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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도 살리는

녹색생활, EM으로 실천해요!

노원 EM센터에서 EM을 소개하고 있는 자원순환과 직원들

유용한 미생물 EM이엠

▶EM(유용한 미생물) 이란?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세균 등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악취제거, 산화방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등에 탁월한 효과
▶일상생활에서 EM 활용 Tip!
•부패억제 :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제거 : 음식물쓰레기, 하수구, 정화조, 청소도구, 신발장 등
•해충퇴치 : 바퀴벌레 등
•그 밖에 욕조, 변기 등 주방 환기팬, 가스레인지 청소 등
▶ EM 발효액 어떻게 받나요?
•장소 : 동 주민센터, 구청 후문 정자마당
•방법 : EM코인을 공급기에 투입하면 5초 후에 배출(코인1회 투입시 0.9ℓ 배출)
•코인은? 동주민센터 및 구청본관 안내데스크 (EM은 무료로 공급되며, 페트병 필요)

(자원순환과 ☎2116-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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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아 놀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노원에서 !!
문화로 행복 올리GO 운동으로 건강 올리GO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면서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박물관에 가지 않고도 역사를 배우는

역사의 길 전문 테마 학습공원

지구의 길 해설 프로그램
▶위치 : 노원구 덕릉로 460(상계 6.7동) 마들스타디움 내
▶운영기간 : 매주 월요일~토요일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2회/1일)
- 유치원(어린이집)~고등학생 단체
- 5세유아~초등3학년 : 10:00~11:00/14:00~15:00
- 초등4학년~고등학생 : 10:00~11:30/14:00~15:30
•토요일(1회/1일) : 개인 또는 가족 10:00~11:30
▶신청방법 : 노원구청 및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지구의 탄생

▶위치 : 노원구 덕릉로 450(상계 6,7동) 마들스타디움 내
▶운영기간 : 매주 월요일~토요일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1일3회(10:00~11:00/13:00~14:00/15:00~16:00)
•토요일 : 1일 1회(10:00~11:00)
▶운영내용 : 전문해설사의 흥미로운 역사 스토리텔링
▶신청방법 : 전화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
(교육지원과 ☎ 2116-3223)

지구의 길 견학중인 용동초등학생들
(녹색환경과 ☎ 2116-3217)

멀리가지 않아서 좋고 비싸지 않아서 더 좋은

중랑천 워터파크

역사의 길 해설

▶위치 : 상계동 770-6
(중랑천 녹천교 부근, 마들스타디움 맞은편 )
▶운영기간 : 6. 18(토) ~ 8. 28(일)(매주 월요일 휴장)
▶운영시간 : 1부 : 09:00 ~ 13:30 / 휴식시간 : 13:30 ~ 14:30
2부 : 14:30 ~ 19:00
▶사용료 : 어린이 2,000원 / 청소년 3,000원 / 성인 4,000원

평화의 소녀상

목공예 체험장 및 나무상상놀이터

(워터파크 사무실 ☎ 952-6853, 노원구서비스공단 ☎ 2289-6855)

우리동네 우리수영장 각심워터파크

목예원

▶위치 : 노원구 화랑로620(공릉동) 서울여대 정문 맞은편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관) 10:00~17:00
▶신청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www.nowon.kr)를 통한 사전 접수
▶운영내용
목공예 체험장

초등학생이상 개인, 가족 또는 단체(매회 18명)

목공체험

나무상상놀이터

미취학 어린이(매회 20명 이내)

자유놀이

(공원녹지과 ☎ 2116-3954, 목예원 ☎ 977-4816)

▶위치 : 월계동 555(월계주공 2단지내) 각심어린이공원
▶운영기간 : 7. 22(금) ~ 8. 21(일)
▶운영시간 : 평일 4회, 주말 5회(30분 가동, 30분 휴식)
▶사용료 : 무료
(공원녹지과 ☎ 2116-3944)

여름방학도 독서로 유익하게

체험장

나무상상놀이터

여름방학 독서캠프 ‘My Stamp’
▶일시 : 8.10(수) ~ 8.12(금) 10:00 ~ 12:00 (총3강)
* 8.13(토) 현대어린이미술관 견학(10:00~13:00)
▶장소 : 노원어린이도서관 (지하 1층 어린이문화교실, 2층 독서교실)
▶대상 : 초등 1~3학년 30명
▶내용 : 「엄마의 선물」 김윤정 작가, 「나는 괴물이다」 최덕규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캠프
▶접수 : 홈페이지(www.nowonlib.kr)모바일(m.nowonlib.kr)
7. 30(토) 10:00부터 선착순 마감

뜨거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 2016 당현천 물축제
▶일시 : 7. 30(토) 11:00~16:00
▶장소 : 당현천변(노원시립 청소년수련관 아래)
▶행사내용 : 황토물놀이, 수박 빨리먹기, 물총쏘기,
물속보물찾기 등
▶참가대상 :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문화과 ☎ 2116-3785)

(노원어린이도서관 ☎ 933-7145)

수박 빨리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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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원의蘆)·탈(벗어날脫)·신(새로운新)·탈(기뻐하다脫)

www.nowontal.com

노(蘆)·탈(脫)·신(新)·탈(脫) 노원이 경계를 넘어서 새롭게 탈바꿈하다

▶전야제 : 10월 7일(금) 16:00~21:00 - 문화의 거리
▶본행사 : 10월 8일(토) 10:00~21:00 - 노해로 일대

2016 노원탈축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참가를 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노원탈축제 홈페이지 (http://www.nowontal.com)
또는 직접 사무처에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세요.

▶탈 퍼레이드 참가자 전국 공모

▶노원탈축제 창작탈 만들기 전국공모전

•모집기간 : 8월 1일~8월 31일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시상 : 총 상금 약 1,000만원(부상포함)
•참가방법 : 퍼레이드 신청서 작성 및 참가관련 		
세부사항은 노원탈축제사무처 홈페이지 참고

•작품접수기간 : 9월1일~9월2일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시상 : 총 상금 약 1,000만원(부상포함)
•참가방법 : 창작 탈 만들기 후 신청서 작성 및 참가관련 		
		
세부사항은 축제 사무처 홈페이지 참고

▶주민참여공연 프로그램

▶전시체험/먹거리 부스 프로그램

▶자원봉사

•모집기간 : 8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누구나
•참가선정 : 공연 신청서 접수 후 축제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연하실 분께 개별 연락

•모집기간 : 8월 1일~8월 31일
•지원대상 : 누구나
•참가선정 : 부스 신청서 접수 후 축제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참가 선정여부는 개별 연락 		

•모집기간 : 8월 1일~9월 10일
•지원대상 : 누구나
•모집분야 : 현장 진행 보조, 부스지원, 부대행사
		

(봉사활동 인정)

▶대학생 참여자 모집

▶대학생 현장 진행 서포터즈 모집

•모집기간 : 8월 1일~8월 31일
•대상 : 노원구 관내 대학생 우대
•활동 : 노원탈축제 현장 부스 참가 및 소속 대학
		
홍보, 퍼레이드 및 공연, 진행보조 요원 등
•특전 : 2016 노원탈축제 참여 인증서

•모집기간 : 8월 1일~8월 31일
•대상 : 대학생 이상 (관내 대학생 우대)
•활동 : 노원탈축제 현장 진행보조 및 안전요원
•특전 : 2016 노원탈축제 활동 인증서 및 기념품

노원탈축제추진위원회 ☎ 2116-4933

불암골 행복발전소 개관
불암골 행복발전소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문화, 여가, 살림, 교육 등 주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마을 행복공동체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
북카페

학기중 10:00 ~19:00
방학중 09:00 ~ 17:00
월~목 10:00 ~ 17:00
금

10:00~21:00

▶위치 : 노원구 중계로 14길 51
(지역아동센터 ☎ 3392-5266 / 북카페 ☎ 339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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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원구의회
제7대 후반기 노원구 의회 출범
노원구의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열린
제 230회 임시회에서 제7대 노원구 의회 후반기 의장

http://council.nowon.kr

으로 정도열 의원(공릉1동, 공릉2동), 부의장으로 이한
국 의원(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을 선출
했다. 정도열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

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고 당선소감
을 밝혔다.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인사드립니다.

