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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영국 테이트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술 작품들을 노원구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빛'이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 등 총 110개의 작품이
전시된다. 2022년 5월 8일까지
볼 수 있다. 햇빛이 따뜻한 봄,

미술관으로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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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쉬운, 힐링 노원』 은 쉬운 정보로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
발달장애인은
쉬운 정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휴식을 더하는 힐링도시

미래를 향한 젊은 교육도시

나눔이 있는 따뜻한 건강복지도시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

쉼표가 있는 문화도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도시

노원구민의전당이 문을 열었다
노원구 중계동의 노원구민회관은 건물이 낡아서 노원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사를 한 뒤, 2021년 1월에 '노원구민의전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하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로 교통도 편리하다.
679개의 자리가 있는 대강당에서는 공연과 행사가 열린다.
지하에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도 있다.

2021년 11월에는 노원구의 자원봉사자와 노원구민들을 위해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무대 조명, 스피커 등의 장비가 전문 예술 공연장처럼 뛰어나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바꾼 노원구민의전당 덕분에 노원구민들이
더욱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서비스공단 ☎ 02-2289-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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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스포츠타운
불암산, 초안산 등에 있는 스포츠타운이 새로워졌다.

한 가지 운동만 할 수 있던 운동장을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 스포츠타운에서는 축구, 풋살,

야구, 론볼,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 테니스장의

불암산 론볼장

초안산 풋살장

초안산 테니스장

초안산 테니스장 휴게실

휴게실도 더 깨끗해졌다.
예약하는 방법

노원구서비스공단 통합예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다.

❶ 회원 가입을 한다.

개인

❷ 운동장 사용을 신청한다.
❸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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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회원 가입을 한다.

팀

❷ 팀을 등록하고 서류를 낸다.
❸ 운동장 사용을 신청한다.
❹ 결제한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서비스공단 ☎ 02-2289-6700

알기쉬운 노원생활정보
생활 공구*를 빌릴 수 있는 동 주민센터

* 생활 공구 : 집에서 사용하는 공구.

공구는 물건을 만들거나 고칠 때 쓰는 도구다.
칼, 망치, 드라이버 등 종류가 다양하다.

동 주민센터에서 생활 공구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예약은 할 수 없고, 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빌려야 한다.
동 주민센터마다 빌릴 수 있는 공구의 종류가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빌릴 수 있는 공구 종류
빌릴 때 필요한 것

칼, 톱, 망치, 드라이버 등
신분증, 보증금*

* 보증금 : 물건을 빌릴 때 내는 돈. 물건을 돌려주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돈을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공구를 빌리는 비용은 무료다. 보증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동 주민센터마다 다르다.

동 주민센터 연락처
월계2동

☎ 02-2116-2437

공릉1동

☎ 02-2116-2497

월계3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10동

☎ 02-2116-2464

☎ 02-2116-2528
☎ 02-2116-2564

산역

☎ 02-2116-2596

수락

☎ 02-2116-2621
☎ 02-2116-2649
☎ 02-2116-2676
☎ 02-2116-2714
☎ 02-2116-2778

역

상계5동

마들

☎ 02-2116-2799
☎ 02-2116-2834

상계10동

☎ 02-2116-2862
☎ 02-2116-2944

역
노원

도자기를 직접 만들고, 전시장, 가마실* 등을 구경할 수 있는

역

녹천

체험장이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예약하는 방법

중계2·3동

역

중계

하계1동

* 가마실 : 가마가 있는 방. 가마는 불이나 전기로 도자기를 굽는 시설이다.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상계2동

상계6·7동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이용할 수 있는 요일

상계

초안산

화요일 ~ 일요일

역

하계
월계2동

오전 10시 ~ 오후 6시

역

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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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2동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다.

공

역
운대

광

월계3동

역

석계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예약 바로 가기

❶ 핸드폰 카메라로

위 QR 코드를 찍는다.

❷ 신청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누른다.

❸ 예약하기를 누른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초안산 도자기 체험장 ☎ 02-3297-3953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 02-2116-0545

공

육사체육관 탁구장
육사체육관 탁구장에는 16개의 탁구대가 있다.
한번 가면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요일

화요일 ~ 일요일

이용료

평일 1,500원ㅣ주말·공휴일 1,950원

이용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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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상계3·4동

예약하는 방법

육사체육관 탁구장에

개역

당고

직접 찾아가거나,
불암산

계역

오전 9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중계4동

오른쪽과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다.

육사체육관 탁구장
대관 예약 바로 가기

❶ 핸드폰 카메라로

위의 QR 코드를 찍는다.

