대여

문

의

보건위생과 ☎ 2116-4318

체험내용 팟캐스트 라디오 체험 : 라디오 대본 기획과 작성 및 녹음
영상방송 체험 : 아나운서 및 기상캐스터 방송 녹화
문

의

노원마을미디어 지원센터 ☎ 2116-3409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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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신청대상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단체)

운영기간

10월 중

장

교육신청 학급교실

소

교육내용

생태해설 마을학교
프로그램

동물보호 기본 개념, 강아지와 길고양이의 언어(몸짓) 동물등록의
중요성 등

문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의

보건위생과 ☎ 2116-4269

신청대상

지역아동센터 아동

운영기간

7월 ~ 12월

사업내용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실시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충치치료 및 보철치료

문

의

의약과 ☎ 2116-4370

자원 순환 체험학교

우리 주변의 숲, 하천 등의 생태공간에 대한 관찰과 체험 기회를 제공
하여 사람과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1개반 단위), 개인 등(10명 이상)

운영기간

매주 월~토요일(3월~12월)

장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 등 관내 자연생태체험공간

소

신청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

문

푸른도시과 ☎ 2116-3968

의

견학과 체험을 통해 쓰레기를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느껴봅니다.
신청대상

관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운영기간

학기 중 주 1회(09:00 ~ 11:30)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여름방학 기간 : 주민대상 체험학교 운영

교육장소

강북구 재활용 선별장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교육내용

재활용품 분류 및 쓰레기 소각현장 견학, 난방에너지로 전환하는
원리교육, 영상 시청

문

의

자원순환과 ☎ 2116-3827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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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
프로그램
우리구에서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학교란?

주중 창의·인성 체험 마을학교 프로그램 안내

문화, 예술, 체육,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
들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신청대상

미취학, 초 · 중 · 고등학생

신청방법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nest2.nowon.kr)에서 희망하는
학교 신청

연번

매월 첫째주 목요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분야별 학교 인문 · 사회, 창의 · 공학, 예체능, 생활 · 기타 등
문 의 처

노원구청 마을공동체과(☎ 2116-0694~7)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nest2.nowon.kr)

TIP 마을학교 개설 안내
접수기간

상시

지원조건

신청자격

주민 누구나(개인, 단체 기관 등)

지원조건

5명 이상 노원구민인 청소년이 참여한 마을학교

지원범위

강사료(시간당 1~2만원), 교육공간, 학생모집

지원절차
주민신청
(마을학교지원센터)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매월 25일까지)

심의 및 선정
실무협의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마을학교 운영
(승인 다음달 초)

운영기간

대상

참가비

접수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

1

힐링마을학교
(에코팜, 노원EZ센터)

4월~11월
(8월 제외)

초4~6

무료

마을공동체과 문의 및 접수

2

에코마을학교

4월~11월
(8월 제외)

초

무료

마을공동체과 문의 및 접수

3

청소년안전체험 마을학교
(화재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4월~11월
(8월 제외)

초4~6

무료

마을공동체과 문의 및 접수

4

노원수학문화관 관람

1월~12월

초,중,고

입장료 1,000원

5

숲해설 투어 : 생태해설마을학교,
경춘선숲길투어, 불암산숲길힐
링투어

3월~11월

초,중,고

무료

생태해설마을학교(공원여가과 문의)
경춘선숲길투어(마을공동체과 문의)
불암산 숲길 힐링투어(마을공동체과 문의)

6

불암산나비정원 관람

1월~12월

초,중,고

무료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홈페이지접수

7

서울시립노원
청소년직업체험센터체험

1월~12월

초,중,고

5,00원~
10,000원

8

서울시립과학관관람

1월~12월

초,중,고

500원

9

노원우주학교 관람

마을학교홈페이지 →〔입학/개설/신청〕→ 〔마을학교 입학신청〕
신청기간

프로그램

노원수학문화관 전화 문의 및 접수
· 입장료 : 1인당 1,000원

센터 문의 및 접수
· 문의 : 070-8889-9483
별도 예약없이 현장 구매
· 문의 : 02-970-4500/4501

1월~12월

초,중,고

1,000원

4월~10월
(7,8월 제외)

