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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노원구의회
제242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개회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3일 개회식에 이은 본회의에서
마은주 의원(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이 ‘5분자유발
언’을 통해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4일부터 3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
고를 듣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안건을 심사했다.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그간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
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의결과정을 거쳐 원안승인을
했다. 이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하고 제242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안건 처리 결과〉
연번

구분

의안
번호

1

조례안

2091

2

조례안

2092

3

조례안

2093

4

조례안

2094

5

동의안

2095

6

동의안

2096

7

동의안

2097

8

동의안

2098

9

의 견
제시안

2099

10

조례안

2100

11

조례안

210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사체육관(탁구장)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노원 여성교육센터
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공동육아방 운영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중계본동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계획) 및
정비 구역(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제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처리
결과

이은주
의원

원안

최윤남
의원 외 5명

원안

마은주
의원

원안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노원구청장

가결

가결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http://council.nowon.kr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윤남 의원 대표발의, 변석주·오한아·김승애·
손명영·주연숙 의원 공동발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분쟁 없는 행복공동체 주거문화
를 형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직 동대표 회장단으로 이루어진 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협의회 회원의 자격 및 임기,
회장의 직무,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비공개 회의는 방청이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질서 유지상 필요한
경우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
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도시환경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은주 의원 발의(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을 기초수급
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30만원, 그 밖의
장애인은 연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남 의원(공릉1, 2동) 발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에 맞게 개정함.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최윤남
의원

원안

최윤남
의원

원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남 의원(공릉1, 2동) 발의

운영위원회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종전
1.8㎝에서 2.1㎝로 상향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함.
⁎제24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전체내용과 조례안 전체 내용은
노원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회 방청 안내

가결

가결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발의
-노원구 보건소 다목적 강당이 2월에 개관함에 따라
노원구 문화시설에 추가하여 시설 사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사용자의 문화시설 사용, 계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을 기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사용료 관리에
합리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절차 : 방청신청(신분증 제시)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신청
- 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 단체신청 : 회의개최 전일(공문 또는 전화신청)
▶문의 : 노원구의회 사무국 ☎ 2116-3382
☎ 2116-3387
▶준수사항
-회의장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지정된 방청석에서
방청해야 함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음
-의원 발언에 대해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음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인은
신속히 퇴장해야 함

제2차본회의

행정재경위원회

(의회사무국 ☎2116-3398)

우리말 다듬기 루프톱 (roof top) -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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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모집

2018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안내

▶모집기간 : 3.15(목) ~ 4. 6(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 서울시 전체 2,000명(노원구 총 98명)
•신청자격 : 본인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저소득층 우선, 서류 및 면접심사
			
2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
•저축액에 1:1 매칭지원
▶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 서울시 전체 500명 (노원구 총 47명)
•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제외
•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국토부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해당)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비주택
•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건물
• 집수리를 받은 후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 수혜가구
▶수리항목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타일, 페인트, 전기작업
▶지원한도 : 가구당 120만원 이내
▶접수기간 : 7. 31(화) ⁎상반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2116-3664)
		
거주지 동주민센터

다자녀 가정에 드리는 선물,
영화관람권 지급!
▶신청기간 : 연중(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자격 : 노원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미만(98.1.1생 이후
			출생)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동거인 제외)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수만큼 영화관람권 지급 (연1회 지급)
▶관람시설 : 롯데시네마 노원관, 수락산관
▶문의 : 동주민센터, 여성가족과(☎ 2116-3722)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비닐류 배출요령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깨끗한 비닐류만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랩, 테이프,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는 비닐은 특수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2018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 안내

•저축기간 및 금액 : 3·5년 / 5·7·10·12만원
(비수급, 3자녀 이상) 중 선택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저소득층 우선, 서류 및 면접심사
			
2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접수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동 추천)
•중위소득 43% 이하 자가가구 제외
•공공임대, 매입임대 거주자 제외
•기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내용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물품지원(가스, 기름보일러)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00만원(270가구)
▶접수기간 : 6. 29(금)까지
▶접수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동 주민센터)
▶문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2116-3664)
거주지 동 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복지정책과 ☎2116-3679)

주거위기가정 임차자금지원 사업
▶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가구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가구
① 모텔, 여관, 고시원 등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음

② 일정한 주거 없이 차 또는 공원 등에서 거주하는 등
잠재적 주거불안이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 동반 가정
▶신청기간 : 연중 (기금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문의 : 복지정책과(☎ 2116-3295), 거주지 동 주민센터