제7대 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만 구민과 함께 노원의 미래를 만들어갈 노원구의회
의장 정도열입니다.
그동안 노원구의회는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린 의
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책 의회’가 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회는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소통하고 나아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
히 뛰겠습니다.
또한 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더 밝은 노원, 더 발전하는
노원,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원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21명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
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회 7대 하반기 부의장 이한국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부름을 받고 지역의 일
꾼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살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간의 의정활동으로 얻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제7
대 노원구의회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잘 챙기고 주민과의 소통을 다
양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하
는 노원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회는 한줄기 서늘한 바람처럼 구민여러분의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의회 부의장 이한국

노원구의회 의장 정도열

퇴임 인사드립니다.

퇴임 인사드립니다.

전반기 의장을 무사히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그해 7월 의장으로 선출된
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행
부와 협력해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
했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녔습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모든 바람을 충족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면은 여러분의 질책과 관심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의장임기를 마치고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
는 따뜻한 정책을 입안하고 구민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장 퇴임 인사드립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재혁입니다.
노원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
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구민 여러분께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회안에서 당
을 초월하여 모든 의원들과 협력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
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았지만 보람 있는 시
간이었습니다.
7대의회 전반기에 부의장으로서 구의회 전체를 조망하여 의정활동을 했다면
후반기에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세심하고 꼼꼼한 의
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심의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김승애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재혁
(의회사무국 ☎2116-339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참여지원사업」 공모
▶공모기간 : 7. 20(수) ~ 8. 5(금)
▶접수기간 : 7. 29(금)~ 8. 5(금)
▶지원대상 : 마을,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일상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지원내용 : 사업운영비, 동별 주민모임 등
▶제안자격 : 해당 동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민간
			
단체
▶접수방법 : 해당 동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홈페이지(www.nowon.kr) 참조

복지 서비스 강화와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주요사업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등
찾아가는 복지 행정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형성 및
주민리더 발굴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 계획 시행
•주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동 주민센터 공간 개선
(자치행정과 ☎ 2116-3136 / 각 동 주민센터)

노원구 소식지 '살기좋은 노원'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웃들의 사연, 우리동네
자랑거리, 시와 수필, 사진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자신
의 솜씨를 뽐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를 드립니다.
▶참여방법 : 소식지 담당 이메일
			
hjoo400@nowon.go.kr
▶참고사항 : 작품의 제목과 설명, 보내시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세요.
(디지털홍보과 ☎ 2116-3420)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 2116-3122)
(노원구 찾동 추진지원단 ☎ 948-0443)

정겨운 우리말, 재그르르 -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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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2016년 3차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 접수

대포차 운행정지 신청하세요.

「보도상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신청대상자 : 제3자가 권한 없이 본인 명의 자동차를

▶신고주체 : 일반시민

▶신청기간 : 8. 1(월) ~ 연중수시
▶지원대상 : 생계(주거)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의
			 지체 · 뇌병변 · 시각 ·청각 · 심장 장애인
▶지원품목 : 욕창예방방석(매트), 문자판독기 등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운행하여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준비물 : 신분증

▶신고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신고방법 :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 전화, 방문
▶시행일 : 8.1.부터 시행
▶포상금 : 50,000원/건(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장애인지원과 자립생활팀 ☎ 2116-3308)

※ 운행정지를 신청하시면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어 대포차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 2116-4022)

(교통행정과 ☎ 2116-4050)

제6회 노다지 장터 개장

2016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 안내

▶개장일 : 9. 24(토) 10:30 ~14:00
▶장소 : 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공원
		
(지하철 7호선 중계역 6번출구 앞)
▶개인벼룩장터 참여자 모집
• 참여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참여
• 판매물품 : 중고의류, 도서류, 신발, 가방, 아동용품,
			 생활잡화 등(중고물품만 거래가능)
• 신청기간 : 9. 5(월) 09:00 ~ 9. 12(월) 18:00(8일간)
• 참여방법 : 인터넷 신청(100석), 전화신청(×)
• 신청결과발표 : 9.13(화) 15:00 (전산추첨후 개별 문자 통지)
• 자율모금함 운영 : 판매수익금의 10%이내 자율적 기부
※ 본 행사는 우천시 취소될 수 있음

화석연료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할 수 있는 목재펠릿 난방기(보일
러·난로)를 신청하시는 가정 및 시설에 설치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화석연료(기름․연탄보일러 등)를 목재펠릿
		
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일반 ․ 저소득 가구,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순환과 ☎ 2116-3810)

룸셰어링 사업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
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
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에게 소정의 임대료
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 8.19(금) 까지
▶대상 : 61㎡ 이상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 어르신,
노원구 관내 대학 재학 및 휴학생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복지정책과 전화,방문
(복지정책과 ☎2116-3662)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사업 지원 안내
▶신청대상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임차가구,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서울시·노원구 희망의 집수리사업
- 중위소득 60%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내)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공사(가구당 150만원 이내)
•서울시·노원구 희망의 집수리사업 : 도배, 장판, 씽크대,
도어 등 13개 공정 등(가구당 100만원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수요조사부터 조사, 견적, 시공까지 수 개월 소요될 수 있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정책과 ☎ 2116-3664)

Green Parking 사업 안내
노원구에서는 주차문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주
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4월 ~10월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팀 ☎ 2116-4100~2)

클린신고센터 운영
민원인께 받은 것은 음료수라도 돌려드립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금품(선물, 음료 등) 반려
▶부득이한 경우 민원인에게 금품처리절차 설명 후
		 감사담당관 신고 → 감사담당관은 수령증 발급 및
		 대장관리 → 제공자의 핸드폰 번호가 있을 경우
		 제공자에게 물품기증 관련 SMS 발송

(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2116-3662)

노원 체력왕 선발
▶기간 : 7. 25(월) ~ 8. 26(금)
▶장소 :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노원프레미어스엠코빌딩 지하1층)
▶선발인원 : 만19세~64세이하 성인 6명
		
(청년층/중년층/장년층 남녀 각1명)
▶선발방법 : 6개 항목 체력 측정결과를 점수로 환산,
		
최고점자 선발
▶부상 : 체력왕(6명)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아차상(6명) - 7만원 상당의 기념품
(국민체력100 노원체력인증센터 ☎ 948-4175)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7.16 ~ 7. 31.
▶과세대상 :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 고지 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2016. 6. 1까지 매매시 매수인이,
				 6. 2이후 매매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감사담당관 ☎ 2116-3058)

(세무1과 ☎ 2116-3586)

'불암골 행복발전소' - 마을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준비
지난 6월 2９일 노원구 중계로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불암골 행복발전소’(중계로 14길 51)가 문을 열었다. 마을
어귀에 오붓한 공간으로 변신한 단층의 불암골 행복발전
소는 돌봄교실 ２개, 북카페(찬샘) 도서관, 독서교실 등을
운영하며 주민의 소통공간도 제공한다.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9시
까지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주 3회 수업을 한다. 독서와 함께 수업을 병행하며,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통합독서(요리, 공예, NIE, 주제독
서, 북아트, 보드게임, 아이클레이, 색종이접기 등)를 제
공한다.

'찬샘'에서 차 한잔의 여유와 책 속의 주인공과
놀아보자

지역아동센터는 생활복지사 3명과 종사자가 상주해 있
어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일상생활 및 위생건강관리
５대 안전의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방학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북카페는 월요일부터

북카페 찬샘은 셀프카페로 운영되는 주민들의 사랑방
이다. 북카페 자원 활동가는 정해진 4시간 동안 독서를 하
면서 카페를 찾는 주민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문턱이 낮은 독서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생각나누기 공간으로도 제법 유용한 공간이다.
이곳 도서관은 독서 열람은 가능하되 대여는 하지 않는다.
월요일부터 주1회 4시간씩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혹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요일
은 원하는 하루 일일카페지기 체제로 운영한다. 매주 금요

일은 오후 9시까지 야외에서 바람 한줄기 친구삼아 달빛
독서를 한다.
‘찬샘’은 불암문고 도서관 친구들의 후원금과 카페 수익
금으로 유기농 공정무역커피와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누구나 부담없이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63명의 후원 회원이 있다.
그림책동아리 ‘늘솔길’ 대표 송유라(중계본동 40세)씨
는 “회원 중 한사람이 그림동화 두 권을 읽고 늘솔길 회원
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고 줄거리와 소감을 얘기하면 듣고
있던 동아리 회원들도 자기생각을 나누고 공유한다. 편안
하고 아늑한 공간, 행복발전소에서 읽고, 읽어주고 공감하
는 독서모임을 하게 되어 좋다.”고 했다.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에 길들여진
습관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문학과 예술이 활자화된 정보
마당으로 눈을 돌리면 어떨까.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행복한 길라잡이 독서광이 불암
골 행복발전소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명예기자 배덕정 (degg@hanmail.net)