초

무료

노원문화원사무국 문의
· 참가비 : 무료

노원우주학교 홈페이지 접수 · 입장료 : 1인당 1,000원

10

초등학생문화재 탐방교실

11

노원구의회견학

5월~12월

초,중,고

무료

구의회사무국 문의 및 접수

12

에코팜 체험

4월~12월

초3~6

무료

에코팜 문의 및 접수 · 문의 : 02-948-8514

13

중랑천환경센터 체험

1월~12월

초,중,고

무료

센터 문의 및 접수 · 참가비 : 무료

14

노원에코센터 체험

3월~12월

초,중,고

무료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02-3392-4910

15

노원EZ센터 체험

1월~12월

초,중,고

무료

노원환경재단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02-978-7800

16

불암산더불어숲

3월~12월

초,중,고

17

자원순환체험학교

4월~10월

초

무료

자원순환과 문의

18

역사의길 학습

1월~12월

초,중,고

무료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교육지원과

19

지구의길 학습

1월~12월

초,중,고

무료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교육지원과

20

어린이교통공원 체험

3월~11월
(8월 제외)

초1~3

무료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접수
· 문의 : 02-973-3925

21

도서관견학프로그램

3월~12월
(7,8월 제외)

초,중,고

무료

노원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3,000원~8,500원 노원구서비스공단 인터넷 접수

※ 일부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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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울려요!
노원구 전통
행사와 축제

태강릉 문화제

노원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문화재인 태릉과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사적 201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릉과 강릉을 연계하여 제향봉행과 어가행렬, 전통 체험 및 전시,
궁중 한복 패션쇼, 궁중음식 체험 등을 통해 노원구에 위치한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당현천 물축제

우리구에서는 전통문화를 계
승하는 다양한 전통행사와 감
동을 주고 몸도 건강하게 하
는 신나는 축제들이 해마다
열려요.

무더운 여름에 친환경 생태하천인 당현천에서 열리는 체험형 축제입니
다. 물속 체험(보물찾기, 물속 줄다리기, 달리기), 수박먹기 대회, 황토물
놀이, 물총쏘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물놀이의 즐거
움을 느껴보세요.
산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국가를 보호하고 마을을 지켜준다는 생각에서

산신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하던 산신제로는 수락산 산신제, 간촌
산신제, 불암산 산신제, 하계동 산신제 등이 있어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주민간 화합을 다지는 전통 마을굿입니

도당제

다. 우리 구에서는 중계본동 은행마을 도당제, 공릉동 공덕골 도당굿이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1

노원탈축제

2

3

4

옛 노원에서 이뤄지던 탈춤과 가면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마당을 만드는 노원의 대표축제입니다. 각양각색의 탈과 긴장감
넘치는 퍼레이드 경연대회, 수준 높은 비보이 공연대회, 마스크 패션쇼,
전통공연, 문화예술공연, 다양한 놀이체험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
고, 소통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에 어린이들도 함께 참여해보아요.

① 태강릉 문화제

② 당현천 물축제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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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당제

71 머리에 쏙쏙! 놀면서 배워요

어린이날 축제

노원 등(燈) 축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려요.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에

서울시 청계천과 도봉구에서만 멋진 등을 볼 수 있다구요? 아니에요.

서 공연도 하고 멋진 동물 매직 퍼레이드도 열려요. 롤러스케이트장에

테마가 있는 친환경 생태하천인 노원구 당현천에서 ‘달’을 테마로 멋진

서 부모님 손잡고 신나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답니다. 또 공

등이 설치되는 노원등축제가 개최됩니다. 당현천(당현3교~상명고등학

룡 전시, 마술·줄타기 공연, 브릭체험존, 로봇 게임 등 다양한 볼거리와

교 앞) 약 1km 구간에서 펼쳐지는 달을 닮은 둥근 등과 캐릭터 등, 그리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고 불빛터널! 매년 다양한 등을 전시해 멋진 볼거리와 낭만을 제공합니
다. 참, 재미있는 체험행사와 전시체험도 있답니다.

노원미래과학축제
드론과 로봇, VR, AR,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체험하

단오맞이 풍물놀이 한마당

고 배워볼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입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단오는 일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드론레이싱 대회에 참여해보고 로봇조립도 체험해보세요.

