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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이웃 · 나눔까지 생각하는‘착한소비’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스토어 36.5 / 카페 36.5

‘녹색장터 되살림’ 가게

사회적기업 제품을 한데 모아 전시 · 판매 및 카페운영

기증품, 재활용품을 이용한 리폼 상품 판매

▶위치 : 노원역 4번 출구(롯데백화점 지하 출구)
▶운영
스토어 : 10:00~19:00(홍삼제품, 친환경의류, EM, 친환경문구 등)
카페 : 09:00~21:00(생과일주스, 케이크, 음료, 커피류, 쿠키 등)

▶위치 : 롯데백화점 지하출구 앞(7호선 4번출구)
▶운영 : 월~일(공휴일제외) 10:00~19:00
▶내용: 의류, 멀티탭 할인, 주방용품, 자전거 등 판매
(녹색장터되살림 ☎ 930-6201)

(스토어 36.5 ☎ 3391-3650, 카페 36.5 ☎ 3391-3652)

아름다운 가게 …… 공릉점

진목공방

기증받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

가구 제작·판매 및 D.I.Y. 교육

▶위치 : 7호선 공릉역 3번출구(공릉점)
▶운영 : 월~토 10:30~18:00
▶내용: 의류, 주방용품, 가방, 신발 등 잡화, 소형가전제품 판매
▶기증물품 수거요청 및 자원봉사 문의는 ☎ 1577-1113

▶위치 : 상계5동 389-125 지층(상계역 2번출구 보람아파트 방향)
▶운영 : 월~금 09:30~18:30
▶blog.naver.com/jinmok_diy
(㈜진목 ☎ 932-0010)

(아름다운 가게 공릉점 ☎ 906-2299)

별난공방

북카페 마을 …… 노원골사람들
유기농 공정무역 커피판매, 소모임 공간 대여
▶위치 : 수락산디자인거리 끝자락(수락한신아파트 정문 앞)
▶운영 : 월~토 10:00~20:00
▶bookcafefh.blog.me
(북카페 마을 ☎ 070-4126-1433)

윤리적 소비 라고도 불리는

액세서리, 의류, 소형 목공예품, 천연비누 등 판매 및
매주 주얼리 디자이너 교육

'착한 소비' 는 물건을 살 때

▶위치 : 마들역 지하 1층 (노원문화의집 내)
▶운영 : 월~금 10:00~19:00
▶교육 : 매주 월 · 목 16:00

친환경 · 로컬푸드· 공정무역 제품인지

(별난공방 ☎ 3392-0807)

따져보고 싼 값만 고집하기 보다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소비

'함께걸음' 의료생협
친환경제품과 유기농 한약재 판매

공정거래무역 유기농 커피 판매
수익금은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기부

▶위치 : 상계동 389-356(상계중앙시장 부근)
▶내용 : 면생리대, 천연비누, 공진단, 쌍화탕 등
▶www.healthcoop.or.kr
(함께걸음 의료생협 ☎ 937-5368)
(함께걸음 한의원 ☎ 937-5369)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노원구청 카페 'Coffee Tomorrow'

▶위치 : 노원구청 1층 로비
▶운영 : 월~금 08:00~18:00
▶내용 : 커피, 쿠키, 머핀, 스무디 등 판매

기부, 작은 정성으로 큰 기쁨을 받는 일

▶도움이 필요하면

▶후원방법

• 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재단 전화

• 정기후원 : 매월 2천 원 이상 후원

• 대상

• 물품후원 : 쌀, 의류, 생필품 등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공제 가능

⇨ 주 소득자의 가출, 수감, 질병, 부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한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비 및 수술비가 필요한 가구
⇨임대료 · 전기 · 가스체납ㆍ주거불안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위기상황, 가족해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 949-7920~1
노원구는 마을공동체 복원의 두 번째 걸음으로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실천과제 중 기부를 통한
‘희망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청소년
⇨ 도움이 절실하나 법적인 요건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

• 저소득 가정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청소년 ‘꿈 장학금’ 지원
• 아동ㆍ청소년 교복비, 학습비 등 지원

⇨ 학업중단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청소년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직업훈련비

▶노원교육복지재단이 하는 일

(www,newf.or.kr)
(노원구민회관 3층)

•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의 우수프로그램 지원
• 연극관람 등 문화체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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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2013년 한눈에 보는 노원구 예산 현황
보건 ·
13,405

산업진흥
1,316

노인
청소년
61,759

지역
개발
4,500 환경 및 산업

기타
3,303

기본경비
9,605

보건복지
287,146
(57.0%)

20,769
(41%)

환경보호
14,953

단위 : 백만원

선거관리 지방행정
784
1,727

취약계층
106,418

평생교육
700

여성·보육
102,261

··

체육
2,074

일반 공공행정
42,674
(8.5%)
예비비
5,317
(1.1%)

기타행정
110,015
(21.0%)

문화
예술
7,022

인력운영비
100,410

·
초
중등
교육
11,905

교육 ·문화
21,701
(4.3%)

도로 등
4,413

도로·교통
15,686
(3.1%)

일반행정
40,163

대중교통 등
11,273

(기획예산과 ☎ 2116-3164)

[일반회계 488,267백만 원]

내 집 앞ㆍ내 점포 앞 눈치우기
구민 여러분의 자발
적인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꼭
필요합니다.

총예산 503,307백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복수여권 및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2천 원씩 인하됩니다. 또한 여권유효기간 연
장 우편안내, 여권교부 우체국 특별배송서비스, 야간 여
권민원실(매주 수요일) 등 주민편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우리구 정책에 반영하고자
사이버 생생토론방을 다양한 주제로 365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생생토론방-나도한마디' 코너에 좋
은 의견을 주신 분께는 상품권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류

(토목과 ☎ 2116-4147)

[특별회계 15,040백만 원]

변경 전

변경 후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55.000원

53,000원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만 8세 이상~18세 미만)

47,000원

45,000원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35,000원

33,000원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여권

25,000원

23,000원

▶주제 : 마을이 아이들의 삶터
배움터ㆍ놀이터가 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
▶참여 :
구청 홈페이지(www.nowon.kr/ community)
→ 회원ㆍ비회원(실명인증, 공공아이핀) 로그인

(민원여권과 ☎ 2116-3283)

(기획예산과 ☎ 2116-3152)

그래프 노원

노원 상징배지 디자인 공모
행복공동체 복원과 노원의 자긍심 고취
▶응모기간 : 3.22(금) 18:00 까지
▶응모자격 : 제한없음
▶공모주제
•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노원
▶응모방법 : 홈페이지(www.nowon.kr),
전자우편(gomdori08@nowon.go.kr),
우편발송
▶시상 : 최우수상(1명, 100만 원) / 우수상
(2명, 각 50만 원) / 장려상(3명, 각 30만 원) /
참가상(5명, 각 2만 원)
▶1인당 3개 작품까지 등록 가능
▶결과발표: 4. 9(화) 예정
(디지털홍보과 ☎ 2116-3424)

연령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우리엄마 탄소발자국은
얼마나 될까?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확인해 보세요
▶노원구청 홈페이지/ '탄소 발자국' 클릭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탄소 발자국' 클릭

65,261명(인구대비 10.8%)
70대이상
60대
50대

1,050명(1.6%)
2,791명(4.3%)
7,800명(11.9%)

40대

14,626명(22.4%)

30대

8,001명(12.3%)

20대
19세이하

7,062명(10.8%)
23,931명(36.7%)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녹색환경과 ☎ 2116-3200)

노원구 2012년 재능나눔 (기부강사)
등록현황 181명
(예능74, 체육20, 언어25, 교과16, 기타46)

2011년기준 노원구

26.2회

70대이상

19.9회

60대

12.7회

50대

7.8회

40대

4.5회

30대

4.5회

20대

2.7회 19세이하

(1인당 연평균 봉사횟수)
출처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우리말 다듬기, 웹서핑→누리검색(흥밋거리를 찾아 인터넷에 개설된 여러 사이트에 이리저리 접속하는 일을 가리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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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2013 달라지는 제도 및 생활

노원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42곳 개방
동아리모임 등 자유롭게 사용가능
▶개방일 : 1.1부터
▶개방공간 : 구청, 동주민센터, 노원문화예술회관,
구민회관 등
▶신청 : 공공서비스 예약(yeyak.seoul.go.kr)
		