정겨운 우리말, 마구대고 - 마구 무리하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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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
「동양고전아카데미」 제3기 수강생 모집 안내

제13기 「노원여성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대상 : 유학경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교육기간 : 9월 ~ 11월 (12주 과정, 주1회 2시간)
▶교육장소 : 노원평생교육원
▶교육내용 : 주역으로풀이하는천자문, 음양오행론
		
주역계사전, 논어
▶접수기간 : 8. 8(월) 09:00 ~ 8. 22(월) 18:00
▶접수방법 : 인터넷 노원평생교육포털
		
(http://lll.nowon.kr),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수강료 : 60,000~90,000원(3개월 과정, 교재 별도 구입)

▶모집기간 : 8.1(월) 09:00 ~ 8.19(금) 18:00
▶교육기간 : 9.1(목) ~ 11.24(목) <12주 과정>
		
매주(목) 10:00 ~ 12:00
▶대상 : 노원구 거주 20세 이상 여성 80명(신규수강생 우선)
▶교육내용 : 노원의 여성, 문화를 리드하라!

(평생학습과 ☎ 2116-3995)

※ 현장학습, 예술, 건강, 상담, 철학, 역사, IT, 인테리어, 교육 등 다
양한 강의

▶교육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및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수강료 : 50,000원 / 당첨확인 후 무통장 입금
▶접수방법 : 구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접수
(평생학습과 ☎ 2116-3986)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NISE)」
2016년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
▶수강대상 : 노원구 거주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성인(고등학생 이상)
▶수강기간 : 9. 1(목) ~ 11. 2(수) 2개월
▶수업방식 : 1(원어민) 대 4(수강생) 온라인 화상학습
▶접수기간 : 8. 4(목)~ 8. 31(수)
▶접수방법 : NISE홈페이지(www.nise.kr)
▶수강료 : 교재비 별도
•학생 1개월 10,000원 (총 24,000원 중 구 지원 14,000원)
•성인 1개월 29,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수강료
및 교재비 무료
(NISE 콜센터 ☎1577-0585)

8월 프로그램

제4회 노원교양대학 무료 강연 안내

▶접수기간 : 7월 25일 09:00 ~ 프로그램 시작 3일전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jr1000ecocenter.nowon.kr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마감이며 전화 접수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의 유아는 6세 이상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이 5인 이하일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락 없이 불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 중랑천환경센터 ☎ 938-9520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재료비

중랑천이랑 놀자!

매주 화요일
10:00~11:30 단체
15:30~17:00 개인

6세이상 누구나

없음

매주 수요일
10:00~11:30 단체
15:30~17:00 개인

유아(6세이상)
초등

없음

‘수생식물 탐사 –물가 식물들의 수질정화작용 원리와
물가에서 살아남는 식물의 지혜를 알아봅니다’

중랑천 샌드아트

체험
환경
교육

‘모래의 변화는 무죄 –중랑천의 보물 모래를 만지며
하천이야기를 표현해보고 색모래로 나만의 액자도 만들어요’

멸종위기종을 지켜라!
‘멸종위기2급 표범장지뱀의 생태와 다양한 먹이사슬 관계를
아기자기 재미난 천그림 극장으로 배워봅니다’

청소년 탐사대
중랑천
수호천사

‘식품 속 유해물질을 알아보고 착한 음료도
만들어먹으며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활동으로 환경을 지켜요’
*유해식물 제거 활동 후 봉사 2시간 인정

매주 화요일
10:00~12:00

초등이상 누구나

매주 금요일
10:00~11:30 단체

유아(6세이상),초등

매주 토요일
10:00~12:00 개인
15:00~17:00 개인

청소년 20명

EM과 환경
‘EM 발효액의 생활 활용법을 배워 실천하며 우리가족
건강을 지키고 환경지킴이 되는 두 마리 토끼잡기’
8.4(목) : 이론, 발효액과 소취제 8.11(목) : 주방세제
8.18(목) : 가루비누 8.25(목) : 섬유유연제

전시
해설

‘초록지기’ 선생님과 함께 하는
‘물의 여행 체험’

8.9 -2천원
8.16 -2천원
8.23 -2천원
8.30 -5천원

없음

없음
천연음료 만들어 먹기

매주 목요일
10:30~12:00

주민 누구나

8.4-2천원, 쌀뜨믈
8.11-2천원, 담을 용기
8.18-3천원
8.25-2천원,담을 용기

매주 화, 수, 금
10:30~11:20 단체
13:30~14:20 단체
15:30~16:20 개인

6세이상 누구나

없음

전문가 초청 특별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재료비 / 준비물

▶8.10(수) : ‘주간 곤충탐사’
•시간 : 17:00~19:00 *대상 : 개인-초, 중등

한영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곤충탐사’
‘중랑천에 내려가 낮에 활동하는 곤충과 밤에 활동하는
곤충을 채집·관찰하며 생물종 다양성을
알아봅니다.’

▶8.10(수) : ‘야간 곤충탐사’
•시간 : 20:00~22:00 *대상 : 10가족

▶8.24(수) : ‘주간 곤충탐사’

재료비 : 없음
준비물 : 없음

•시간 : 17:00~19:00 *대상 : 개인-초, 중등

▶8.24(수) : ‘야간 곤충탐사’
•시간 : 20:00~22:00 *대상 : 10가족

손상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민물고기 탐사’
‘민물고기를 채집 관찰하며 하천 물속환경에 따른
서식처별 민물고기를 알아봅니다.’

※ 교양대학 행사에 함께해주실 재능기부 공연 팀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평생학습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천 공예
‘손수 만들어가는 하천 생태계 -중랑천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작은 천 조각으로 정성들여 만들어봅니다’
8.9(화) : 표범장지뱀 브로치 8.16(화) : 표범장지뱀 인형
8.23(화) : 에코 컵받침 8.30(화) : 나만의 에코 백

▶일시 : 7. 28(목) 10:00 ~ 12:00
▶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강사 : 황교익(맛 칼럼니스트)
▶주제 : 우리는 왜 먹방 쿡방에 영혼을 빼앗기는 것일까
▶대상 : 구민 누구나
▶참여방법 : 사전 신청 없이 강연일 선착순 입장

▶8월 매주 목요일 : 09:30~11:30 (대상-10세 이상 청소년)

(평생학습과 ☎2116-3986)

구민정보화교육 9월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대상 : 만30세 이상 노원구 주민
▶교육내용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생활속인터넷 사진꾸미기 및 동영상만들기, 		
		
스위시맥스 4
▶교육장소 : 구청, 노원평생교육원, 중계2‧3동주민센터, 		
		
공릉2동주민센터,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교육기간 : 9. 5(월) ~ 9. 30(금)
▶접수방법 : 노원평생교육포털(http://lll.nowon.kr)
		
접속 후 접수
※ 단, 컴퓨터 기초는 전화접수 가능, 정원초과시 전산추첨
▶접수기간 : 8. 20(토) 09:00 ~ 8. 26(금) 18:00
▶수강료 : 10,000원(교재제공)
(평생학습과 ☎ 2116-3995)

대학생 학습 멘토링 멘티 2기 모집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자 하여도 학습 방법을 잘 몰라 효율
적인 학습을 하지 못하는 중․고등학생 멘티를 모집합니다.
▶운영기간 : 8월 ~11월(격주 일요일)
▶모집대상 : 노원구 중․고등학생
▶운영내용 : 학습방법, 시간관리, 정서적 지원, 진로와
		
관련된 조언(특정 과목에 대한 문제 풀이나 		
		
교과목 지도는 하지 않음)
▶운영방법 : 개인지도 (멘토 1명 : 멘티 1명),
		
격주 대면 멘토링
▶운영시간 : 일요일(10:00~11:30/11:30~13:00)
▶운영장소 : 노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중계역 4번 출구)
▶신청방법 :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8.4(목) 14:00~15:30