날로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민속명절 단오를 맞
이하여 노원구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창포머리감기, 장명루만

노원문화의거리 Art Festival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우리 모두 흔들흔들~ 춤과 공연에 우리 몸

들기, 사물놀이 등 단오에 행해지는 각종 전래놀이를 합니다.

을 맡기세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문화의거

초안산문화제

리 야외무대와 그 주변에서 펼쳐지는 멋진 댄스배틀과 서커스, 마임, 넌

노원구부터 도봉구까지 연결되어있는 초안산. 우리 노원구에서 이곳

버벌, 음악극, 거리극 등 다채로운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꿈 같은

에서 치성제를 개최해요. 조선시대 내시를 지낸 분들을 위한 안골치성

하루!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문화의거리에서 만나요!

제는 지금까지 노원에서만 11회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안골치성제
(산신제)와 더불어 전통문화공연과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 노원에 있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새해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민속축

는 역사문화를 되돌아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
공합니다.

제입니다. 사라져 가는 세시풍속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전통문화
를 체험할 수 있어요. 길놀이, 다리밟기, 쥐불놀이, 불깡통돌리기,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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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에서 하는 일

노원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노원구청에서 하는 일 76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78
보건소 84
구민과 함께하는 구의회 85
동주민센터 86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88
노원의 미래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90

노원구청에서
하는일

어린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살림하
는 것과 같이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합니다. 구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 향
상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
습니다. 자, 이제 구청은 어떤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눈에 펼쳐보는
구청조직도

구청장
비서실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복지국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힐링도시국

보건소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공동주택지원과

녹색환경과

미래도시과

보건위생과

자치안전과

재무과

생활복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푸른도시과

건강증진과

미디어홍보과

일자리경제과

어르신복지과

도시관리과

교통지도과

공원여가과

생활보건과

마을공동체과

세무1과

장애인복지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도시경관과

의약과

문화체육과

세무2과

여성가족과

토목과

치수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아동청소년과

공릉보건지소

교육지원과

상계보건지소

행정인력
찾아오는 길

월계보건지소

1,687명(구청 1,035명, 동주민센터 438명, 보건소 185명, 구의회 29명)
주

소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교

통

지하철

4호선 2번 출구 도보 12분, 7호선 7번 출구 도보 8분

버 스

1129, 1138, 1142

문

의

☎ 2116-3114 (www.no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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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법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구
민들의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조사하여 처리합니다.

미디어홍보과 구청에서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신문·방송을 통해 홍보하고 인
터넷 방송국과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소
식지 ‘힐링노원’을 만들고 ‘뉴스레터’도 만듭니다. 홈
페이지와 컴퓨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사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구청의 여러 부서를 지원하고,직원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관리·지원하며,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문화체육과 축제, 음악회 등 각종 문화 예술 행사를

기획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체육시설을 관리
해 주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지원합니다.

민원여권과 각종 민원서류 및 공문서 등을 접수·분

마을공동체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

류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결혼할 때 출생신고와

교 안에서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도서관에서 편안하

여권도 발급해 줍니다.

록 공동체 공간과 활동, 협동경제를 지원하고 마을학

자치안전과 여러분 집 근처의 동 주민센터가 잘 운영

구민체육대회(문화체육과)

혼인신고 등을 처리합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필요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하며 백화점이나 상가 , 전

통시장 등을 관리해 구민이 물건을 사고파는데 불편함
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세무1과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무2과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합니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원하여 우리구의

등을 부과합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구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

획을 세우는 곳입니다. 여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
서에 나누어 주어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고칩니다.

재무과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

고 구청의 사업이나 물건을 사기 위한 계약업무를 담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미디어홍보과)

마을커뮤니티활동(마을공동체과)

당합니다.

창업, 취업지원(일자리경제과)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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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의 부동

어르신복지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복지관과

산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땅값을 조사하여 부동산

경로당을 짓고 관리하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

을 사고팔 때 알맞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

와줍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줍니다.

지원하거나 봉사활동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조사하여 도와줍
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고, 푸드마켓도 운영
합니다.

생활복지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계비나 교
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기
술을 배우게 하여 스스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
는 일을 합니다.