중계1동

❷ 가장 아래에 있는

대관예약하기를 누른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 070-4159-4851

중계본동

스팀 세척기*가 있는 자전거 대여소

* 스팀 세척기

: 스팀을 이용해 물건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
물이 끓어서 생기는 수증기를 스팀이라고 한다.

노원구에는 스팀 세척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역

공릉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 집에 있는 자전거가 더러워졌을 때,

육군사관학교
공릉2동

공릉1동

역

자전거 대여소에 있는 스팀 세척기로 자전거를 깨끗하게

대역

화랑

입구

태릉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시간
스팀 세척기
자전거 대여소

닦을 수 있다.

3월 ~ 11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월요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2월, 11월 (오전 9시 ~ 오후 6시)

3월 ~ 10월 (오전 8시 ~ 오후 7시)

※ 명절, 선거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위치

상계역 자전거 대여소

상계역 근처

섬밭길 자전거 대여소

공릉역 근처

어린이교통공원 자전거 대여소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02-2116-0632

중계역 근처

중랑천에 펼쳐진 꽃밭 산책길
2021년 11월, 중랑천의 월릉교 다리와 한천교 다리 밑에
특별한 꽃밭이 생겼다. 키가 작은 나무, 아름다운 꽃을

다양하게 심었다. 꽃밭 안에 산책길도 생겨 꽃을 구경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따뜻한 햇빛 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봄이다.

1 6 석계역
한천초등학교

꽃밭 산책길

월릉교
꽃밭 산책길

중랑천

한천교
7 공릉역

공릉초등학교

6 7
태릉입구역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 02-2116-0653

집으로 장난감을 배달해 주는 '토이 붕붕'
노원구는 장난감을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 놀이아띠'를

장난감 도서관 놀이아띠의 회원이면 1년에 5번까지 서비스를

도서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노원구는

10~14일 동안 빌릴 수 있다. 회원이 되려면 1년에 1만 5천 원을

2008년부터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장난감을 빌리려면 장난감
2022년 1월 17일부터 장난감을 집으로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토이 붕붕'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에 장난감 2개를 빌릴 수 있고,

내야 한다. 신청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청 여성가족과 ☎ 02-2116-3731

직접 가기 어려웠는데,
배달해 줘서 정말 좋아요!

발전하는 중랑천
중랑천과 당현천의 물길이 만나는 곳에는 긴 벽이 있다.

칙칙했던 회색 벽 위에 얼마 전 여러 장의 사진이 걸렸다.

노원구에 있는 멋진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마치 전시장처럼
꾸며놓은 것이다. 사진을 보면서 '노원구에 이런 멋진 곳이
있구나' 생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지금 중랑천에는 큰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창동교 다리와 상계교 다리 사이에 새로운 다리를 짓는 공사

▲ 공사

중인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중 일부 도로를 지하에 만드는 공사
중랑천 물가에 문화 공원을 짓는 공사

공사 때문에 지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더욱 편하고 아름다워질 중랑천의 모습을 기대해 보자.

* 동부간선도로 : 서울의 동쪽에 있는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도시의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하는 도로다.

▲ 미래의

중랑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휠체어, 전동 스쿠터 같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해야 할 때,
노원구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수리비가 더 많아진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는 금액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때는 15만 원)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때는 30만 원)

: 버는 돈이 아주 적거나 돈을 벌기 어려워 나라의 지원을 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은 아니지만 버는 돈이 적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노원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 신청하는

방법 : 사는 곳 근처의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신청

※ 수동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또는 전동 스쿠터)를 모두 갖고 있어도,
30만 원 넘게 지원받을 수는 없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 02-2116-3327

이웃의 안전을 위한
전동 킥보드* 사용 규칙
* 전동 킥보드 : 전기로 움직이는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고, 환경을 덜 오염시킨다.

하지만 사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노원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세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가장자리,

횡단보도 앞에 주차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세워야 한다. 전동 킥보드만 세울 수 있는 '킥보드 주차존'도
있다. 잘못된 곳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회사나

노원구가 3시간 안에 치운다. 잘못된 곳에 전동 킥보드를 세운 사람은 많으면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헬멧 쓰기

전동 킥보드를 세우면 안 되는 곳

•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횡단보도 앞

킥보드 주차존에 주차

• 버스 정류장, 택시 타는 곳 근처

(10m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한다.)

• 차가 다니는 도로, 점자 블록 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헬멧을 꼭 써야 한다. 술을 마시고 타거나,
1개의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타면 안 된다.

위 소식이 더 궁금하다면?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 02-2116-0632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가장자리에 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