지구를 생각해요

•대상 : 부모-캔들, 학생-컵

손병권 선생님과 함께 하는 ‘초급 도예교실’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와글와글 우리가족 작품 만들기’

▶8.11(목) 14:00~15:30
•대상 : 부모-접시, 학생-접시(틀 제공)

▶8.18(목) 14:00~15:30
•대상 : 부모, 학생-페인팅(도안 제공)

(노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 2116-4437)

재료비 : 없음
준비물 : 수건

8. 4 - 각3,000원
8. 11 - 각3,000원
8. 18 - 각5,000원
8. 25 - 각6,000원

▶8.25(목) 14:00~15:30
•대상 : 부모, 학생-물레체험과 수저받침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발전량 안내
구분

발전량

CO2 저감량

매출액

총 누적

92,529㎾h

39.688ton

10,889,323원

(2013. 10월 ~ )

정겨운 우리말, 사날없다 - 붙임성이 없이 무뚝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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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건 강 코 너
www.nowon.kr/health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수요 교실」

「오십견 바로 알기」 특별 건강강좌 실시

▶대상 : 노원구 지역주민 중 당뇨 질환자
▶장소 : 노원구보건소 지하 1층 보건교육실
▶일시 : 8. 31(수) 14:00~15:00
▶주제 : 당뇨병의 이해와 합병증 관리
		
(강사 : 서울의료원 전문의 이수형)
▶접수방법 : 사전 전화접수 및 현장접수 (☎2116-4365)

▶일시 : 8. 30(화) 15:00 ~ 16:00
▶장소 : 상계보건지소 건강사랑방(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
▶대상 : 노원구 주민
▶내용 : 오십견에 대한 이해, 증상과 치료 및 예방법
▶신청방법 : 전화접수(☎ 2116-4913, 4916)

올바른 손 씻기! 가장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입니다.

(의약과 건강증진팀 ☎2116-4365)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토요 교실」

(생활건강과 전염병관리팀 ☎ 2116-4344)

▶대상 : 지역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장소 : 노원구보건소 지하 1층 보건교육실
▶일시 및 주제
•8. 27(토) 10:00~11:00 혈압을 다스리는 건강한 식생활
•8. 27(토) 11:00~12:00 당뇨를 이기는 건강한 밥상
▶강사 : 노원구평생건강관리센터 영양사 김보하
▶접수방법 : 사전 전화접수 및 현장접수 (☎2116-4365)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116-4319)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6)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
▶지정장소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지정일자 : 2016. 5. 1 금연구역 지정(2016. 8.까지
			 계도 후 2016. 9. 1부터 과태료 부과)
▶과태료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노원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2년간 금연을 도와드리고
금연성공지원금(총 30만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의약과 금연사업팀 ☎2116-4333)

평생건강관리센터에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대상 : 20세 이상 노원구민
▶내용
• 대사증후군 검진 : 혈압, 복부둘레, 기초혈액검사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 혈액검사를 위한 금식(8시간 이상) 유지상태로 방문
• 체성분검사, 체력측정(선택), 결과에 따른 개인별 운동처방
식생활 개선지도, 지속적 추후관리
• 암 예방 건강상담 등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노원

중계

월계

공릉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상계 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중계∙하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월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공릉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상계 2,5동 지역)

노원구보건소4층

중계2,3동복합청사2층

월계헬스케어센터2층

공릉보건지소2층

상계보건지소3층

☎2116-4466

☎2116-4455

☎2116-4567

☎2116-4982

☎2116-4911

▶이용시간 : 평일 9:00~18:00
(야간 건강상담실 운영 : 노원센터 - 매주 수 18:00~21:00)
(의약과 건강증진팀 ☎2116-4366)

▶일시 : 8. 18 ~ 9. 29, 매주(목) 15:00~16:30
		
총 6회기 실시
▶장소 : 노원구치매지원센터 사과나무방 (노원구청 5층)
▶참여대상 : 알코올 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비용 무료)
▶내용 : 알코올 의존의 질환 이해 및 가족의 건강한
		
대처방법 등 교육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센터로 내방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2116-3677)

상계보건지소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참여안내
▶일시 : 8월 중 매주 목요일 14:00 ~ 15:00
일시

내용

1회차

8. 4(목) 14:00~15:00

고혈압 이해와 합병증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2회차

8.11(목) 14:00~15:00

운동과 함께하는 혈압관리

▶접종기간 : 연중
▶접종대상 : 접종을 안 하신 65세 이상 어르신
			 (1951. 12.31 이전 출생 ) ※ 거주지 제한 없이 접종 가능
•65세 이후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종 불필요(65세 이후 평생 1회만 접종)
•65세 이전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 한 경우,
최소 5년 경과 후 접종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접종장소 및 시간

3회차

8.18(목) 14:00~15:00

혈압을 다스리는 건강한 식생활

4회차

8.25(목) 14:00~15:00

혈압조절파트너, 건강한 생활습관

▶장소 : 상계보건지소 건강사랑방(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
▶대상 : 노원구 고혈압·당뇨 환자(비용 무료)
▶신청방법 : 전화접수(☎ 2116-4913, 4916)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 ☎ 2116-4987)

▶조사대상 : 노원구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조사기간 : 8. 16(화) ~ 10. 31(월)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 1:1면접조사
▶조사내용 : 건강행태,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등
			 18개 영역 ․ 197개 문항
※ 조사원 방문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코올 의존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5)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안전수칙 안내
▶식중독 예방법
•식재료는 필요한 만큼 신선한 재료 구입
•어패류는 되도록 가열조리하여 제공
➞ 중심온도85℃, 1분 이상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소독
•날 음식과 익한 음식은 구분 보관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금지
•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철저
•음식물 섭치 전 반드시 손 씻고 섭취
•음식물 운반시 보관온도(냉장) 준수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 ☎ 2116-4987)

월계헬스케어센터
「뼈튼튼 관절튼튼 한의학 건강교실」 안내
▶운영기간 : 9. 7 ~ 11.16, 매주(수) 14:00~15:00, 총10회
▶장소 :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보건교육실
▶모집인원 : 노원구지역주민 40명 (비용 무료)
▶강의내용
•1주 ~ 4주 : 어깨, 허리, 무릎질환 관리방법 및
		
한방민간요법 강의
•5주 ~ 10주 : 관절 건강 한방체조(5회)
			
마음 건강 웃음치료 강의(1회)
▶접수기간 : 8. 1(월) ~ 8. 5(금) 14:00~18:00
(월계보건지소 ☎ 2116-4495)

월계헬스케어센터
「중풍예방한의학건강교실」 신청 안내
▶운영기간 :8. 19~ 10. 28, 매주(금) 14:00~15:00, 총10회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장소 :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보건교육실
▶대상 : 관심있는 지역 주민 40명 (비용 무료)
▶문의 : ☎ 2116-4573 (월계헬스케어센터 한방보건실)

접종장소

접종요일

접종시간

연락처

노원구보건소
2층 예방접종실
월계동 보건지소
1층 예방접종실

월~
금요일

09:00~12:00
13:00~ 17:00

2116-4511~5

화요일

09:00~12:00

2116-4587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접종실 ☎2116-4511~15)

휴가철, 심폐소생술 배워 위기상황 대처하세요!
▶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방법
▶교육시간 : 1회 - 10:00 ~11:30 / 2회 -14:00 ~15:30
			 3회 - 16:00 ~ 17:30
※ 토요일 10:00 / 둘째,넷째주 수요일 19:00~20:30
▶교육장소 : 노원구청 별관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교육예약 : 전화 및 방문 접수
			 인터넷(http://www.nowon.kr/health/)
(의약과 심폐소생술교육장 ☎ 2116-3321~3)

(월계보건지소 ☎ 2116-4573)

「재가 장애인 구강검진 희망자」 모집 안내
▶검진일시 : 8. 4(목) 10:00 ~ 15:30
▶대상 : 노원구 관내 장애인(1급 ~ 6급) 100명
▶내용 : 재가장애인 구강 검진
▶장소 : 노원구 월계보건지소 1층 희망키움교실 및 서울시
		
장애인 치과검진차량
▶접수기간 : 7. 25(월)~29(금) 선착순 전화접수
(월계보건지소 보건사업팀 ☎ 2116-4578)