→시설대관
▶이용료는 시설ㆍ규모 등에 따라 다름
(자치행정과 ☎ 2116-3131)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영업규제
1. 13(일) 부터 시행
▶규제내용
ㆍ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ㆍ의무휴업일 지정 : 둘째ㆍ넷째 일요일(월 2회)
▶규제대상
ㆍ대형마트 :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ㆍ준대규모점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보육료ㆍ유아학비ㆍ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뇌수막염 추가 확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대상
ㆍ보육료 및 유아학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ㆍ가정양육수당 : 가정 양육하는 만 0세~5세
▶신청 : 2.1부터 ▶시행 : 3.1(금)
▶지원금액
ㆍ보육료 : 만 0세 394,000 원, 만 1세 347,000 원,
만 2세 286,000 원, 만 3세~5세 220,000원
ㆍ양육수당 :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 원,
만 3세~5세 10만 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백신 : 11종[BCG(피내용), B형간염, DTaP, 폴리오,
MMR, DTaP-IPV,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 뇌수막염]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nip.cdc.go.kr)에서 확인
▶시행 : 3.1(금)

(여성가족과 보육료결정담당 ☎ 2116-3724)
(양육수당담당 ☎ 2116-3721 / 각 동주민센터)

청년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금 지급
예산 범위 내 2년간 지원(월 275,000)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청년미취업자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대상기업 : 국가산업의 기능기술분야 기업 및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시행일 : 2013. 3월

우리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 공릉동 도깨비시장
▶기간 : 연중 계속(둘째ㆍ넷째 일요일)
▶내용 : 할인행사,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서울시 창업취업지원과 ☎ 2133-5505)

(일자리경제과 ☎ 2116-3484, 3488)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2013년부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시행일 : 2013. 6. 8(토)

우리구에서는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본인사망 시 유가족에게 소정의「사망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
유공자
▶금액 : 20만 원(1인당)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013. 1. 1 이후 사망자부터 지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2023-7848)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대상 : 공립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1~2학년
▶지원내용 :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학교급식비
		
(중식) 지원
▶시행일 : 3.1(금)
(교육지원과 ☎ 2116-3227)

(생활건강과 ☎ 2116-4511)

생활임금제도 도입
노원구 위탁시설 또는 위탁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 월 1,357,000원
(201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원의 58%)
▶시행일 : 1.1
(일자리경제과 ☎ 2116-3479)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80%를 보장(기존 90%,
100%)하는 상품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가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요내용
ㆍ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ㆍ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3년→1년) 및 보험기간
현실화(최대 15년)
ㆍ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
(금융위원회 보험과 ☎ 2156-9831)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주요내용
ㆍ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기한 연장
-2012년 말 → 2015년 말
ㆍ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2012년 말 → 2015년 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2100-3926)

(복지정책과 ☎ 2116-3647)

우리동네 협동조합……

상계1동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먹거리 협동조합(준) ‘노원산타마을’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원산타마을'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제품(비즈, 비누 등)
을 집에서 손수 만들어 팔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분을 찾아
공동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 취급물품
ㆍ고춧가루, 무, 갓, 들기름, 들깨(연천 청산면)
ㆍ방사 유정란(연천 청산면), 일반계란(포천 영북면)
ㆍ천일염, 단맛나는 소금(전남 무안)
ㆍ건오미자, 건산수유, 건구기자(전남 구례)
ㆍ건개나무열매(연천 청산면)
ㆍ각종 산나물 절임(취나물, 명이나물, 곰취)
ㆍ각종 수제 볶음고추장
ㆍ현미쌀(강원 간성), 잡화꿀(강원 고성)

또한 보건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홀몸어르신들이 직접
콩나물을 키워 판매한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쓰는 콩나물
사업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조합원 모임
ㆍ일시 : 매주 목요일 10:00~12:00
10:30~11:00 새로 등록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 설명회 		

♣ 조합원 가입

♣ 이용방법

11:00~12:00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모임

ㆍ1좌(10,000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출자금은 탈퇴 시 반환
ㆍ최초 조합원은 교육과정에 참여(1회 이상)

ㆍ다음카페 ‘노원산타마을생협
(cafe.daum.net/santatown-nowon)’가입 주문
또는 전화신청

ㆍ장소 : 상계1동주민센터 주민사랑방(2층)

(먹거리협동조합추진준비위원회 촌장 성광현 ☎ 010-5320-0207)

우리말 다듬기, 웹툰→누리터쪽그림[웹(web)과 카툰(cartoon)의 합성어로 인터넷 웹상에서 연재되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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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원구의회
진보정당 최초의 노원구의회 의원,
서민에게 희망주고 싶어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2년, 제가

보행 환경을 꼽았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는 갈 수 없

몸담고 있는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가 4

는 길이 너무 많아 이동 편의 시설을 꼭 개선하고 싶다는

이상희 의원 (하계2동, 중계2 · 3동, 상계6 · 7동)

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내준 지지와 기

의견을 내놓았다.

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많은 실망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면서 하반기를 보내느라 의

조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은 명확하다. 장애인 복지 증

구의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새

욕적이고 왕성한 활동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로 인

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 타운’건립이다. 뇌졸중

누리당,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닌 진

해 진보진영이 혼란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

이나 중풍 등 후유 장애에 따른 물리치료를 안정적으

보정당 소속 최초의 구의원입니다.

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반성하고 성찰 속에서 서민들

로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 시설이다. 종합복지 타운에

정당공천으로 기초단체 의원 선거

에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잡

는 이밖에도 자립과 생존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능

가 실시된 이후, 노원구에서는 무소

아나가겠습니다.

을 키워주는 ‘직업 재활센터’도 꼭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속을 포함해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공직자의 당선이 전
무한 상황이었으나 저의 구의회 진출은 노원구 정치지

올 겨울은 지독히도 춥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겨울이
추워야 겨울답고 눈도 많이 와야 농사가 풍년든다고 하

여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예능을 배우고 공연

지만, 도시 서민들 살림살이는 춥고 눈 많이 오면 움츠러

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체력 단련실, 전용 수영장까

이제 노원구의회 의원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

들기 마련입니다. 2013년 한 해 노원구의 서민들, 어려

지 갖춘다면 장애인 정책에 획기적인 틀이 갖추어 질 수

습니다. 시간은 그야말로 쏜살 같이 지나갑니다. 시민

운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덜하도록 보살피

있다고 본다.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진보정당 의원

고 노력하는 한 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이 노원구 의회와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많이 받으십시오

형에서 여러모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의원은 지난 2011

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의회에 들어오

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조례’를 발

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 여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의해 통과시켰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

남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쓸 것

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함으로

조남수 의원

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야권연대로 치르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연대 사항을 구

중계동에 거주하는 노원구의회

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주안점이

조남수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

그렇다고 조의원이 장애인 정책에만 관심이 있는 것

되었습니다. 특히 노원구에 노동복지 센터를 건립하고

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중증 지체

은 아니다. 청년이나 장년층에 비해 관심이 덜한 65세

잘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청과 여러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10여 년 간 ‘

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나 자신이 몸

선배 의원님들도 날로 어려워지는 노동 조건 하에서 노

곰두리 자원봉사 연합회’를 이끌어

이 불편해 다른 의원보다 활동력은 부족하겠지만 일 하

동자의 권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

오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널리 퍼

고자 하는 의욕 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조의원.

어서 2012년 6월 문을 연 노동복지 센터가 짧은 기간이

져있는 장애인에 대한 제약과 편견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지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그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모범으로 자리잡아가
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2013년은 역시 정책 합의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도 그와 연관이

사항이었던 주거복지 센터 등의 추진에 좀 더 집중하고

깊다. “장애인은 근로 능력이 부족한데다 사회적 편견

자 합니다.