빌려주거나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편안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의료비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우

어린이 원어민영어캠프(교육지원과)

리구의 장애인시설을 관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문화예

도시재생과 주택이 낡은 지역을 개발하고 환경 개선

여성가족과 여성과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범

술활동, 아이돌봄, 아동통합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

을 통해 주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족한 부분을 지원해줍니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등

램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이 우리구에 안정

합니다.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일

죄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고 부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 가족들을 지원해서 다 함께 행복
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리 및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도시관리과 편리한 도로·공원·학교 등의 시설을 지

역에 알맞게 배치하고, 도로와 하천 등 행정재산을 관

교육지원과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

리합니다.

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학문화관, 평생교육원,

여성교육센터 운영과 함께 영어화상학습 시스템을 운
영·관리합니다.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한 건물에 여

러집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
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의 날(장애인복지과)

아이휴센터(아동청소년과)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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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도, 육교, 가로등 관리(토목과)

자원재활용, 쓰레기 수거ㆍ운반(자원순환과)

건축과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잘못 짓는 건물

교통행정과 주민들이 마을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

다. 재난발생 시 위험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 아름답

다. 또한 자동차 등록·말소 등의 업무를 합니다.

이 없도록 감독하며,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검사합니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거나 정류장을 설치합니

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합니다.

토목과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보수를 하고 가로

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또 다리나 육교 등

교통지도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질서

를 확립하고, 도로안내판 등 교통 관련 시설물을 정비
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의 안전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를 모아 운반하거나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가게를 관리합니다. 또 재활용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합니다.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노원구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업

무를 합니다. 소음이나 먼지 등에 의해 생활불편이 있
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처리해줍니다. 석유
판매업소와 가스시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도시경관과)

치수과 빗물이나 생활하수가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수도를 고치거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합니다. 비

힐링도시국
미래도시과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구 발전을 앞당
기고, 서울 동북부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업무
를 합니다.

공원여가과 나비정원, 불빛정원, 산림치유센터 등 주

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각

종 시설 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시농업(텃
밭, 양봉 등)도 지원합니다.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도로나 건물등의 간판을 정

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푸른도시과 도로변이나 산, 공원 등에 나무와 꽃 등

을 심고 가꾸며,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관
리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산불이 일어나
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가 많이 오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
는 업무를 합니다.
초안산 캠핑장(푸른도시과)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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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입니
다. 허약한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건
강관리도 해주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이웃들을 방문해 건강을 돌보아 드리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치
아홈메우기도 해줍니다. www.nowon.kr/health

보건소

구민과
함께하는
구의회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구청과 구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법 '조례' 를 만들거나, 새로 고치는
일, 노원구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사용했는지 확인
하는 일, 한 해 동안 구청에서 구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 확인하고 잘
못한 일을 감시합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
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보건사업   영유아 예방접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평생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월계동, 중계동, 상

지원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계동, 공릉동에 5개의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해

방문해 진료를 합니다.

정기적인 체력측정과 체성분 분석, 혈압, 기초혈액검

의료지원사업   암을 빨리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

록 암검진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에게 의료비 지원도 해드립니다.

건강사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

진, 금연사업, 절주사업,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

한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사업,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신체활동 사업, 어린이들의
건강체중 유지를 위한 비만사업 등을 합니다.

조

례

노원구민을 위해 노원구에서 만든 법률 http://council.nowon.kr

사 등의 기초건강을 측정해주고 평생건강관리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존중사업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생명존중대
책을 세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열린 보건소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주민

들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합니다.

심폐소생술 사업  갑작스런 심장마비 환자가 발

생할 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폐
소생술 전용 상설 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의원(21명)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 임기는 4년
의

장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

부 의 장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
위 원 회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경우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

꿈나무 건강상담실 운영   꿈나무 건강상담실

으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자와 함께 건강체크, 성분 측정, 건강설문을 통해 개

상임위원회의 종류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은 가족의 건강 체중관리를 위해 아동청소년과 보호

별적인 건강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
를 유도합니다.

위원회가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음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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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 집 가까이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편리한 주민생활을 위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
볼까요?

출생·사망신고, 전입신고,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주민등록증 발급
반상회 및 통·반장 회의
자치회관 운영, 동 작은도서관 운영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민방위 대원들을 관리, 교육하는 일
결연사업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 돕기, 결식아동 지원
장애인 등록 관리, 어르신복지,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관리
통장복지도우미, 마을살피미, 생명지킴이 관리·지원, 복지 소외계층 발굴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안내

자치회관에서 배워요

자치회관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을 의논하고, 지역
에 알맞은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곳입
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은 탁구, 방송댄스, 한자교실, 독서논술, 공
예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습니다.