「영양·식이교실」 신청 안내
▶내용 : 건강한 식생활, 비만, 가짜로 얼룩진 부엌의 맛,
		
미각력 테스트 등
▶일정 : 8. 23 ~9. 13(매주 화요일), 14:00~15:00
▶장소 : 공릉보건지소 지하1층 보건교육실
▶신청방법 : ☎ 2116-4975 전화 접수(선착순 마감)
(공릉보건지소 ☎ 2116-4975)

정겨운 우리말, 잔물지다 - 잔잔하게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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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2016.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원구 여성 야구단 창단·모집
▶대상 : 노원구 거주 성인 여성(18세~45세)
▶인원 : 선착순 20명
▶장소 : 당현천 근린공원 내 리틀야구장
▶시간 : 20:00~22:00, 매주(금) 주1회
▶회비 : 무료(재능나눔 교실)
▶접수방법 : 전화접수(010-6321-5251/☎ 930-6934)
▶주관/주최 : 노원구야구연합회/노원구청(체육청소년과)

▶모집기간 : 8. 16(화) ~ 8. 26(금)
▶수강료 : 암벽교실 60,000원,
		
게이트볼교실 무료, 그 외 30,000원
※ 수강료 50%감면 :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교실별 운영 계획
교실명
볼링교실

노원구 리틀 야구단 모집
▶대상 : 노원구 거주 초등학생(2~ 6학년)
▶인 원 : 선착순 30명
▶장소 : 당현천 근린공원 내 리틀야구장(상계백병원 뒤)
▶시간
•엘리트 선수반(매일)16:00~20:00
•주말반(토, 일)13:00 ~ 15:00
▶수강료 : 무료(재능나눔 교실)
▶접수방법 : 전화접수(010-6321-5251/☎ 930-6934)

게이트볼교실

▶기간 : 7. 1(금) ~12. 18(일)
▶경품 : 5만 T마일리지 적립
▶대상 : 티머니카드 이용자 중 매월 400명 추첨
▶문의 : 스마트복지재단(www.stwfoundation.or.kr)

▶일시 : 매주 월요일~금요일 (사전예약제로 운영)
▶장소 :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2층 물리치료실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센터 회원가입 필수)
▶내용 : 온열치료, 광선치료, 전기치료, 초욕치료,
		
공기압치료, 안마서비스

하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 접수 및 개강
▶수강내용 : 에어로빅, 맷돌체조, 노래교실, 가곡교실,
			 라인댄스, 외국어교실, 서예 등 25과목
			 홈페이지(www.gnsc.or.kr) 참고
▶신청기간 : 8.16(화)~8. 22(월)
▶신청방법 : 각 프로그램 첫 시간 참석 시 접수진행
			 (정원초과 시 추첨)
▶수강기간 : 8.16(화)~12월 중순
▶수강장소 :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내 프로그램실
▶수강대상 : 만 60세 이상 노원구 거주 어르신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 948-6274)

인공암벽교실

운영일시

「우리 마을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학교」 모집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 948-6274)

가재울
근린공원
상계
중학교
노원마들
스타디움

전화 또는 현장접수
☎010-7464-6280
전화 또는 현장접수
☎010-5005-9941
전화 또는 현장접수
☎010-7732-0235

당고개
지구공원

9. 5. ~ 20회 실시
월,수,금 19:00~21:00

현장 접수
☎010-3710-9177

공릉
볼링장

(서울시청 동북권사업단 동북권사업반 ☎ 2133-8284)

전화 또는 현장접수
☎948-8877

(체육청소년과 ☎2116-3779)

광운 원격평생교육원 9월 수강생 모집
▶개강일 : 9. 6(화)
▶모집기간 : 7. 12(화) ~ 9. 5(월)까지
▶모집대상 : 노원구민 누구나
▶교육과정 : 학위 및 자격증과정
교육과정

비고

자격증과정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건강가정사

학위과정

경영학 외 5개 과정

100%
온라인수업

▶장학혜택
•수업료55%감면: 노원구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
•수업료100%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 7.28(목) 14:00
▶장소 : 노원구청 2층 대강당
▶내용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 개최 당일 서면 또는 FAX(02-2133-0740)
이메일(xyz9@seoul.go.kr)

접수방법 및 문의

9. 5. ~ 20회 실시
월,수 09:00~10:00
월,수 13:00~14:00
9. 5. ~ 20회 실시
월,수,금 13:00~15:00
9. 1. ~ 20회 실시
화, 목 20:00~22:00
9. 1. ~ 20회 실시
화, 목 11:00~13:00

(교통행정과 ☎ 2116-4034)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VMS를 통해 인정됩니다.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 948-6274)

테니스교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입니다.

▶일시 : ① 교육 - 8.3(수) 10:00~12:00 (필수참석)
		
② 활동 - 8.4(목)~8.11(목) 14:00~16:00
		
(기간 내 3일 이상 필수참석)
▶장소 :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내 프로그램실
▶대상 : 노원구 내 중학생, 고등학생 20명 (선착순 모집)
▶내용 :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
		
센터 환경미화, 소감나누기

물리치료서비스 이용자 모집

배구교실

장소

(광운원격평생교육원 ☎ 911-1144)

노원구민체육센터 블럭교실 방학맞이 8월 행사
▶내용
•10시간권(45,000원)구매시 ➞ 1시간 추가 (3개월 유효)
•20시간권(80,000원)구매시 ➞ 2시간 추가 (4개월 유효)
▶기간 : 8.1(월) ~ 8. 31(수)
▶운영시간 : 평일 12:00~19:30, 토요일 10:00~19:30
▶장소 : 키즈앤사고력센터(노원구민체육센터 3층)

(노원구 신경제추진단 ☎ 2116-3166, 3980)

(문의 ☎ 010-6898-7896)

‘지구의 길’에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배우다
노원구는 마들근린공원 내 노원에코센터 산책로 주변
에 테마가 있는 ‘지구의 길’을 조성하여 지난 5월 12일에 개
관하였다. 지구의 길은 환경, 생명의 진화, 공생, 멸종, 상호
작용, 에너지 등 6가지 대주제를 바탕으로 길을 걸으면서
지구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패널과 조형물을 통
해 표현했다. 460m 트랙의 야외 산책로를 돌아보면서 지
구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평생학
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스토리라인은 하데스대,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
생대, 신생대, 산업혁명 이후의 순으로 구성, 46억년 지구
역사의 주요사건들을 23개의 테마로 나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와 에너지문제를 조형물과 패널의 형태로 표현하여 지구
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했다.
지구의 길은 연중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매주 월
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구의 길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유치원(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생, 개인 등 누구나 구
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폭염으로 푹푹 찌는 날, 수요일 오전 10시 노원에코센터
안은 상원중학교 3학년 2개 반의 체험학습으로 발디딜 틈
이 없었다. 11명의 문화해설사가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으며, 해설사의 설명으로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지구의 역사를 하나씩 배워갔다. 중간에 해설
사가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며 더운 날
씨에도 배움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박동균 학생은 “책에서 배운 것이 나와 새로웠고 몰랐던
부분을 해설사의 설명으로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지
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으로 태양열에 대한 관심이 생겼

다고 한다. 김유민 학생은 “지구가 생성되고 많은 것들이
존재하면서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우
리가 생활 속의 작은 전기라도 아끼며 가까운 곳은 되도록
자전거를 이용하였으면 한다.”고 했다.
지구와 달의 탄생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형이 마
치 수박을 닮은 듯 조각을 열면 내부를 알 수 있어 신기하
였다.
곤충의 등장과 식물의 공생은 놀이시설(시소, 미끄럼틀)
로 만들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지구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멸종된 공룡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고, 빙하
시대 조형물을 트릭아트 형태로 구성해 포토존으로 활용
해 지구의 길이 지루하지 않았고, 보는 시간 내내 즐거움
을 안겨주었다.
노원구의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지구의 길 체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리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
길 바란다.
명예기자 최성옥 (cso05132001@hanmail.net)