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열악한

의 환한 표정에서 노원의 장애인 정책에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었다.
(노원구의회사무국 ☎ 2116-3398)

노원애향장학회 장학생 신청·접수

2013년부터 집에서 편지·등기 부치세요

2013 평창스페셜올림픽 29일 개막

고등학생(20%) 대학생(80%) 선발
▶신청 : 2. 1~2. 28 (1개월간)
▶인원 : 00명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우수자
▶자격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접수 : 노원애향장학회사무국(노원문화원 3층),
		
각 동주민센터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시행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

▶신청 :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1300,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방문접수 수수료
1통(천 원)/ 10통(6천 원)/ 100통(만 원)/
500통(2만 원)/ 1000통(3만 원)
※우편요금은 1통 당 일반 270원, 등기 1,900 원 별도 부과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1300)

(노원애향장학회 사무국 ☎ 938-0312)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기간 : 1. 31(목)까지 신청 및 납부
▶신청 : 인터넷(etax.seoul.go.kr), 전화, 구청방문
(부과과 ☎ 2116-3570)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대상 : 각종 면허소지자(2013.1. 1 현재)
▶기간 : 1.16(수)~1.31(목)
▶방법 :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etax.seoul.go.kr) 등
(부과과 ☎ 2116-3584)

스페셜올림픽은 1만
원짜리 입장권 하나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알펜시아와 용평
리조트의 스키 리프트,
스키 렌탈, 눈썰매장,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
인근 유료 관광시설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대회 기간(1. 29 ~2. 5)중 열리는 각종 문화
행사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구매 :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www.2013sopoc.org)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
(서울사무소 ☎ 725-2013 )

우리말 다듬기, 이모티콘→그림말(컴퓨터 자판의 각종 기호와 글자를 조합해서 감정, 모양, 소리 따위를 그림처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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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ㆍ기후변화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과학실험교실 운영

북부여성발전센터 교육생 모집(2013. 1분기)

▶교육기간 : 2 .5(화)~2. 22(금)
▶모집기간 : 1. 15(화)~1. 31(목)
▶모집방법 : 인터넷(www.seoulese.or.kr), 선착순
▶등록비 : 월 16,500원(재료비 포함)
▶모집인원 : 프로그램 별 20명
▶프로그램 : 펀사이언스, 천문우주교실, 생명과학교실,
과학연극교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 : 1. 31(목)까지 방문접수(선착순)
▶교육 : 1.7(월)~3.30(토) 12주
▶분야 : 정보화, 강사양성, 조리제빵, 미용,
의상, 공예 등 100여 개 강좌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 971-6232)

저소득층의 자격증 무료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생 모집
사회복지사 2급 또는 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 총 10명
▶신청기간 : 1. 28(월)~2. 8(금)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졸 학력
이상으로 컴퓨터 사용능력 보유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교육기관 : 중앙원격평생교육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교육방법 : 온라인 수업 진행(실습과목 제외)
(사회보장과 ☎ 2116-3707, 중앙원격평생교육원 ☎ 1577-0792)

무료-해법실험과학지도사 모집

맑은 공기, 따스한 햇살 가득한

구립 화랑아띠 어린이집 개원
지난 해 12월 14일,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군인관
사 내에 구립 화랑아띠 어린이집(원장 박태인)이 개
원하여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신청 : 1. 2(수)~1. 21(화)
▶교육 : 2. 5(화)~3. 26(화) 10:00~12:00
▶비용 : 무료
▶신청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홈페이지 참조)

무료-새일집단상담 프로그램 모집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5명
▶교육 : 2월부터 격주 월~금 9:30-13:30
(점심제공)
▶비용 : 무료
▶신청 : 방문접수(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북부여성발전센터 ☎ 972-5506)
(bukbu.seoulwomen.or.kr)

제2회 노원 '동양고전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기간 : 2. 15(금)~2. 22(금)
▶대상 : 누구나(노원구민 우선권)
▶신청 : 인터넷(www.nowon.kr) 및 방문접수
(수강료 입금 등록 순)
▶비용 : 6만~9만 원(12주, 주 1회 2시간)
▶과목 : 천자문, 논어, 맹자, 주역, 시경
▶장소 : 노원평생교육원(구청 맞은편 우체국 뒤)

앞마당엔 놀이시설이, 뒷마당엔 매화나무가 꽃망
울을 달고 있는 육사 아파트공원이, 옆으로는 청둥오
리가 사는 시내가 자리한 이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된
구비는 설계·건축비 일부와 기자재 구입비 포함 모
두 6800만 원 남짓이라 한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측
에서 건축 후 노원구에 20년간 무상 임대하였기에 가
능했던 것이다.
다만 그 특수성을 고려, 정원의 50%는 군인가족에
게 배정하고 50%만 일반 주민에게 배정하는데, 일반
주민으로 둘째 자녀를 이곳에 보내는 양혜영(39세,
공릉동)씨는 매우 흡족해하며 현재 교실부족으로 없
는 만 5세반이 생기길 간절히 희망했다.

(평생학습과 ☎ 2116-3995)

연면적 388㎡(약 117평)의 단층건물로 정원 80명
인 이 어린이집은 육사내 양궁장, 승마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영유아
공교육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듯하다.

노원 원어민영어 화상학습 '성인반 강좌' 모집
▶대상 : 만 20세 이상 주민 (60명 선착순)
▶신청 : 2. 18(월)~2. 27(수), NISE 홈페이지
(www.nise.kr/ad) 선착순
▶비용 : 64,000원(교재비 별도)
▶교육 : 3. 5~4. 30 화ㆍ목 16:20~18:00
▶장소 : 구청 3층 정보화교육장
(NISE학습지원콜센터 ☎ 1577-0585, 평생학습과 ☎ 2116-3989)

(문의 ☎ 070-4667-2250)
명예기자 김명화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상담센터’
교통사고 궁굼증 해소를 위한 무료 서비스
(도로교통공단 ☎ 1666-4572)

최근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노원경찰서 ☎ 1566-0112)

여름에는 폭염 · 겨울에는 혹한, 지구온난화의 두 얼굴
기후변화,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

급격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 왜 이리 변덕이 심할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최근의 기상관측
기록을 보면 역대 최고기록을 자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편리만을 추구하던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였다. 폭염·폭우·가뭄 등 급격한 기후
변화의 결과는 식량생산에 치명적이고, 새로운 질병을

사실이다. 기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
실적 문제이다.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
하고 절실한 상태가 된 것이다.

수상한 사계절, 기후가 변하고 있다
2000년~2008년 서울의 기온이 -10℃를 밑돈 날은
6.2일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7일, 2010년에는
무려 27일로 늘었고, 2012년 겨울에도 13일에 달했다.
기상학자들은 인류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
한다면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극심한 기상이변이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너지는 절약하고 지구는 차갑게
지금의 지구는 온난화 열병으로 숲은 사라지고, 사막
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깨끗한 물이 부족하여 매년 오
염된 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해수면도 계속 상
승하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외래종과 바다에
쌓인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제품 사용, 자원 재활용, 나무
심고 가꾸기 등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아파서 울고 있는 지구를 고치고 살리게 되어, 깨끗한
지구! 건강한 지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
을까?

우리말 다듬기, 치어리더→흥돋움이(운동 경기에서, 관중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응원 구호를 외치는 사람)

6

알림 마당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중랑ㆍ노원 적십자 보건안전교육센터 강습 안내

▶기간 : 1. 28(월)까지
▶자격
ㆍ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ㆍ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전자우편 제출
(ajoptoo@nowon.go.kr)
※신청서는 홈페이지(www.nowon.kr)에서 다운로드

▶대상 : 만 30세 이상 노원구 주민
▶과정 : 컴퓨터기초, 한글2007, 엑셀2007, 파워포인트
2007, 생활속 인터넷, 사진꾸미기 및 동영상
만들기, 한글2007중급
▶장소 : 구청, 공릉2동주민센터, 노원평생교육원,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계2ㆍ3동 공공복합청사
▶비용 : 월 1만 원(당첨확인 후 무통장 입금)
▶접수 : 1. 21(월)~1. 30(수)
▶교육 : 2. 4(월)~2. 28(금), (월ㆍ수ㆍ금/화ㆍ목)
▶신청 : 인터넷 신청(http://lll.nowon.kr) 후 전산추첨
※ 컴퓨터기초반은 전화접수 가능
▶발표 : 1.31(목) 10:00(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

▶인원 : 30명 (선착순, 전화접수)

(복지정책과 ☎ 2116-3643)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자원봉사자 모집

강습명
응급처치법일반강습
어르신 이야기 사랑방 응급처치법

강습비

대상

기간

강습시간

4만 원

누구나

2.25(월)~27일(수)

14:00~18:00

무료

어르신

매월 첫 번째 수요일

14:00~16:00

친정엄마의 마음을 담은 영유아
응급처치법

무료

초보부모
예비부모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4:00~16:00

심폐소생술 특강

1만 원

누구나

10명 이상 단체신청시 운영

일정협의

영어로 배우는
심폐소생술

매월 셋째주 토요일
2만 원 누구나
10:00~17:00
(단, 8월은 5번째 토요일)
10명 이상 단체신청시 신청단체일정
1만 원 초중고학생
운영
협의 운영