Tip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안내
월계1동

☎ 2116-2403

중계4동

☎ 2116-2714

월계2동

☎ 2116-2435

상계1동

☎ 2116-2747

월계3동

☎ 2116-2463

상계2동

☎ 2116-2773

공릉1동

☎ 2116-2493

상계3·4동 ☎ 2116-2806

공릉2동

☎ 2116-2524

상계5동

하계1동

☎ 2116-2563

상계6·7동 ☎ 2116-2854

하계2동

☎ 2116-2592

상계8동

☎ 2116-2884

중계본동

☎ 2116-2614

상계9동

☎ 2116-2913

중계1동

☎ 2116-2643

상계10동

☎ 2116-2943

☎ 2116-2835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궁금하다고요?

노원평생문화교육정보포털
(http://lll.nowon.kr)
'자치회관' 클릭하세요

중계2·3동 ☎ 2116-2676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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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노원경찰서 (☎ 182)

노원세무서 (☎ 3499-0200)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각종 범죄나 사고를 예방하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기관입니다.

고 차량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교통을 정리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고 세무 관련 증명서도 발급해 줍니다.

북부교육지원청 (☎ 3499-6990)

노원소방서 (☎6981-6873, 6911)

학교를 짓고 학생과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일, 학생들이

불을 끄거나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급히

방과 후 다니는 학원에 관한 일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합니다.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 952-1390)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등 국가의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곳입니

노원우체국 (☎ 950-3226)
우리가 주고받는 편지, 소포 등의 우편물을 전달해 주고 은행업무(예금,
송금, 공과금 수납 등)도 담당합니다.

다. 선거가 없을 때는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
어주는 공명선거 홍보나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 등을 합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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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원구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지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답니다. 나날이
발전해 나아가는 힐링도시 노원구의 미래 모습,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신나요
자연과 함께 쉬어가요

물놀이장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서울 동북부 최초의 어린이 전용극장 개설과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릴
세계명화전을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하게 된답니다.

우리구는 녹지가 전체 면적의 62%가 넘는, 자연환경이 무척 좋은 곳이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우리 동네 물놀이장이 지금보다

에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힐링타운을 조성 중입니다.

더 늘어나고, 어울림 체육센터, 수락산 일대 종합체육시설, 공릉동 구

불암산에는 나비정원을 중심으로 산림치유센터, 온실카페, 더불어 숲

민체육센터 등이 새롭게 건립되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요.

캠핑장이 생기고, 영축산에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순환산책로가,

부모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수락산 동막골에는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설치될 거예요.
그리고 경춘선 숲길공원은 관광테마파크로 꾸며져 더욱 멋진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자연 속에서 잠깐 쉬어 가 보는 것은 어때요?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경춘선숲길 철도 공원
상계5동 생활체육시설

순환산책로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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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우리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어요. 보다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도

내 꿈을 키워요
우주학교 빅히스토리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요.
어린이날 축제와 미래과학축제를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쌓을

움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도 열린답니다.

상계동 일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복지

하계동 어린이문화복합시설에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문화창

중심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 중이에요.

작공간과 학교 내 쉼터 문화예술플랫폼에서 그 솜씨를 마음껏 발휘해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 이동건강버스로 직접 찾아가서 돌보기

볼 수 있을 거예요.

도 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도 건립해 누
구나 차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키운 꿈이 바로 노원구의 미래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우리 노원, 기대되지 않나요?
행정복합타운 조감도

더불어숲

늘품터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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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든 떠나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노선과 왕십리역부터 상계역을 잇는 동북
선 도시철도를 통해 눈 깜짝할 새 수도권 어디든 도착할 수 있어요.

일자리가 가득해요
메이커스원

그리고 KTX열차가 광운대역에서 정차해 서울 밖으로의 여행 또한 더 편
리해진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가 많으면 더욱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거예요.

낡아서 울퉁불퉁해진 도로를 반듯하게 정비하고, 계단뿐인 지하철역에 에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자리는 신경제 중심지가 되어 세계적인

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일상속의 교통 이용도 훨씬

대형병원과 연구소들이 들어서고, 광운대 역세권이 동북권의 새로운 지역

쾌적해질 거예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 많은 일자리들이 생긴답니다.