정겨운 우리말, 판나다 - 재산이나 물건이 모조리 없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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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사람의 날개를 관리하는 이레세탁공방 (직업체험-세탁전문가)
한여름의 더위가 살짝 누그러진 어느 날, 상원중학교 1
학년 학생 두 명이 상계동의 이레세탁공방을 찾았다. 조
금은 어색해하던 학생들을 장인선 대표는 반갑게 맞아주
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며 이날의 세탁공방 직
업체험이 시작되었다. 세탁물을 가지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접수부터 오염 부분 확인, 태그 부착, 세탁방법 분류, 세
탁과 건조에서 마무리까지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던 세탁
소 일처리 과정의 설명을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
지했다.
이레세탁공방의 세탁물 분류는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다. 이는 최근 많이 생겨난 대형 프랜차이즈 세탁소의 분류
가 불과 10여 가지인 것에 비해 매우 세분화 되어 있다. 그
래서 손님 개개인의 세탁물과 오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세탁이 가능한 것이다. “세탁은 단순히 얼룩을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의 날개를 관리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라며 세탁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세탁 과정을 설명하면서 장 대표는 세탁 전처리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안쪽의 세탁 기계를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었으며, 학생들은 장대표의 지도하에 세탁기계를

서울과기대 교수진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안내
▶교육기간 : 9. 21(수) ~ 10.19(수)
▶교육시간 : 10:00~11:30 강의
			 11:30~12:00 저자와의 대화
▶교육대상 : 누구나 50명(선착순)
▶교육내용
일정
9.21(수)
9.28(수)
10.5(수)
10.12(수)
10.19(수)

직접 조작하면서 세탁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신이 직
접 버튼을 조작하여 기계가 작동하자 “세탁소에 있는 이런
전문적인 세탁기계는 처음 봐요. 신기해요.”라며 말하는 학
생들은 눈빛은 호기심과 새로운 일을 마주한 설렘으로 가
득했다. 세탁물을 기계에 넣고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장 대
표는 안쪽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세탁용제들을 가지고 나
왔다. 물로 세탁했을 때 오염은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를 복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형태의 변형 없이
세탁하려면 어떡해야 하는지, 어떤 세탁용제가 어떤 얼룩
에 효과적인지 등을 직접 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마
치 과학시간을 방불케 했다.
이레세탁공방에는 11년째 찾아오는 단골손님부터 용인,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

「로봇시대, 멋진 신세계를 꿈꾸며」 성인 40명 모집

강의주제 및 내용
1. 인생디자인과 자연의 4계(四季)
•보석같은 삶을 위한 인생디자인의 가치

2. 인생디자인 '여름'
•청년기, 성년기(20-39세) 그리고 자녀교육

3. 인생디자인 '가을'
•중년기(40-59세), 스타탄생과 일만시간의 도전 및 노후준비

4. 인생디자인 '겨울'

▶일시 : 8. 31(수) 10:00~12:00
▶장소 :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대상 : 성인 40명
▶내용 : 「로봇 시대, 인간의 일」 구본권 작가의
		
로봇을 주제로 한 강연회
▶접수 : 8.16(화) 14:00 ~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http://www.nowonlib.kr)
		

부산, 속초, 하남 등 전국 각지에서 세탁물들이 맡겨진다.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장 대표를 알아
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몇 년 전, TV방송
에 출연한 적도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한동안 세탁공방을 제
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을 정도였다고.
이레세탁공방에 직업체험을 오는 학생들에게 장대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을
지 늘 생각하는 것’이다.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 “스스로 즐
거움을 찾아야 해요.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이 생
기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다보면 실력이 쌓이죠. 누가 만들
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라며 학생들이 즐거운 일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을 전했다.
직업체험 진행을 위해 2014년에는 한 달여간 세탁공방
일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면서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증까
지 취득했다. 이레세탁공방을 다녀간 학생들에게 장대표
의 열정과 노력이 전해졌다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으리라 확신해 본다.
명예기자 이미경(adress-me@hanmail.net)

자전거교실 9월반 수강생 모집
▶대상 : 노원구 주민
▶수강기간 : 9.1(목)~ 9.30(금) 1개월 8회 완성
▶반편성 : 평일반(월․화) 10:00~12:00
주말반(토․일) 10:00~12:00
▶모집인원 : 각 반 50명
▶수 강 료 : 무료(자전거 및 헬멧, 보호대 무료대여)
▶장 소 : 녹천교 밑 중랑천 둔치
▶접수기간 : 2016. 8. 1부터 (※ 선착순 접수)
(교통지도과 자전거문화팀 ☎ 2116-4096)

모바일(http://m.nowonlib.kr)
(월계문화정보도서관 ☎ 991-0871)

•노년기(60-100세), 독립과 부부생활 및 여가활동

5. 나의 삶 및 작품세계
•이왕 사는 인생,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라!

「어린이백종놀이」 초등학생 1~6학년 모집

▶장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혜성관 디지털실
▶수강료 : 무료
▶모집기간 : 8. 24(수) ~ 8. 30(화)
▶접수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 접수(선착순 접수)
(평생학습과 ☎ 2116-3995)

토담토담 타로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8.1(월)~8.31(수)
▶일시 : 9. 2 ~ 9. 30 매주(금)
		
10:00~11:00 총 4회(공휴일 제외)
▶장소 : 마을예술창작소(상계2동주민센터 4층)
▶내용 : 재미있는 타로여행 2차(기초)
▶문의 및 접수 : 이메일 접수 yeosh01@hanmail.net

중랑천변 야간체조교실 운영
장소
창동교 아래 배드민턴장
녹천교 아래 인라인장

운영일시
월~금 (20:00~21:00)

한천교 아래 월계동측 둔치

월~금 (19:30~20:30)

한천교 아래 공릉동측 둔치

월~금 (19:00~20:00)

상계8동 육교 옆 둔치

월~금 (20:00~21:00)

▶일시 : 8. 6(토) 14:00~17:00
▶장소 : 삿갓봉 근린공원
▶대상 : 초등 1~6학년 30명
▶내용 : 백종의 의미를 알아보고 옛 조상들이 즐겼던
		
놀이를 함께 하는 시간
▶접수 : 7. 23(토) 10:00~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http://www.nowonlib.kr)
		
모바일(http://m.nowonlib.kr)
(노원어린이도서관 ☎ 933-7145)

「우주산책」 청소년(중등 1~3학년) 모집
▶일시 : 8. 11(목) 10:00 ~12:00
▶장소 : 상계문화정보도서관
▶대상 : 중등 1-3학년 40명
▶내용 : 「우주산책」의 저자,
		
이정규 작가와 함께 138억년 				
		
우주의 시공간을 산책하는 시간
▶접수 : 7. 26(화) 10:00~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http://www.nowonlib.kr)
		
모바일(http://m.nowonlib.kr)
(상계문화정보도서관 ☎ 3391-7882)

※ 공휴일 , 우천 시 휴강

(문화과 ☎ 2116-3777)

9월 구민 스마트폰·SNS 활용 무료 교육
▶접수기간 : 8. 26(금) 09:00 ~ 8. 29(월) 18:00 (전산추첨)
▶신청방법 : 구홈페이지(www.nowon.kr)
		 ⇬ 참여세상 ⇬ 인터넷모집
⇬ 9월 구민 스마트폰
		 SNS 활용 교육생 모집
▶당첨 발표 : 8. 30(화) 10:00
※인터넷 신청결과 또는
		 문자메시지 확인
▶교육과정 : 기초반(월, 수, 금)
▶ 접수시 유의사항
•1인당 월 1강좌 신청 가능(과목별로 년 2회까지 가능)
•접수 마감 후 미달과정에 한하여 추가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체육청소년과 ☎ 2116-3779)

(디지털홍보과 ☎ 2116-3432)

정겨운 우리말, 가든하다 - 다루기 가볍고 간편하거나 손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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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8월 노원 마을이룸학교 수강생 모집

후원받은 물품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려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구민을 위한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관장 고태종)는 각 기업 및 후원자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일정 : 8. 9(화)~ 8.11(목) 19:00~21:00
▶장소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 배움터(공릉동 구법원)
▶모집인원 : 성인 15명
▶교육내용

들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이나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몰라 고
민하고 있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품을 기증하고 싶은 분
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자
8.9(화)

강의 및
사례발표
마을?
마을이 뭐지?

강사
마을지원활동가 - 이은수

8.10(수)

마을에서
어떻게 놀까?