응급처치법 + 심폐소생술

5만 원

심폐소생술 일반강습

1. 28(월) ~ 29(화)
누구나

▶대상 : 지체 1ㆍ2급 장애인
▶접수 : 전화(선착순)
(평생학습과 ☎ 2116-3995)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老-老케어) 참여자 모집

(복지정책과 ☎ 2116-3653)

▶신청 : 1. 2(수)~모집완료 시까지
▶대상
ㆍ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주민등록등본 상 홀몸어르신)
ㆍ임대아파트 거주 홀몸어르신 우선 선정
※ 신청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보조를 받고 있는 자
- 정부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모집 : 40명(월 20만 원)
▶근무 : 1월~12월(12개월), 월 36시간(주3회)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1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접수처 :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중계주공3단지 아파트 내)

구립 노원실버카페 안내
매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차를
판매하는 휴게쉼터 및 열린 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위치 : 중계근린공원 내(노원구민회관 옆)
▶운영 : 10:00~20:00(동절기) 첫째주 월요일 휴관
ㆍ공연 : 매일 1회, 15:00~16:00(악기연주, 노래, 무용 등)
ㆍ카페, 안마의자, 인터넷부스, 무료강의 등
(구립노원실버카페 ☎ 949-3757)
(cafe.daum.net/NowonSiverCafe)

09:00~18:00

10명이상 단체신청시 운영

무료 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

▶모집 : 2월 말까지
▶활동 : 2013. 3월까지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 봉사시간 인정
(중ㆍ고등학생 등)
▶내용 : 연탄나눔, 따뜻한 방 만들기 등 희망온돌 자원봉사

2. 14(목) ~ 15(금)

(중계종합사회복지관 ☎ 952-0333~5)

노인건강교육일반과정

2만 원

누구나

매 짝수달 마지막 월요일 10:00~17:00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

무료

어르신

10명이상 단체신청시 운영

신청단체일정
협의 운영

4만 원

누구나

매 홀수달
마지막 월∙화요일

10:00~17:00

심리사회적지지프로그램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경우 폐강 또는 일정 변경(☎ 951-0468)

기록적인 한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있으면
☎ 120으로 신고해주세요
서울시 한파대책상황본부 (☎ 2113-0041~50)

우리구에서는 건설공사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
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하도급부조리신고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부
조리로 인해 피해받은 분들의 신고바랍니다.
▶설치장소 : 구청 감사담당관(3층)
▶신고대상 : 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신고내용 :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이중계약 등
▶신고방법 : 방문, 전화, 120 다산콜센터 등
(감사담당관 ☎ 2116-3068)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활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 교육장
노원에코(Eco)센터 - 2월 수강생 모집

교육비ㆍ실습비ㆍ교재비 무료, 교육 후 취업알선
▶모집 : 2. 15까지(준고령과정 : 2. 8까지)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1. 7이전)

(노원에코센터 ☎ 2116-4402~5)

▶접수 : 2013년 1월 25일 ~ 2월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전 마감
▶신청 : 인터넷(http://ecocenter.nowon.kr)
▶단체 신청은 전화 문의(사전 연락 없이 불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불이익)
▶찾아오시는길 : 7호선 중계역 5번출구에서 노원마들스타디움 방향으로 도보 300m / 버스 1120, 1144, 102
구분
기후변화
에너지

에코
디자인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참가비

기후변화 & 에너지의 이해

화, 수, 목, 금
10:00~11:40

유아ㆍ초등
단체

무료

에너지 절약 교실
[절전 멀티탭만들기]

목(21일, 28일)
10:00~11:40

초등
개인

2천 원

천연비누, 립밤 만들기
[자연에서 온 비누와 립밤]

매주 금
15:00~16:30

가족(2인)
개인

2천 원

전통 짚풀공예
[짚풀줄게~새끼줄 다오~]

매주 수
15:00~16:30

초등
개인

천원

고사리손 환경요리
[노릇노릇 두부동그랑땡]

초등
개인

3천 원

초등
개인

무료

겨울방학 탐구생활 2
[동·식물의 겨울나기]

매주 토
14:30~16:00
매주 화
15:00~16:30
*4주 연속신청 가능
매주 토
10:30~12:00

가족
개인

천원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철새교실]

매주 토
13:00~15:00

가족
개인

무료

겨울방학 탐구생활 1
[겨울, 자연 탐구생활]
생태환경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교육생 모집

주간1년과정
(18세 이상)
(09:00~16:30)

LED광고디자인 32명, 신재생그린에너지(가스) 39명
공조냉동시스템 39명, 미디어출판디자인 35명
웹프로그래밍 36명, 의료전자 35명
자동차컬러디자인 33명, 전기시스템제어 38명
품질비파괴검사 38명
청년희망디딤돌과정(35세까지) :
그린카정비 32명, 자동차차체정비(판금) 32명

야간6개월과정
(18세 이상)
(18:30~21:40)
준고령자과정
(50세 이상)
(09:00~16:30)
청장년과정
(18세~50세)
(09:00~14:40)
재직자과정
(18세 이상)
(15:30~22:00)

LED전자(조명) 33명, 신재생그린에너지(가스) 33명
그린카정비 33명, 미디어출판디자인 33명
에너지관리(보일러) 33명, 웹디자인 33명
자동차차체정비(판금) 33명, 자동차도장 33명
전기내선공사 33명, 전기용접 33명, 조경관리 33명
도배 30명, 조경관리 60명

산림관리 30명, 직업상담사 40명

전기기능장(야간) 30명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ukedu.or.kr) 참조
(북부기술교육원 ☎ 2092-4700, 4800)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수질기준 58개 항목에
적합판정, 먹는 물로 안전하다. (2012. 12월 공표)
(북부수도사업소 ☎3146-3251)

우리말 다듬기, 치킨게임→끝장승부(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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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마당

보건소과 함께하는

클릭!

건 강 코 너
http://health.nowon.seoul.kr

구강보건센터 운영
▶대상 : 노원구 주민
▶내용
ㆍ어르신불소도포(만 65세 이상)
ㆍ어린이 불소도포(6~7세)
ㆍ구취측정 및 플라그 검사 후 구강보
건교육 실시
ㆍ장애인치과진료(둘째ㆍ넷째 목요
일 오전)
▶장소 :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

▶접수 : 출생 40일 전 ~ 출생 후 20일
까지
▶지원 :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있음)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 2116-4350)

태아 기형아 무료검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부 16주~18주
▶장소 : 노원구보건소 2층 모성실
▶신청 : 전화예약(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생활건강과 모성실 ☎ 2116-4510)

실속형 그린포장 농산물 판매
이번 설에는 포장은 줄이고, 실속은 늘린‘
그린포장 농산물’을 구입하면 어떨까요? 화
려한 포장이 없는 과일선물세트는 자원도 아
끼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 2116-4356)

150㎡ 이상 음식점에서 흡연 금지
▶시행 : 2012.12.8부터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제과점

(의약과 금연클리닉 ☎2116-4538~41)

▶기간 : 2.15(금) 까지
▶자격 : 누구나
▶주제 : 공릉동 국수거리가 모든
국민들이 꼭 와보고 싶은 명품
거리로, 국수하면 떠오르는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
(www.nowon.kr) 및 우편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제출

최초목격자의 신속한 대처로 돌연사 예방
▶대상 : 고위험 가족 및 지역주민 등
▶평일교육(3회)
ㆍ10:00~11:30, 14:00~15:30,
16:00~17:30
▶토요교육(2회)
ㆍ2. 2 / 2.16 / 2.23 10:00~11:30
▶야간교육(2회) : 2.13 / 2.27
19:00~20:30
▶장소 : 심폐소생술 교육장(구청 1층)
▶접수 : 전화, 방문, 인터넷
(www.nowon.kr/health/)
▶봉사활동 신청 학생
(초등3년~고등학생)은‘1365봉사
활동사이트’회원가입 필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및 장애인 산모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치매 선별 검사
ㆍ대상 :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ㆍ기간 : 월~금요일 09:00~18:00
ㆍ방법 : 치매지원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치매정밀검사 및 원인확진검사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위생용품 및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치매가족모임 및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 예방 교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2116-4315~19)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2)

(의약과 심폐소생술 교육장 ☎ 2116-3321~3)