▶스티로폼 배출요령
•순백색 스티로폼 박스 안 아이스팩, 음식물 등 이물질과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이물질이 섞인 스티로폼 묶음은 수거하지 않음.
▶특수종량제규격봉투(20리터·50리터) 또는 대형생활

폐기물배출신고 대상 (재활용품 X)
•벽지, 장판, CD, 문구류(물감, 크레파스 및 싸인펜 등),
완구류, 화장품병, 사기그릇(도자기), 멜라민소재 그릇,
강화유리, 변기뚜껑, 페인트·오일 등 화학약품이 들어 있
던 병, 은박 코팅제품, 비닐 코팅 된 종이, 기름이나 초먹
인 종이, 고무나 실리콘 혼합된 제품(슬리퍼, 고무장갑,
도마 등), 욕조, 화분류, 나무류, 보냉제(아이스팩), 스펀
지, 우드락, 건축용 단열재(보온재), 샌드위치 판넬 등 건
축용자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부패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실시
청렴한 노원구 만들기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도 조사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인허가, 보조금 지원, 식품환경ㆍ위생 지도
		
단속, 공사ㆍ용역계약 분야
▶방법 :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분석

2018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기간 : 4.16(월) ~ 4. 30(월)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고양이
▶접종장소 : 관내 모든 동물병원
▶비용 : 5,000원(시술료) , 예방백신 약품값은 무료
(일자리경제과 ☎2116-3482)

(자원순환과 ☎2116-381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
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부동산·금융 거래,
자동차 명의이전 등 각종 경제활동에 사용
▶인감도장을 보관할 필요가 없음
▶동주민센터에서 서명으로 즉시 발급 가능
▶허위 대리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걱정이 없음

(감사담당관 ☎2116-3067)

(자치행정과 ☎2116-3130)

명예기자

공릉어르신복지센터에서 건강과 문화를 함께 누려요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건
강과 여가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어르신 맞춤형 복지센터이다. 2013년에 개
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이 갖춰져 있다. 1층은 경로당과 건강관리상담센터가 있
으며, 2층에는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배움터(교육실)가
있다. 특히 물리치료와 재활활동, 치료 상담을 하는 물리
치료실은 어르신들에게 꽤 인기가 많다. 재능기부자의 손
길로 이루어지는 컷트와 염색 파마 등은 센터를 이용하는
8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배움터(교육실)에서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층 열림터(강당)에
서는 요가, 에어로빅, 체조, 댄스 등 건강프로그램과 어르
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지원과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다. 다만, 교재와 재료비는
개별 구입해야 한다.
지난 3월 6일 공릉어르신복지센터 3층 강당. 약 20명의
어르신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신바람건강체조를 한창

열심히 하고 있었다. 강당은 어르신들로부터 나오는 에
너지로 가득했다. 손놀림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록 머
리 따로 손 따로 되기도 했지만 서로 상대방을 챙겨주며
어르신들은 마냥 행복해하였다. 서청자(공릉동, 80세)씨
는 “체조를 통해 삶의 활력소가 넘치며 몸과 마음이 건강
해지는 것을 느낀다. 강사님이 친절하시고 나이에 걸맞
게 맞춤 체조를 해주신다.”고 말했다. 이강순(공릉동, 73
세)씨는 “센터를 이용한 지는 5년이 되었고 일주일에 4
번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물리치료(초욕)를 받
으면서 손가락 관절이 한결 부드럽고 통증을 줄여준다.”

고 말했다.
2층 배움터에는 중국어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
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차보였다.
매달 ‘한아름봉사단’ 은빛선율중창단이 오카리나, 우쿨
렐레, 하모니카 악기로 태릉데이케어센터에서 치매어르
신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11월까지 진
행하는 ‘그림으로 말한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림자서전과 그림책을
만들어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버행복타운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노원구 어르신
복지문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센터를 이용
하는 어르신들이 여가와 문화 참여로 더욱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며 복지혜택으로 노년의 행복을 마음껏 누렸으
면 한다.
문의: 공릉어르신복지센터 ☎948-6274~5
명예기자 최성옥 (cso05132001@hanmail.net)

우리말 다듬기 리메이크(remake) - (원작)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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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마당
2018 제1회 노원교양대학 초청강연

4월 프로그램
▶접수방법 : 프로그램 시작 3일 전 17:00까지 ‘중랑천환경센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유아는 6세 이상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취소 없이 불참 시 향후 프로그램 신청 불이익, 취소는 프로그램 시작 3일 전 17:00까지 가능합니다.
▶단체 신청은 전화 문의 필수! (중랑천환경센터 ☎938-9520)
구분

프로그램명

환경지킴이

중랑천 물의 재발견

전시해설

소중한 물의 여행

생태환경

중랑천
탐사

일시

재료비

단체 : 전화문의
개인 : 매주 토 10:00∼11:30
유아 이상
누구나

단체 : 매주 화~금 10:00~11:30

모래요정 손가락 그림

단체 : 매주 화 10:00~11:30
개인 : 매주 화 15:30~17:00

숨었니? 찾는다~!