극단 즐거운사람들 - 김정옥
마뜰터벅이 - 신형석
손사랑 - 박성숙

8.11(목)

마을 나들이
(도자기체험)

토토공방 - 강문순

▶응모자격 : 누구나(제한없음)
▶공모주제 : 녹색도시 노원, 함께하는 노원
▶응모기간 : 2016. 7. 11(월)~11. 4(금)
▶응모방법 : 구청홈페이지 공모전 웹사이트 사진
		
작품 등록
▶응모형식 : JPG파일(최소 2MB)
▶결과발표 : 12. 7(수)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디지털홍보과 ☎ 2116-3432)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무료교육생 모집

▶참가비 : 3,000원
▶접수기간 : 8. 5(금)까지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 참여세상 ➞ 마을알림터

▶모집학과
1. 정규과정 (야간 6개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조리외식,
주얼리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피부체형케어,
헤어디자인,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2. 단기과정
피부체형케어, 한국의상, 엔터테인먼트기획,
병원코디네이터, 전산세무회계, 요양보호사, 봉제
▶지원자격 : 만15세 이상인 자로 서울시 주민등록 된 자
▶특전 :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자격검정료 무료,
		
취업연계, 중식제공(주간), 유아실 무료 이용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6호선 한강진역 2번 출구)
▶접수기간
•정규과정: 8. 19(금)까지
※ 단기과정은 모집일정 과정별 상이하므로 문의요망
▶문의 : ☎ 361-5800 다산콜센터120,
		
http://www.jbedu.or.kr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2116-4283)

2016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안내
▶공모기간 : 6. 27(월)~8. 15(월)까지
▶공모자격 : 누구나(개인 또는 팀단위 가능)
▶공모내용 : 선거 ․ 정치를 소재로 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형식 : UCC, 웹툰, PPT
▶공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civicedu.go.kr/contest)
▶시상내역 : 총 31편, 총상금 905만원
(선거연수원 ☎ 765-2391, 2393 / E-mail : inoti@korea.kr)

이웃과의 분쟁이 있나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하세요

돗자리 영화제 상영

일상생활에서 이웃사이 발생하는 크고작은 다양한 생활분쟁
과 갈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도와
드립니다.

▶일시 : 8월 매주(토) 20:00 ~ 22:00
▶장소 : 당현천근린공원
▶상영작 : 가족단위 관람 가능한 한국영화

(서울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 ☎ 952-7184~6)

「응답소 현장민원」 신고 안내
「내 삶의 든든한 이웃, 노원구청」이
구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드립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은 응답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분야 : 교통, 도로, 청소, 주택건축, 치수방재, 가로
		
정비, 보건, 공원녹지, 환경, 기타 불편사항 등
▶신고방법 : 응답소 현장민원(☎120)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스마트폰 앱
(감사담당관 ☎2116-3052)

추석 귀성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행사 안내
▶점검일시 : 9. 4(일) 10:00~17:00
▶점검장소 : 노원구청 지상 주차장
▶대상차량 : 승용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
▶점검기관 :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지회
▶점검 내용 : 기본 점검 및 소모성 부품 일부 교체
(교통행정과 ☎2116-4051)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 ☎ 3296-2033)

독자투고

희망을 전하는 꽃밭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2133-138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나눔 공연 개최

롯데백화점과 노원구청이 함께하는 음악회

▶일시 : 8. 22(월) 18:00 ~ 19:10
▶장소 : 상계주공 15단지 연금매장 앞
▶공연내용 : 벌룬 퍼포먼스, 마술쇼, 버블공연
			 (리안매직 엔터테인먼트)

▶일시 : 8월 매주(금) 18:00 ~ 19:00
▶장소 : 롯데백화점노원점 에코쉼터주변
▶공연내용: 색소폰, 7080 통기타 가요 등
(문화과 ☎2116-3774)

(문화과 ☎2116-3774)

우리동네음악회 공연
▶일시 : 8월 매주 금, 토요일 ▶장소 : 당고개 지구공원 외 11개소
▶내용: 7080통기타, 색소폰연주, 클래식공연 등
연번
1
2
3
4
5
6

공연명 / 공연장소

공연일정

연번

당고개 아름다운 음악회

첫째, 둘째, 셋째 주
(토) 19:00

7

둘째, 넷째 주
(토) 18:00

8

둘째, 넷째 주
(토) 19:00

9

첫째, 셋째 주
(토) 19:00

10

둘째, 넷째 주
(금) 18:00

11

첫째, 셋째 주
(토) 19:00

12

당고개 근린공원 야외무대

수락산 디자인거리 음악회
수락산 디자인거리 수락쉼터

갈말공원 음악회
상계주공 11단지 내 야외무대

석계역 문화광장 음악회
석계역 문화광장 야외무대

광운대역 광장 음악회
광운대역 광장 야외무대

한내근린공원 음악회
한내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공연명 / 공연장소
우이천 마을 음악회
우이천로 차없는 거리

공릉동 도깨비시장 음악회
공릉동 도깨비시장 만남의 광장

공릉 실개천 음악회
태릉입구역 묵동천

골마을근린공원 음악회
골마을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당현천 금요 음악회
당현천 분수대 (성서대 옆)

중랑천 음악회
중랑천 녹천교 아래

공연일정
첫째, 셋째 주
(토) 19:00
둘째, 넷째 주
(토) 18:00
둘째, 넷째 주
(토) 19:00
첫째, 셋째 주
(토) 19:00
첫째, 셋째 주
(금) 19:00
첫째, 셋째 주
(금) 19:00

꽃을 보면 누구나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마음까지도
아름다움으로 전염되는 걸 느낀다.
생명지킴이들은 어르신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여 근황을 살펴보곤 하는데, 이번엔 대상자들의
마음의 병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위해 방문을 하게 되
었다.
그중 한 곳을 방문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를 들어서는
순간, 복도 한켠에 화분들이 옹기종기, 사람들의 발길을
방해하지 않게 한쪽 벽에 기대어 놓아둔 화분에서 화사
한 꽃들이 피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복도식 아파트여
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마땅한 터가 없는 아파트에
서 정원 아닌 정원을 꾸밀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신선한 자
극이 되었다.
꽃을 가꾸는 마음을 지닌 어르신이라면 자살 같은 극
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지. 꽃을 보면서 마
음이 밝아질 것이고, 꽃을 가꾸면서 이웃과도 소통이 될
것이다.
텅 비어있는 복도에서 느껴지는 단절감보다 희망과 행
복이 보이는 듯 했다.

(문화과 ☎2116-3774)

편숙희(상계동)

정겨운 우리말, 나무말미 - 장마기간 중에 날이 잠깐 개어 풋나무를 말릴만한 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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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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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청춘극장 무료 상영

노원청춘극장 매주 수·목요일 오후 2시

공릉2동 청춘극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행복을 찾아서

국제시장

라디오스타

깡철이

▶8. 3(수), 4(목)
▶전체관람가

▶8. 10(수), 11(목)
▶12세 이상 관람가

▶8.1(월)
▶12세 이상 관람가

▶8. 8(월)
▶15세 이상 관람가

구청 6층 소강당

공릉2동 주민센터 내 지하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Classic 콘서트 프랑스편
▶일시 : 8.4(목)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대상 : 5세 이상 관람가

<쾰른 챔버 앙상블 내한공연>
▶일시 : 8.10(수)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3만원, A석 2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위험한 상견례2
▶8. 24(수), 25(목)
▶15세 이상 관람가

<페인터즈 히어로>
▶일시 : 8. 6(토) 17:00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
▶관람료 : 전석 3만원
▶대상 : 24개월 이상 관람가

위대한 개츠비

포세이돈

파파로티

트루먼 쇼

▶8.17(수), 18(목)
▶15세 이상 관람가

▶8. 30(수), 9. 1(목)
▶15세 이상

▶8. 22(월)
▶15세 이상 관람가

▶8. 29(월)
▶15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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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Funny Classic Concert>
▶일시 : 8. 27(토) 17:00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동화 이야기 체험전 <Hi! Story>

이장과 군수

혹성탈출

연가시

해바라기

▶8. 2(화)
▶12세 이상 관람가

▶8. 9(화)
▶12세 이상 관람가

▶8. 5(금)
▶15세 이상 관람가

▶8.12(금)
▶15세 이상 관람가

▶일시 : 8. 27(토) 까지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아트갤러리
▶관람료 : 24개월이상 18,000원
중학생이상 10,000원
단체10,000원(재료비포함)