▶대상
ㆍ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ㆍ1년 이상 거주한 노원구민 중 1급~
3급 장애인 산모

(☎ 911-7778 노원구청 5층)

공릉동 국수거리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대상 : 모유수유가 어려운 분
▶장소 : 노원구보건소 4층 교육실
▶일정 : 2.26(화), 09:00~10:00
10:00~11:00 11:00~12:00
▶신청 : 전화예약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 2116-4349)

(구강보건센터 ☎ 2116-4594~5)

1 : 1 모유수유 클리닉

(매주 수요일 21:30까지 연장)
▶이동금연클리닉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별도 신청

가까운 평생건강관리센터 이용하세요
▶대상 : 20세 이상 노원구민
▶내용 : 체력측정, 기본검사,
운동처방 등(무료)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ㆍ상계평생건강관리센터
노원구보건소 4층(☎ 2116-4466)
ㆍ중계평생건강관리센터
중계2·3동 복합청사 2층
(☎ 2116-4455)
ㆍ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월계헬스케어센터 2층
(☎ 2116-4567)
▶야간 상담실 운영(18:00~21:30)
ㆍ상계센터(매주 수요일),
ㆍ중계ㆍ월계센터(1·3주 수요일)
▶준비사항 : 검사 전 6시간 금식,
신분등 지참

▶대상 : 노원구 주민(나이 제한 없음)
▶신청 : 수시 모집(전화문의)
▶일시 : 매주 화요일 10:00(4주)

‘뇌 건강’교육 참여
▶일시 : 2.18(월) 14:00
▶대상 : 노원구 주민
▶장소 : 노원구청 5층 치매지원센터
▶강사 : 박건우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홍보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 홍보캠페인 및 행사보조,
방문객 안내 등

똑똑!!한 재가방문 인지건강프로젝트
전문적인 전산화 인지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노원구 거주 초기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함
▶기간 : 1월~10월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8)

건강기능 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확인 하세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인증마크 또는‘건강기능
식품’문구를 확인하고 구입

▶대상 : 노원구 거주자 및 직장을 가진
흡연자
▶시간 : 평일 09:00~18:00

(보건위생과 ☎ 2116-4322~5)

어르신교실 안내

알쏭달쏭 메뉴판은 이제그만
음식점 등 가격 표시제 시행
▶모든 식품접객업소 ‘최종지불 가격’으로 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150㎡ 이상 음식점‘옥외가격 표시제’시행(1.31일자)
▶위반 시 (5. 1부터) : 1차(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영업정지 15일)
(보건위생과 ☎ 2116-4317)

(1월~3월)

명칭

운영

문의

주요 프로그램

상계동 루카시니어 아카데미

주1회(수요일)
10:00~12:00

☎952-2631

교양강의, 노래교실, 한글반, 요가, 악기,
만들기 수업

상지요셉 노인대학

주1회(목요일)
10:00~12:00

☎948-6282

미술, 율동, 건강체조, 소고치기, 하모니카,
노래교실

양업시니어 아카데미

주1회(수요일)
10:00~12:00

☎3391-7900

워킹댄스, 치매강의, 장기자랑

노원시니어 아카데미

주1회(목요일)
10:00~12:00

☎933-9981

라인댄스, 종이접기, 합창, 민요, 서예, 탁구

상계행복대학

주1회(토요일)
10:00~12:00

☎936-1410

건강특강, 마술 및 웃음치료

수정경로대학

주1회(수요일)
10:00~12:00

☎971-8200

맷돌체조, 노래교실,마술쇼,신바람건강교실,
웃음치료, 송편만들기, 구연동화

삼일경로대학

주1회(수요일)
10:00~12:00

☎936-9604

건강체조교실, 레크레이션, 이미용봉사

태릉성당 지혜대학

주1회(금요일)
10:00~12:00

☎3296-3891

장구, 요가, 건강체조, 웃음치료, 생신잔치

대건기로대학

주1회(목요일)
10:00~12:00

☎934-0081

종이공예, 건강특강, 체험학습, 영화감상,
탁구교실, 만들기체험

공능행복대학

주1회(수요일)
10:00~12:00

☎972-2231

만들기, 특강, 웃음치료, 에어로빅, 특강
건강체조, 탁구반, 노래교실, 영화감상,

프란치스꼬대학

주1회(수요일)
10:00~12:00

☎952-0150

노래교실, 종이접기, 여행체험, 율동,
네일아트, 쑥족욕, 생일잔치

바오로노인대학

주1회(화,목)격주

☎943-0037

만들기체험, 하모모니카배우기, 문예반,
노래교실, 요가, 건강체조 및 율동

우리말 다듬기, 캐리어→ 아이업개(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기구)

8

알림 마당
수락홀 문화공연장 수강생 모집(2013. 1기)
▶접수기간 : 1.28(월)15:00부터
(매주 수업시간에 선착순 접수)
▶접수장소 : 수락홀 문화공연장
(상계3ㆍ4동 공공복합청사)
▶강좌내용 : 노래교실(50명, 2만4천 원) / 댄스교실
(30명, 2만4천 원) / 요가교실(20명, 4만 원)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3급 이상,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문화체육과 ☎ 2116-3782)

인라인 무료강습
▶모집기간 : 2.20(수)~2.28(목)
▶교육장소 : 녹천교 밑 인라인장
▶모집방법 : 전화접수
▶수업기간 : 3월~9월
▶교육일시 : (화ㆍ목)/(수ㆍ금) 10:30~11:30
▶교육인원 : 반별 20명(선착순 마감)
▶준비물 : 인라인, 보호장비, 개인음료,
인라인보험가입증

법률홈닥터와 알아보는 생활법률상식

생활체육 종목 소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택견
택견은 문헌상으로 볼 때 삼국시대 이전으로 올
라가며, 고려시대에는 무인들의 무예로서 장려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민속경기의 하나로 정착되
었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국
민생활체육으로 전국에 보급되고 있으며 경기 방
식은 대접상태에서 상대방 넘어뜨리기 등으로 승
부를 가리게 된다. 모든 동작이 유연하고 율동적
으로 손과 발을 쓰는 택견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이
고 좁은 장소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문의 : 문화체육과 ☎ 2116-3779
노원구택견연합회장 ☎ 017-261-351

펠릿 보일러 설치로 난방비는 하강⇩, 실내온도는 상승⇧
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산
림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 같은 해 11월에 서울에서 처
음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 두 곳과 공공시설 한 곳에 펠
릿 보일러를 설치한 바 있다.

“아주 따숩고 좋아요.”노원구에 47년째 거주하
고 있다는 이순이(67세, 상계3ㆍ4동)씨는 펠릿보일러
의 효용을 묻는 질문에 반갑게 대답했다. 임파선 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신장염으로 혈액투석 중인 42세 미
혼인 아들, 단둘이 살고 있는 집안은 다행히 따뜻했다.

올해에도 노원구는 15가구 추가설치를 위한 산림청
예산을 확보했으며, 자치구 예산과 집수리 기금으로 저
소득 가정에 보일러를 무료설치해줄 계획이다. 또한 펠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과 환경,
토끼 두 마리 동시에 잡기
목재 펠릿 보일러는 접착제 없이 압축한 톱밥인
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보일러 등유 대비
41%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연소 시 환경오염
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펠릿을 싸게 공급 받아 한 달에 7만 원정도 들어요.
석유 보일러일 때는 겨울 한 달에 한 드럼 반(현 시세 45
만 원 상당)을 땠어요.”라고 말하는 이순이씨 댁에 목
재 펠릿 보일러가 설치된 이유는 폐목재를 활용한 보일

노원구태권도시범단 선수단 선발

A

임대차기간 중 주택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
지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
인이 평소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되었다면 집주인이 보일
러 수리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 일부를 부담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보일러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한 후 집주인에게 수리비
용을 청구하거나 수리에 든 액수만큼의 월차임 지급
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 중 법률상담ㆍ교육 등 법률서
비스가 필요한 기관은 법률홈닥터 전경인 변호사(☎ 21163505, 월~금, 10:00~17:00)께 문의 바랍니다.

(노원구생활체육회 ☎ 952-3433)

우리 이웃의 겨울나기

Q

임차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집
에 돌아와 보니 보일러가 동파되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습니다. 제 돈으로 수
리해야 하는지요?