단체 : 매주 수 10:00~11:30
개인 : 매주 수 15:30~17:00

깨어나는 봄 만나기

단체 : 매주 금 10:00~11:30
개인 : 매주 금 15:30~17:00

물고기와 친구 되기!

개인 : 4.7(토), 4.21(토) 10:00∼12:00

EM 생활의 달인

단체 : 전화문의
개인 : 매주 목 10:30∼12:00

중랑천 도예교실

개인: 4.12(목), 4.26(목) 15:30∼17:00

생활환경

대상

무료
유아
&
초등

▶강연일시 : 3. 30(금) 14:00
▶장소 : 노원구민회관 대강당
▶대상 : 구민 누구나(선착순 무료입장)
▶주제 : 꽃할배 이순재의 행복이야기
(평생학습과 ☎ 2116-3996)

노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유휴 공간 이용 안내
▶이용시설 : 강의실 (15명 이내)
▶부대시설 : 빔 프로젝터, 화이트보드, 노트북 등
▶이용성격
• 모임활동(친목모임, 단체회의, 그룹과제, 토론모임)
• 청소년 동아리(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학교동아리)
• 평생학습 (학습 동아리, 동호회, 재능기부 마을학교 운영)
• 마을공동체 활동(마을공동체 활성화 모임, 회의)
▶이용자격 : 주민 누구나
▶이용방법 : 노원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방문 신청
(교육지원과 ☎2116-4437)

초등 이상
누구나

3,000원
4,000원
~6,000원

“중랑천환경센터”는 노원구에 위치한 국내 유일 도심 하천변에 위치한
“물 전문 학습센터”입니다. 실내교육과 현장교육이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각종 물 관련 전시시설을 조작하고 체험하며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8. 2분기 노원문화원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 3. 2(금) ~ 4.14(토)
▶강좌기간 : 4. 2(화) ~ 6. 30(수) (12주)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www.nwcc.or.kr)
▶개설강좌 : 훌라, 줌바댄스, 캘리그라피, 오카리나 등
▶대상 : 노원구민
(노원문화원 사무국 ☎938-1244~5)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활용할 수 있는 환경체험 교육장

『행복한 가족을 위한 힐링 노하우』 수강생 모집

4월 프로그램
▶접수기간 : 3. 25 ~ 4월 프로그램 시작 2일전 마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cocenter.nowon.kr
▶유의사항 : 단체 신청은 전화 문의, 사전 연락 없이 불참 시 향후 프로그램 참가 불이익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대상

참가비(원)

매주 화, 수, 목, 금
10:00 ~ 11:30
13:30 ~ 15:00

유아(6세 이상),
초,중,고 단체

없음

4.7(토)
14:00 ~ 16:00

중,고 20명

없음

재생에너지, 히트다 히트! 물은 힘센돌이

4.13(금), 20(금)
15:00 ~ 16:30

초등 20명

3,000원
*1인당

동네알.자(알록달록 자연) 교실 나도 가드너~

4.11(수), 18(수)
15:00 ~ 16:30

유아(6세이상),
초등1,2학년 20명

1,000원
*1인당

불암산 둘레길 생태 탐방 에코산책

4.14(토), 21(토)
10:00 ~ 12:30

8가족(25명)

없음

4.8(일)
10:30 ~ 12:00

8가족(25명)

5,000원
*가족당

4.15(일)
10:30 ~ 12:00

8가족(25명)

5,000원
*가족당

*세부 내용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참고

5.13(일)
10:30 ~ 12:00

8가족(25명)

5,000원
*가족당

나만의 화분 만들기 씨앗 품은 알

4.10(화), 17(화)
15:00 ~ 16:30

유아(6세이상),
초등1,2학년 20명

없음

우리가족 요리산책 무차와 새싹브런치

4.21(토), 28(토)
14:00 ~ 15:30

6가족(18명)