아웃 오브 아프리카
▶8. 23(화)
▶12세 이상 관람가

2016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일시 : 7. 29(금) 15:00 ~ 17:00
▶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주최 :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
▶내용 : 어르신대상 문화공연
▶출연진 : 김국환, 김상배 등 다수

반창꼬

미쓰고

체포왕

쉘브르의 우산

▶8. 16(화)
▶15세 이상 관람가

▶8. 30(화)
▶15세 이상

▶8.19(금)
▶15세 이상 관람가

▶8. 26(금)
▶15세 이상 관람가
(어르신복지과 ☎ 2116-3747)

구청에서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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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복지과 ☎ 2116-3747)

월계1,2,3동 재주(끼)꾼 모여라!
▶일시 및 장소 : 7. 30(토) 17:00~18:30 / 석계역 문화광장
※ 2차 공연은 10. 29(토) 예정
▶참가대상 : 월계동 거주(소재) 초․중․고․대학생 및 청소년
▶공연내용 : 관내 청소년들의 재주를 펼칠 수 있는
		 ‘한마당 놀이공간’ 마련
※ 광운대학교 동아리(14fret, 피버스), 월계고등학교
댄스팀, 녹천중학교 댄스팀, 노원월계합주단, 광운중학교
(기타 및 노래) 2개팀 등 공연 예정

가을로

다섯 번째 계절

패신져 57

프리러너

▶8. 3(수)
▶한국, 15세이상

▶8. 10(수)
▶미국, 12세 이상

▶8. 17(수)
▶미국, 15세 이상

▶8. 24(수)
▶8. 31(수)
▶미국, 청소년 관람불가 ▶미국, 15세 이상

(월계1동 주민센터 ☎ 2116-2421)

우슈워리어

(행정지원과 ☎ 2116-3085)

정겨운 우리말, 참참이 - 일정한 동안을 두고 이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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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도순
살맛나는이야기

중계본동에서는 지난 7월 19일 주거 환

상계3.4동 자원봉사캠프(캠프장 김순

경이 취약한 주민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
해 선풍기 20대를 지원하는 이웃돕기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진아트(대
표 심원보)와 ㈜ 윅스위즈(대표 류창화)가
선풍기를 지원하여 마련되었다.

옥)는 지난 7월12일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
을 모시고 어르신 사랑나눔 효잔치를 개최
했다. 자원봉사캠프는 관내 어르신들이 무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시원한
콩국수를 대접했다.

물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월계2동 엄마들의 모임 월계맘(대표
김수진)은 지난 6월 29일 월계2동 주민센
터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정 다섯 가정에 총
150만원 장학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였
으며, 월계2동 동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상호발전협약을 체결하였다.

선풍기 지원 노원구는 지난 7월 13일 폭

상계5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원장
상계1동 주민복지협의회(회장 곽종상)
는 지난 7월 13일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효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
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민복지협의회
의 바자회 수익금으로 진행되었다.

김화영)은 지난 7월 13일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아이들이 바자회를 통해
모은 성금 30만원을 상계5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은 직접 마련한
돈으로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상계5동
주민센터 옥상텃밭에서 키운 옥수수를 선

염을 대비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선풍기 지원 사
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지원한 선풍기 400
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과 (주)
인탑스(대표 김재경)의 후원으로 마련했
으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분되었다.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8월 마을학교 지금 신청하세요!
마을학교 명

기간

요일

시간

장소
화인빌딩 2층 일루이 벨리댄스

대상

재료비

초,중,고

없음

초

없음

초

재료비 3만원

초

없음

초

재료비 6만원

초

재료비 3만원

중

재료비 1만원

초

운영비 3만원

고

재료비 1만원

벨리야! 놀자!!

7.26 ~ 8.25

화,목

14:00~15:30

상계2동

즐거운피아노(화)

7.26 ~ 10.11

화

14:00~16:30

공릉1동

재미미술(수요일)

7.27 ~ 10.19

수

17:30~19:00

공릉2동

즐거운피아노(수)

7.27 ~ 10.19

수

14:00~16:30

공릉1동

흙놀이 창의교실

7.28 ~ 10.20

목

15:30~17:30

공릉2동

재미미술(금요일)

7.29 ~ 10.21

금

16:00~17:30

공릉2동

별빛캘리그라피 중급반(토)

7.30 ~ 10.22

토

10:00~12:00

상계9동

이레 바이올린교실

7.30 ~ 10.15

토

10:30~13:00

중계본동

즐거운 고등학생 한자

7.31 ~ 10.16

일

19:00~21:00

중계본동

교과서 과학 여행(초등5)

8.1 ~ 10.31

월

18:30~20:30

하계2동

초

재료비 회당6천원

책과 친구해요

8.1 ~ 11.7

월

17:00~18:00

중계2,3동

중계2,3동 주민센터 3층

중

없음

연필소묘/수채화(수요반)

8.3 ~ 10.26

수

18:00~20:00

상계6,7동

상계주공3단지 문화센터

초,중

재료비 9만원

가야금이 재미있어요(목요반)

8.4 ~ 10.27

목

17:30~20:00

공릉1동

영화교회

초,중,고

운영비 9만원

별빛캘리그라피 중급반(금)

8.5 ~ 10.28

금

16:00~18:00

상계9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1만원

무지개 토탈공예(종이접기 C반)

8.6 ~ 10.29

토

16:00~18:00

상계5동

상계5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초

재료비 3만원

행복한 미술

8.8 ~ 11.7

월

17:00~19:00

중계본동

주민센터 불암골 갤러리

미취학,초

재료비 9만원

소나기 미술

8.9 ~ 10.25

화

16:30~18:30

상계2동

미취학

재료비 8만4천원

도자기친구야 놀자(5,6,7세)

8.10 ~ 11.2

수

14:00~16:00

상계2동

리딩보드게임교실(수/초2-3반)

8.10 ~ 9.28

수

16:30~18:00

상계6,7동

창의미술

8.10 ~ 11.2

수

17:30~19:30

창의로봇 제작교실(스마트)

8.12 ~ 11.4

금

16:00~18:00

12기)프랑스문화마을학교-오전10시

8.14 ~ 11.13

일

12기)프랑스문화마을학교-오후1시

8.14 ~ 11.13

리빙스턴 바이올린교실

8.14 ~ 10.30

리빙스턴 바이올린교실 2

강사자택
다솜공방
강사자택
산돌감리교회
강사자택

토토공방

미취학

재료비 6만원

노원평생교육원 동아리방(7F)

초

운영비 3만5천원

상계2동

토토공방

미취학

재료비 8만4천원

하계1동

하계1동 주민센터

초

없음

10:00~12:00

상계10동

초,중,고

없음

일

13:00~15:00

상계10동

노원정보도서관
노원휴먼라이브러리

일

13:00~15:30

중계본동

8.14 ~ 10.30

일

15:30~18:00

중계본동

가야금이 재미있어요(화요반)

8.23 ~ 11.8

화

17:30~20:00

공릉1동

상계7단지 축구(풋살)교실(금요일반)

8.26 ~ 11.25

금

14:00~15:30

상계10동

가야금이 재미있어요(월요반)

8.29 ~ 11.21

월

17:30~20:00

공릉1동

영화교회

초,중,고

없음

초

운영비 3만원

초

운영비 3만원

영화교회

초,중,고

운영비 9만원

상계주공7단지(아) 713동 앞 풋살장

미취학,초

재료비 3만원

초,중,고

운영비 9만원

산돌감리교회

▶미성년자 회원가입 시
•미성년자 본인인증 (미성년자본인명의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인증) 및 보호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구글 크롬 다운 ➔ 구글검색창에 '노원마을학교' ➔ '노원마을학교V2' (*모바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우신 분은 노원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회원가입 및 입학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교육지원과 마을학교지원팀 ☎ 02-2116-4438, 4439, 4441)

(교육지원과 ☎ 2116-4438~4441)

▶신청 : 노원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est2.nowon.kr) ➔ 로그인(학생이름회원가입) ➔ 마을학교입학하기
※ 최소 인원(5명) 미달시 개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을학교 소식은 학교소식알리미 스마트폰앱 '아이엠스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겨운 우리말, 나슨하다 - 잡아맨 끈이나 줄 따위가 늘어져 좀 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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