릿 제조기를 노원구 목재 파쇄장에 설치, 직접 펠릿을
생산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녹색복지도시 노원의 기반
을 다져가고 있다.
러 설치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들의 난방비 절감과 이
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다.

펠릿보일러 아파트 및 가로수 전지목 등에서 발생한 폐목재나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압축해 일정크기로 생산한 목재펠릿을 사용하는 보일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의 기반을 다지다
(☎ 2116-3664)
명예기자 김명화

지난해 9월 노원구는 주)넥스트에너지코리아와 목

성인 문해교육
배움을 향한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한글교실 수강생모집

▶인원 : 30명(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
▶모집 : 1. 25(금)~2.20(수)
▶신청 : 노원구태권도 협회(월계동 922)
▶특전 : 활동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대체가능
		
우수선수 구청장 표창
▶주 2회(토ㆍ일 10:00~12:00) 및 각종 행사 참여
(노원구태권도협회 ☎ 939-2828)

기관명

교육시간

교육대상

문의처

월계종합사회복지관

화·수·목 10~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99-4211~3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평일 9~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48-0520~2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평일 9~11시

60세 이상 비문해자

☎ 952-0333~5

상계종합사회복지관

평일 10~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51-9930~2

북부종합사회복지관

평일 10~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34-7711~5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월·수·금 10~12시

성인 누구나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평일 10~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49-0700~3

노원노인종합복지관

평일 9~12시

만 60세 이상 비문해자

☎ 948-8540~5

마들사회복지관

수·금 9~11시

성인 누구나

☎ 971-8387~8

나눔야간학교

평일 18~21시

성인 누구나

☎ 949-0378

월·수·금 10~12시

성인 여성 누구나
월 2만 원

☎ 938-2609

마들여성학교

우리말 다듬기, 코드→ 성향(생각의 경향이 서로 같은 것을 가리켜 이를 때 쓰임)

☎ 94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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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기고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를 확보하라

거리를 거닐 때나 주변을 둘러 볼 때 사람들 표정이

사적 영역으로 보는 흐름이 강하다. 유럽 선진국들처

을 부릅뜨고 지켜볼 주체는 바로 시민이다. '권리 위에

예전보다 많이 어두워졌다. 어떤 사람은 희망이 안보

럼‘주거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사고의 대

잠자는 자' 는 보호받지 못한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

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나름

전환이 필요하다.

로 지키자.

의 잣대를 세워 과학적으로 따져 말한다.
국가가 공공임대 주택을 단기간에 100만호 이상 대
주거대란, 일자리 대란, 의료비 대란, 교육비 대란 탓
이라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량으로 확보하고 임대료를 소득비례로 낮추어서 주거

노원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 권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와 교육, 의료다.
주택 보급률이 101%에 이르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서민들을 가장 괴롭히는 요

존 주택과 아파트를 적극 사들이는 게 대안이다.

소는 주거 문제일 것이다. 전세, 반전세나 사글세로 월
소득의 20~30%를 쓰는 사람이 많고 더욱 가난한 사람
들은 소득의 40~50%를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2011년 현재 한국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4%대에
불과하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30%이르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그

새들도 집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집이 없

동안 너무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었다.

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명
사회에서 주거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다.
우리 사회는 주거 문제를 공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지난 총선 때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국민

(문의 ☎ 930-1180)

에게 약속한 주거 공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눈

노원주거복지센터 최창우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중계‘효아카데미’참여자 모집

사회적기업 -

▶모집 : 1.2(수)~2.20(수) 18:00
▶대상 : 아이를 사랑하는 어른
▶접수 : 방문
ㆍ노원정보도서관(☎ 950-0050)
ㆍ노원어린이도서관(☎ 933-7145)
ㆍ월계문화정보도서관(☎ 991-0871)
ㆍ상계문화정보도서관(☎ 3391-7882)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원구 거주)
▶시간 : 10:00~12:00(월1회, 토요일)
▶내용 : 공연관람, 민속놀이, 친환경제품만들기 등
▶신청 : 전화접수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노원의 새로운 길입니다.

▶활동 : 2. 27~28 교육 후, 책 읽어주기 및 책놀이
활동을 포함한 북스타트 사업 지원
북스타트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으로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의 풍요로운 관계 형성

(중계종합사회복지관 ☎ 952-0333)

엄마, 나 학교 가요!
2013 새내기 학부모 발돋움 교실
▶일시 : 1.30(수) 10:00 / 2.5(화) 18:30
▶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4층(창동역 2번 출구)
▶신청 : 전화접수(선착순)
▶비용 : 무료
(참교육학부모회 ☎ 902-9246)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995-6800)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나누듯
더불어 함께하는 방법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은 나눠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사회적 기업’
노원구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
다.

(상계문화정보도서관 ☎ 070-8853-1836)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2013학년도 1학기 등록안내
▶강의기간 : 3월~5월
▶접수기간 : 2.4(월)부터 개강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 홈페이지(http://exco.snu.ac.kr)
※ 세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875-9802~3)

교육문화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성인 : 한식조리사, 생활요리, 피아노, 컴퓨터,
제과제빵, 기타교실
▶아동 : 해법수학교실, 영어교실, 피아노교실
(수시모집)
▶아동·청소년 : 언어치료교실 / 예술심리치료교실 /
아트스쿨(화·목 16:00~16:50, 5세~초등1학년,
연령특성에 맞춘 그림그리기 및 조형 활동)
※수강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unggye.or.kr) 참조

장애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강좌 수강생 모집
▶대상 : 장애인, 한부모가족
▶모집 : 2. 4(월)~2.15(금) 10:00~17:00
▶신청 : 방문접수(구청 장애인지원과)
▶교육
ㆍ3. 4(월)~4.24(수), 매주 월ㆍ수 15:30~17:30
ㆍ중계2ㆍ3동공공복합청사 4층 정보화교육장
▶비용 : 무료
▶선발 : 1차 서류 심사 33명, 2차 면접 후
최종 22명 선발
(장애인지원과 ☎ 2116-3317)

제4기 KTV 캠퍼스 기자단 모집
▶대상 : 전국 대학(원)생, 휴학생(재학증명서 필요)
▶신청 : 2월 중순~3월 중순(홈페이지 확인)
▶활동 : 교육, 문화, 나눔 등 취재
ㆍKTV 뉴스 통해 리포트 방송
ㆍ건당 18만 원 지급
ㆍ매월 우수리포트 선정(30만 원 포상) 등
▶3월 말 발대식 및 워크숍(예정)
(캠퍼스리포트 ☎ 010-5352-3974)

▶동천 ☎ 974-2950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교육
ㆍ사업내용 : 모자제
작, 재제조 토너 카트
리지, 기술교육훈련 등
▶행복도시락 사랑의 손맛
☎ 932-9383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동체 기업으로 건강한
도시락 제공
ㆍ사업내용 : 주문자의 특성에 맞는 단체도시락
및 반찬류 판매
▶(주)더사랑
☎ 973-1051
ㆍ사업내용: 각종 문구제
품 주문판매
ㆍhttp://thesarang.co.kr
(일자리경제과 ☎ 2116-3476)

우리말 다듬기, 케이터링→맞춤밥상(계약에 맞추어 음식을 대신 차려 주는 일 또는 그런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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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정월대보름 이야기
세시풍속의 풍요와 선조들의 지혜, 숨은 건강을 배우다
우리의 정월대보름은 한껏 가슴을 설레게 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둥근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고 이날만
큼은 풍습에 따라 행사와 놀이가 행해져 동네마다 잔
치를 벌인 것처럼 떠들썩했었다. 집집마다 오곡밥과
나물반찬을 해서 정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
럼 지나갔다.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을 지나 본
격적인 새 생명의 활동을 알리는 정월대
보름은 음력 1월 15일로 1년 중 달이 가
장 밝고 크게 빛나는 날이다. 새해 들어
서 처음 맞이하는 보름날로서 큰 명절
로 여겼다.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 에
의하면 대보름에도 섣달 그믐날의 수세
하는 풍속과 같이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
고 밤을 새운다는 기록이 보인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간의 창조를 위한 신성
의례와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제의와 점세 및 놀이가 행해진다.
놀이에는 줄다리기가 있고 쥐불놀이, 다리 밟기, 연
날리기, 달집태우기, 달맞이, 지신밟기가 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난 사람에게 내 더위 사라
~ 더위를 많이 팔수록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대보름날 새벽에는 땅콩이나 잣, 호두, 밤 등 부럼
을 자기 나이 수대로 깨물며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
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ㆍ초중고 학교정보 공시, 재정ㆍ급식 현황, 학업
성취도, 학생ㆍ교원 현황 등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ㆍ대학 정보 공시, 등록금 현황, 취업률 현황,
학생ㆍ교원 현황 등
(교육과학기술부 ☎ 6222-6060)