이젠, 멀리 사는 친구도 금방 만날 수 있겠죠?

또한, 3D프린터·레이저커팅기 등 최첨단 장비를 배울 수 있는 ‘노원메이
커스원’, 공유주방을 통해 실력있는 주방장을 육성하는 ‘나도 쉐프다’, 상
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창업디딤터’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동북선 경전철

내일은 우리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까요?

에스컬레이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감도

광운대역세권 조감도

G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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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제로주택
에너지제로
주택

노원
이지센터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원에 에너지제로주택이
만들어졌어요.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노원에 에너지제로주택이
들어섰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석유, 석탄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지지만 하계동에 지

요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구온난화가 일

어진 노원 에너지제로주택(EZ House)은 냉·난방, 급

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뿐

탕, 조명, 환기에 필요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

열과 같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다. 도대체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필요성을 배우고 기술을 체험

온난화는 석탄, 석유 등을 사용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

해볼 수 있도록 주택단지 내에는 홍보관(노원이지센

소(Co2) 등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

터)도 지었으니 많은 친구들이 견학을 와서 볼 수 있었

존층을 파괴하여 우주로 반사되어야 하는 복사열 에

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계동 한곳이지만 가까운 미래

너지가 반사되지 못하고 직접 흡수되어 지구가 점점

에는 우리나라의 새로 짓는 모든 집이 냉·난방, 급탕,

더워지는 현상이에요.

조명, 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대기 중에 온실 가스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가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들이 온실효과를 증가시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것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기 중 온실가스가

이죠.

감소되어 다시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노원 이지체험
주택

노원 이지센터(EZ Center)는 국내최초로 지어진 친

노원 이지체험주택은 숙박체험을 통해, 국내최초로

환경 에너지 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EZ

지어진 친환경 에너지 자립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

House)의 홍보관으로, 에너지제로주택이 왜 필요한지

택의 필요성과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곳이예요.

와 관련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의 장

에너지제로주택에 직접 살아보면 어떤 느낌일지, 또

이예요. 현재 지구는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

는 에너지제로주택에 들어간 기술은 어떤 것일지 궁

여 심각한 온난화에 직면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

금하다면 이지체험주택에서 직접 숙박을 해보면 좋을

인간뿐 아니라 지구전체의 멸종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노원 이지체험주택을 이용하고 싶다고요?

제로주택은 점차 필수가 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노원 이지센터에 전화 (☎978-7800)를 통해 예약하면

노원 이지센터를 방문해서 에너지제로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수한 기술을 직접 체험해서 에너지제

숙박체험을 할 수 있어요.

로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
어요.

노원 이지센터를 방문하고 싶다고요?
노원 이지센터에 전화 (☎978-7800)를 통해 예약하거
나, 관람시간 내 (평일 10시~17시) 자유롭게 방문하여
관람할 수도 있어요.
※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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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에너지
태양광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우리가 쓰는 전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

커다란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TV, 냉장고, 컴퓨터 등을

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 보내오는 것입니다.

사는 동네의 건물과 아파트, 집 지붕위에 발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자연의 에너지인 태양을

이런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 및

하고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해야 하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구청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합니다.

자연의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며, 해가 뜨는 낮

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사

과 백화점 같은 대형건물의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

하지만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환경

이면 열심히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는 우리들은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단독주택 지붕 등에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로 이용

을 오염시키고, 원자력발전소는 예기치 못한 사고

자연이 만든 건강한 에너지, 태양광발전소에 많은

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를 자립해서 사용할 수 있

할 수 있는 작은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가 발생할 경우 그 주변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는 곳이 됩니다.
물론 많이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광

이러한 환경 오염과 위험성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발전소를 도시에서 조금씩만 만들어가면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발전소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로인해

바로 자연의 에너지인 태양과 바람을 이용하여 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
을 보호하고 보전하게 됩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니다.

바로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 입니다.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소는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
게 전기를 생산하자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2012년
10월 구청주차장에 1호기를, 2018년 상계고등학교
옥상에 74kw급 2호기를 건립하였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100

101 부 록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차지하고 있어,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처리가 곤란

20~30년생 소나무 149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이

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

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승용차 한대가 서울-부산을

입니다.