2,000원
*1인당

4.12(목) ~ 5.31(목)
10:00 ~ 12:30

성인 10명

110,000
*8강 기준

4.29(일) 4회(1회당 40분)
10:00~10:40 / 11:00~11:40
13:00~13:40 / 16:00~16:40

누구나
*1회당 15명

없음

기후․환경 교실
*세부 내용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참고

기후변화
에너지

생태환경

청소년 재생 에너지 자원봉사
태양광을 반짝반짝
*자원봉사활동시간 2시간 발급

우리가족 작은텃밭 감자팀 모여라~
*세부 내용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참고

우리가족 작은텃밭 열매채소팀 모여라~
*세부 내용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참고

에코
디자인

진목공방과 함께하는 목공예 교실
성인작가 DIY
*8강 연속, 세부 내용 노원에코센터 홈페이지 참고

기타

영화상영

(노원에코센터 ☎ 2116-4402~5)

노원에코센터 소개의 날
노원에코센터 들여다보기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일요 영화관
(14:00 ~ 16:00)

4.1(일) 마이펫의 이중생활
4.8(일) 넛잡: 땅콩 도둑들
4.15(일) 니모를 찾아서
4.22(일) 도리를 찾아서
4.29(일) 벼랑 위의 포뇨

▶교육기간 : 4. 24 ~ 5. 29 <총 5회> 매주 화 10:00~12:00
▶교육대상 : 50명(노원구민이 아닐 경우 후순위 배정)
▶교육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강의실
▶수강료 : 무료
▶접수기간 : 4. 3(화) ~ 4.13(금)
▶접수방법 : 구청 홈페이지(선착순 접수)
▶대상자발표 : 4.19(목) 개별 SMS 통보
(평생학습과 ☎ 2116-3986)

『건강과 약초, 실생활(개운) 풍수』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4.11 ~ 5. 30 <총 8회> 매주 수 10:00~12:00
▶교육대상 : 40명(노원구민이 아닐 경우 후순위 배정)
▶교육장소 : 인덕대학교 평생교육원 조형관 102호
▶수강료 : 무료
▶접수기간 : 3.19(월) ~ 3. 30(금)
▶접수방법 : 노원구청 홈페이지(선착순 접수)
▶대상자발표 : 4. 5(목) 개별 SMS 통보
(평생학습과 ☎ 2116-3986)

자전거교실 수강생 모집
▶대상 : 만14세 이상 주민
▶교육기간 : 5. 1~ 5. 31(1개월 8회 완성)
• 평일반(월, 화) 10:00~12:00
• 주말반(토, 일) 10:00~12:00
▶비용 : 무료 (자전거, 헬멧, 보호대 무료대여)
▶장소 : 녹천교 자전거대여소 앞
▶신청기간 : 4. 2(월)부터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 접수
(자전거문화팀 ☎2116-4096)

지구를 생각해요

노원 햇빛과 바람 발전소 발전량 안내
누구나

없음

구분
총 누적
(2013. 10월 ~ )

발전량

CO2 저감량

매출액

158,596㎾h

73.8ton

15,844,195원

우리말 다듬기 리무버(remover) - (화장)지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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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관리센터
지역)

4455

7

건강마당
월계보건지소 치매예방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대상 :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만60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장소 : 월계보건지소 3층 프로그램실
▶선착순, 강의료 무료(전화 또는 방문)
▶교육내용(매주 수요일)
• 치매군 어르신 프로그램

건 강 코 너
www.nowon.kr/health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1:1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 관내 출산부
▶일시 : 4. 3 ~ 24(매주 화) 10:00~11:00
▶장소 : 보건소 2층 모유수유실(모성실 옆)
▶내용 : 모유수유 자세교정, 유방통증관리 및 개인상담 등
▶신청방법 : 전화신청(사전예약제로 진행)
(생활건강과 ☎2116-4349)

▶일시 : 4. 24(화) 16:00~18: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대상 : 관내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급식관리자)
▶내용 : 조리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정돈
▶신청방법 :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nowon)
▶신청기간 : 3. 20(화)~마감까지
▶주관 : 노원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70-7938)
(보건위생과 ☎2116-4324)

치매 기본교육 및 리더교육 참여자 모집(무료)
▶대상 : 주민 누구나(단체가능)
▶내용 :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 예방, 가족대하기 등
▶선착순 모집(인원 초과시 대기자로 등록) : 전화 또는 방문
▶일정 및 장소
내용

일정

장소

치매
기본교육

3월 중 신청자 가능 날짜
센터 담당자와 논의 후 결정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3.30(금) 13:00~18:00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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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처방 식생활 개선지도, 지속적 추후관리
• 암 예방 건강상담 등
▶권역별 평생건강관리센터

노원

중계

월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상계 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중계∙하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월계 지역)