대보름에 차려먹는 절식으로는 오
곡밥, 묵은나물, 부럼, 귀밝이술 등이
있으며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
는 날이다.
햇볕에 말린 묵은 나물을 물에 잘 씻
어서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세시풍속에는 숨어있는 건
강까지 챙기려는 자상함이 보여 더욱 아름답게 느껴
진다. 이 날에 먹는 오곡밥과 부럼, 귀밝이술에 담겨
있는 건강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알게 되면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금 감탄하게 된다.
정월대보름을 맞는 2월 24일은 잊혀가는 우리 문
화유산인 세시풍속을 체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를 바라며, 계사년의 한 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건강과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겨울이 기어간다

잔설 속에 번지는 매화향기
잊었던 연심 불러내고
새들과 노니는 바람소리에
세상 속으로 유랑을 떠나고파

얼었던 강물 풀리는 소리에 뒤척이는 밤

연시미행(煙視媚行)하는 봄
투명하고 향긋하다

지애주
시인, 수필가
노원문인협회 회장

노원구민과 함께 하는 신년음악회

'우레'가 표준어이다. 예전에는 '우뢰(雨雷)'로 쓰기
도 했는데 이는 우리말 '우레'를 한자어로 잘못 인
식하여 적은 것. 16세기 말의 가사 작품인 '관동
별곡'에 "들을 제 우레러니 보니 눈이로다"
에서와 같이 '우레'가 나타나 이 말이 한자어가 아
니라 고유어임을 옛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레'와 같은 의미인 '천둥'도 표준어이다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음악회
▶일시 : 1.25(금) 19:30~21:20
▶장소 : 노원성당 대성전(상계8동 소재)
▶내용 : 오트리니타스챔버 오케스트라&
합창단, 성악가 등 공연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국립국어원 ☎ 2669-9775)

무료 염(殮) 봉사 1,000회 '조광제'씨

그의 관심은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 그리고 지역을
향해 열려 있다. 크고 작은 지역의 행사는 물론 홀몸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 조광제씨는 조

움 틔우는 속삭임에

우리말 바로쓰기 - ‘우레(O)’ 와 ‘우뢰(X)’

용히 겸손하게 일하는 참 봉사자다.

르고 싶은 분.
그를 칭하는 수식어는 매우 다양하다. 상계6ㆍ7동
의 자원봉사캠프장, 주민자치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주민복지위원, 뿐 아니라 지난 2012년까지 해온
염봉사 1000회 기록을 갖고 있는 봉사왕이다. 왼손이

은빛햇살 어루만지는 나무

그 틈마다 살뜰하게 숨어있는 우주에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
을 돌보지 않고 애를 쓴다는 뜻의 봉
사(奉仕). 봉사와 인생을 함께하는 상
계6ㆍ7동의 보배 아니 대한민국의 보
배 조광제(62). 지치고 힘든 이웃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키다리아저씨로 부

지애주
따뜻한 기억 더듬어

보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온
집안의 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동국세시기에는‘청주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
면 귀가 밝아진다’ 이것을 귀밝이술
이라 한다.

명예기자 최성옥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정보가 궁금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봄의 서곡

어른들의 행동은 거울과 같다

르신과 청소년에 관련된 일에는 옷소매를 걷고 앞장선
다. 평소 그의 지론은 '비행청소년이 없어지려면 어른
들이 잘하면 된단다. 어른들의 행동이 거울과 같아서
좋은 본을 보이면 청소년 범죄는 자동 소멸된다고 한다'
그에게 봉사와 관련된 많은 일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무료 염(殮)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염(殮) 봉사 지난해로 1000회 기록
1995년 겨울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봉사를 하던 중
밤에 고가 밑에서 잠을 자다 동사한 행려병자를 본 후
시작된 염(殮) 봉사가 지난해로 1000회의 기록을 낳았
다. 올해도 열흘 남짓 지날 즈음 벌써 세 분의 망자를 보

(문화체육과 ☎ 2116-3787)
(노원성당 ☎ 933-9981)

내드렸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므로 생과 사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일이 보람됨을 그는 오래전 깨달았나보
다. 그래서 18년째 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에게는 조광
제씨의 따뜻한 손길이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가까
이에서 지켜본 조광제씨는 늘 웃는 모습에 해맑은 청년
의 이미지가 있다.
깡마른 체구와 달리 정이 많을 뿐 아니라 결혼해 분가
한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손자들을 돌보시는 다정한 할
아버지다. 홀몸 어르신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이고 선행을 천직으로 알고 사는 귀감이
되는 어른이다. 욕심 없이 다 내려놓고 사는 그가 세상
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아닐까! 새해 부자가 되고 싶
은 분들은 나눔으로 행복을 얻는 진정한 부자가 되길 희
망해 본다.

우리말 다듬기, 코르사주→맵시꽃(장신구의 하나. 여성들의 옷깃, 가슴, 허리 등에 다는 꽃묶음)

명예기자 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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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생활 체육마당
구청에서 만나는 독립영화 무료

감상회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www.nowonart.kr)

서울시뮤지컬단의 『호기심』

아트캠페인‘바람난 미술’전시
평면, 입체,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 작품
▶기간 : 1.31(목)까지 ※월요일 휴관
▶장소 : 서울특별시 시민청(지하1층)
▶비용 : 무료
(서울문화재단 ☎ 3290-7146)

한성백제박물관 금요시네마

청소년 성교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뮤지컬공연
▶일시 : 2.14(목) 19:30 / 2.16.(토) 14:00 17: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비용 : R석 15,000원, A석 10,000원
▶대상 : 11세 이상

노원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 공연
재비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힐링 콘서트」
▶일시 : 2. 22(금) 15:00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비용 : 전석 1,000원
▶대상 : 5세 이상

노원어울림극장
장일범과 함께하는 3Bass Bravi
▶일시 : 2. 28(목) 19:30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KT 노원지사 내)
▶비용 : 전석 20,000원
▶대상 : 8세 이상

마이프렌즈 마이러브

비버

▶일시 : 2. 6(수) 10:3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일시 : 2. 20(수) 10:3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2세 이상 관람가

초감각커플

밍크코트

▶일시 : 2.13(수) 10:3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2세 이상 관람가

▶일시 : 2. 27(수) 10:3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행정지원과 ☎ 2116-3083)

추억을 선사하는 노원청춘극장

무료 상영

▶일시 : 2.1(금) 18:30~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대강당(올림픽공원 내)
▶상영 : 마법사의 제자
▶비용 : 무료
(한성백제박물관 ☎ 2152-5915)

팀 버튼 展
팀 버튼의 소장품부터 그의 전설적인 영화들인 <가위
손>, <배트맨>, <찰리와 초콜릿 공장> 등에 관련된 작품
들까지 약 700여 점 전시
▶기간 : 4.14(일)까지
▶관람 : 평일(10:00~18:00), 토ㆍ일ㆍ공휴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비용 : 성인(1만2천 원) / 청소년(1만 원) /
어린이(8천 원)
▶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서울시립미술관 ☎ 2124-8800)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운율로 선율을 만드는 음악시인, 슈베르트
▶일시 : 1.27(일)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비용 : 무료
▶예매 : 홈페이지(www.nowonart.kr)

사운드 오브 뮤직

유브 갓 메일

▶일시 : 2. 6(수) 14: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일시 : 2. 20(수) 14: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말아톤

오만과 편견

노원구립실버악단 전속가수 모집

▶일시 : 2. 13(수) 14: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일시 : 2. 27(수) 14: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2명 선발, 2. 13(수)까지 방문접수
▶자격 : 만 45세 이상 노원구 거주자로서
노래에 재능있고 음악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자
▶신청 : 방문(구청 1층 어르신복지과)

(☎ 951-3355 www.nowonart.kr)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문화체육과 ☎ 2116-3786)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노원구립여성합창단 신규단원 정기모집

「노원구의 날」무료관람 행사
삼성 vs KGC 인삼공사 프로농구경기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일시 : 2.3(일) 14:00~
▶장소 : 잠실 학생 체육관
▶인원 : 선착순 1,000명
▶신청 : 전화, 방문, 전자우편
(yunleegu04@nowon.kr) 접수