4.8회 왕복할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같습니다.

전체 음식물의 약 1/7이 버려지고 있으며 연간 약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

18조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4인)이

일 수 없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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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다함께 지켜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178대의 CCTV를 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노원구 관내 주택가, 도로 공원, 학교 등에 설치된
1,990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
를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구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유괴, 성폭행 등 어린이
대상 각종 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촬영
및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린이 위급 상황 발생 시
CCTV에 설치된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관제
센터에서 경찰출동을 요청해 위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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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아동친화도시 노원 만들기
아동친화도시는 무엇인가요?
노원구는 전세계의 어린이를 돕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라는 단체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아동친화도시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에요. 아동들이 말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아동들
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 가치를 모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에요. 노원구는 아동
의 이익에 관련된 것만큼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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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복나누기
희망천사가 되어주세요!
하나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하지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랍니다.

매월 삼천원 이상
기부하기

나만의 특별한 기부데이를
만들어 보세요

셋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

매월 용돈을 아껴 삼천원을 기부해 보세요.

어디를 가더라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나와 같은 삼천원의 희망천사 4명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모이면 어려운 친구의 방학 중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답니다.

꿈과 희망을 키워줍니다.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요.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 어른들께 받았던
용돈 중 10% 만 기부해 보세요.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어요.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돼요.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둘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모아보세요

희망을 나누는 천사가
되고 싶다고요?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집안에서, 서랍속에서, 책가방에서 잠자고 있는

집 근처 동주민센터나 노원교육복지재단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동전을 모아보세요. 매일 아픔으로 고통받는

( ☎ 949-7920~1)으로 연락해서 천사되기를

친구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돼요!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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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눔입니다.
「노원구 행복을 키우는 희망천사가 되어주세요」

희망천사님들의 마음과 정성을‘꼭’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기부금은 노원지역화폐(NW)에 적립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천사 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공제를 위해 필수 입력 요망

성 명(소속)

소득공제를 위해 필수 입력 요망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2항(영수증발행)

연 락 처
주

소

(새주소로 작성)

E-mail
우편번호 : (

재단 뉴스레터 발송 사용

)

소득공제를 위해 필수 입력 요망

후원신청
후
후

원

C M S
출
금
내
역
이체날짜

월
납
은행명

□ 3만원

원

내

□ 2만원

용

□ 1만원

(자동이체 가능 계좌)

계 좌 번 호

예금주

예금주생년월일

□ 10일

□ 5천원

□ 3천원

□ 기타 (

원)

※ 후원자와 예금주가 같을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5일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함)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와 재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부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금회와 재단,구청에서 수행하는 아래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이 불가합니다.
가.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나.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제공, 다. 정기기부금의 CMS(금융결제원)연계 출금처리, 라. 노원지역화폐(NW)
적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1.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
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
고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모금회, 재단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모금회, 재단에서 처리하는 기부금, 회원관리 관련 업무(발급ㆍ기부내역제공, 우편물 및 소식지발송, 노원지역화폐 적립 등)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개인정보 등(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주민등록번호 : 기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2.기타 :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2. 본인은 모금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기부금의 자동 출금을 위한 금융결제원, 기부내역의 소득공제 확인을 위한 국세청, 노원지역화폐(NW) 적립을 위한 노원구청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기기부금의 출금 및 기부금 소득공제 근거자료 활용, 노원지역화폐(NW) 적립 혜택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주민등록번호 : 기부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
2.기타 :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3. 본인은 위 1∼2호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모금회가 처리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가) 본 사업은 사회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원구청, 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합모금사업입니다.
나) 약정금액은 접수완료 후 다음달부터 CMS 출금이체 되며, 후원영수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다) 후원내역은 재단홈페이지 ‘나의 기부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연말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출금일은 매월 10일, 25일 중 신청일자에 출금되며, 신청일자가 주말&공휴일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출금됩니다.
마) 본 신청서에 가입하신 내용은 후원을 위한 정보로만 사용됩니다. <문의처 : 노원교육복지재단 ☎ 070-49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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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교육복지재단 팩스(949-7922) 또는 노원구 각 동주민센터 및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 원 자 (예금주)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