▶모집 : 1.11(금)~2.3(일)
▶부문 : 소프라노, 메조, 알토
▶자격 : 노원구 거주, 만 25세 이상~만 45세
이하 여성
▶신청 : 인터넷(www.nowon.kr) 접수
※심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nowon.kr) 참조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사)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상설전시
무형문화재가 직접 만든 200여 점 작품전시 및 판매
▶기간 : 1.31(목)까지 ※월요일 휴관
▶장소 : 돈화문교육전시장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비용 : 무료
(돈화문교육전시장 ☎ 741-1303)

(문화체육과 ☎ 2116-3786)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2289-6800)

어린이축구ㆍ풋살 참가자 모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간체조교실

동천 실내빙상경기장

▶신청 : 2.4(월)~2.15(금)
▶접수 : 노원구청 문화체육과(방문, 선착순)
▶자격 : 노원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ㆍ 중학생
▶내용 :
• 어린이축구교실 : 초등학교 4~6년(30명)
• 어린이풋살교실 : 초등학교 4~6년(25명)
• 청소년풋살교실 : 중학생(20명)
▶운영 : 3월~12월, 주 3회(월 ㆍ수 ㆍ금)
※유니폼, 축구화 등 직접 준비 및 10명 이내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수강료 무료, 우천 시 휴강
▶별도신청 없이 운영장소에 직접 참여
※프로그램운영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 가능

일일자유이용, 노원경찰서 인근 위치
▶어린이 ㆍ청소년
ㆍ입장료(4천 원), 대화료(3천 원)
ㆍ운영(학기중) :
월~금 12:00~17:50 / 토 ㆍ일 10:00 ~17:50

(문화체육과 ☎ 2116~3779)

운영(월~금 )

장소

3~12월(20:00~21:00)

창동교 하단 배드민턴장

3~12월(19:30~20:30)

녹천교 하단 인라인장

3~12월(19:00~20:00)

한천교 하단 공릉동 측

3~12월(20:00~21:00)

한천교 하단 월계동 측

3~12월(18:00~19:00)

노해근린공원

3~12월(18:00~19:00)

중계근린공원
(문화체육과 ☎ 2116~3779)

※정규, 단체, 개인강습 등은 홈페이지(www.dcsports.co.kr) 참조
(동천재활체육센터 ☎ 949-9114)

광운대학교 국제규격 아이스링크장
▶개장 : 평일(14:00~17:00)
주말(12:00~17:00)
※여름·겨울방학 : 10:00 ~ 17:00
※입장료, 강습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icerink.kw.ac.kr) 참조
(광운대학교 아이스링크장 ☎ 909-3114, 909-1334)

우리말 다듬기, 크로스백→엇걸이가방(한쪽 어깨에서 다른 쪽 허리로 걸쳐 메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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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

오순도순
살맛나는이야기
월계1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익
명의 독지가가“그동안 어린 자녀가 모
아 온 돼지저금통을 헐어 마련했다.”
면서“기부가 행복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라면 100박스(210만 원 상당)
를 지난 14일 월계1동주민센터에 기부
하였다.

월계2동 상계제일교회(상계2동 소재)

동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가정 아동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는 문화체험활동
을 펼쳤다.

중계4동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노
원구지회 중계4동분회는 지난 7일‘희
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에 동참
하고자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금한 성금
37만 원을 중계4동 주민센터에 기탁하
였다.

상계10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을지병원은 지난 7일 불우이웃돕기

9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주민복지협
의회로 기탁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복지협의회는 난방비 걱정으로 추
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사랑의 내의’를 50세대에 전달
하였다.

성금 400만 원과 라면 300박스(현금
327만 원 상당)를 노원구청에 전달했다.
을지병원은 2010년에는 900만 원의 성
금을, 2011년에는 성금 670만 원을 하
계1동 기초수급자 및 홀몸어르신가구쌀
200포를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
하고 있다.

인덕공업고등학교 과학발명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발명여행팀이 공모한
아이디어‘유리깨짐 방지용 흡착기’가
IP-Meister Program에 선정되어 특허
출원을 앞두고 있다. 과학발명동아리‘
온새미로’는 2011년에 서울학생동아
리한마당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상계1동 주민복지협의회위원인 감로
사는 지난해 12월 동지를 맞이하여 저소
득 홀몸어르신 50명에게 팥죽으로 점심
을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다.

상계 3ㆍ4동 당고개배드민턴클럽(회
장 김기준, 총무 김영희, 前회장 서동길
2012년 12월 기준 )에서는 지난해 연말을 맞이
하여 성금 100만 원을 상계 3ㆍ4동 주민
센터에 기탁하였다. 당고개배드민턴클
럽은 지역사회에서 받고 있는 도움을 돌
려준다는 의미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어
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오고 있다.

만나교회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 김치 11kg, 쌀
950kg, 라면 70박스, 치약 등을 전달하
고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ㆍ고등학교 입
학생 4명에게는 장학금 120만 원(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였다.

에서는 지난해 12월 월계2동 녹천마을
저소득 주민 25세대에 연탄 2,500장을
후원하고 손수 배달하며 사랑의 체온을
나누었다.

하계1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난 22일
점프전용극장(종로구 소재)에서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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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간호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후원품 10kg 쌀 40포대를 마들사
회복지관에 전달하여 따뜻한 사랑을 나
누었다.
✽지난호 16면 상계 3 · 4동 기사내용의 사진은 '당고개
배드민턴클럽의 성금기탁' 사진으로 바로 잡습니다

2월 문화ㆍ행사 캘린더
수

화

월

일

목

금

1
3

프로농구경기
(시설관리공단
☎ 2289-6800)

10 설날

4 입춘

박물관 Image 展
2013. 1. 9 ~2. 4
(동덕아트갤러리 ☎ 732-6458)

11

5

치매예방교실
(치매지원센터 ☎ 911-7778)

6

마이프렌즈 마이러브
(행정지원과 ☎ 2116-3083)

미국 미술 300년
2. 5 ~ 5. 19
(국립중앙박물관 ☎ 2077-9275)

12

치매예방교실
(치매지원센터 ☎ 911-7778)

2012
서울미술대전
(2012.12. 28 ~2. 17)
(서울시립미술관
☎ 2124-8936)

교육 19
18 우수(치매지원센터 ☎뇌건강
911-7778)

24 정월대보름 25
서울국제스포츠
레저산업전
2. 21 ~24
(사무국
☎ 3432~4552)

치매예방교실
(치매지원센터 ☎ 911-7778)

미국 미술 300년
2. 5 ~ 5. 19
(국립중앙박물관 ☎ 2077-9275)

사운드 오브 뮤직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13

초감각 커플
(행정지원과 ☎ 2116-3083)
말아톤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17

7

20

비버
(행정지원과 ☎ 2116-3083)

14 발렌타인데이

서울시뮤지컬단-호기심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21

유브 갓 메일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26

1:1 모유수유클리닉
(생활건강과 ☎ 2116-4350)

27

밍크코트
(행정지원과 ☎ 2116-3083)
오만과 편견
(어르신복지과 ☎ 2116-3749)

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28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2. 21 ~24
(사무국 ☎ 3432~4552)

8

15

한성백제박물관 금요시네마
(한성백제박물관 ☎ 2152-5915)

미국 미술 300년
2. 5 ~ 5. 19
(국립중앙박물관 ☎ 2077-9275)

국수거리 아이디어공모 마감
(보건위생과 ☎ 2116-4315~9)

토

2
9

심폐소생술 토요교육
(의약과 ☎ 2116-3321~3)

미국 미술 300년
2. 5 ~ 5. 19
(국립중앙박물관 ☎ 2077-9275)

16

서울시뮤지컬단-호기심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심폐소생술 토요교육
(의약과 ☎ 2116-3321~3)

22(노원문화예술회관 ☎힐링콘서트
23
951-335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2. 21 ~24
(사무국 ☎ 3432~4552)

3Bass Bravi
(노원어울림극장 ☎ 951-3355)
수락홀 문화공연장 수강생모집
(문화체육과 ☎ 2116-3782)

우리말 다듬기, 크리에이터→광고창작자(새로운 광고를 처음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

심폐소생술 토요교육
(의약과 ☎ 2116-3321~3)
정월대보름민속축제
한마당 행사(예정)
(문화체육과 ☎ 2116~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