☎2116-4466

시간
14:00~15:00
15:00~15:30

내용
인지강화 프로그램
뇌신경 체조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일시 : 4. 25(수) 14:00~16:00
▶대상 : 정신질환 가족이 있는 지역주민
▶장소 :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내용 : 정신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원인, 증상, 치료방법, 접근방법 등
▶신청 : 선착순 전화 접수(접수마감 4. 20)

몸살림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추가 모집
▶일시 : 3. 8 ~ 6. 21 매주(목) 15:00~17:00, 총15회
▶대상 : 지역주민
▶접수기간 3. 26(월)~3. 30(금)
▶모집인원 : 7~8명 내외
▶내용 : 몸살림 운동(바른자세를 통한 건강증진)
▶장소 :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3층 건강사랑방
▶수강료 : 2만원
▶신청 : 선착순 전화 접수

심폐소생술 배워 우리가족 생명 지켜요!!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시간 : (1회)10:00 ~11:30
			 (2회) 14:00 ~15:30
			 (3회) 16:00~ 17:30
(토요일 : 10:00 / 둘째 , 넷째주 수요일 19:00 ~ 20:30)
▶교육장소 : 구청 심폐소생술 교육장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예약 : 전화, 방문접수
			 인터넷 (nowon.kr/health/)우측하단
(의약과 심폐소생술교육장 ☎ 2116-3321~3)

공릉건강강좌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전립선비대증의 원인 및 치료방법
▶일시 : 4. 25(수) 14:00~15:00
▶강사 : 송강현(원자력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공릉
상계
▶장소
:
공릉보건지소
지하1층
보건교육실
평생건강관리센터
평생건강관리센터
(공릉 지역) : 선착순(상계
▶신청방법
전화2,5동
접수지역)
공릉보건지소2층

☎2116-4567

☎2116-4982

월계

공릉

상계

평생건강관리센터
(월계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공릉 지역)

평생건강관리센터
(상계 2,5동 지역)

월계헬스케어센터2층

공릉보건지소2층

상계2동주민센터3층

☎2116-4567

☎2116-4982

☎2116-4911

상계2동주민센터3층 (공릉보건지소 ☎2116-4982)

☎2116-4911

상계보건지소 1기 당뇨병 교실
▶대상 : 지역주민 중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
▶접수방법 : 사전 전화접수 또는 현장접수
▶세부내용
일시
4.5(목) 14:00~15:00
4.12(목) 14:00~15:00
4.19(목) 14:00~15:00
4.26(목) 14:00~15:00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건강상담실 운영 : 노원센터 - 매주 수 18:00~21:00
(의약과 ☎2116-4366)

(생활건강과 ☎2116-4351)

▶대상 : 관내 임산부
▶일시 : 4. 3~ 24(매주 목) 14:00~16:00
▶장소 : 보건소 지하1층 보건교육실, 심폐교육장
▶내용
• 4.3(목) : 임산부 및 신생아 구강관리와
아토피 피부염 및 보습방법
• 4.10(목) : 모유수유의 실제
• 4.17(목) : 영유아 응급처치
• 4.24(목) : 산후우울예방
▶신청방법 : 전화신청(사전예약제로 진행 - 접수중)
(생활건강과 ☎2116-4351)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2116-4591)

월계헬스케어센터2층

☎2116-4455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가족
▶일시 : 4.14(토), 21(토) 10:00~12:00
▶장소 : 보건소 지하1층 보건교육실
▶내용
• 4.14(토) : 부부가 함께하는 태교 및 분만과정
• 4.21(토) : 분만과정 및 산후조리방법, 산후우울교육
▶신청방법 : 전화신청(사전예약제로 진행 - 접수중)

준비된 엄마가 되기 위한 ‘좋은엄마 만들기’ 교육

•일반주민 프로그램

(상계보건지소 ☎2116-4987)

(노원구치매지원센터 ☎911-7778)

노원구보건소4층

내용
건강체크
뇌 활성화 프로그램
인지재활 프로그램

정신질환의 이해 및 접근방법」가족교육 신청 안내

노원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조리원 교육

치매
리더교육

시간
10:00~10:30
10:30~12:00
12:00~13:00

부부가 함께하는 임신·분만·육아
토요 부부출산교실 교육 안내

주제
당뇨병 이해와 합병증 관리 등
당뇨를 이기는 건강한 밥상
당뇨병의 운동 요법
당뇨인의 일상생활 관리

월계헬스케어센터 '중풍예방한의약건강교실'
무료 신청 안내
▶운영기간 : 3.16 ~ 5.18(매주 금) 14:00~15:00, 총10회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접수(선착순)
▶장소 :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보건교육실
▶인원 : 40명
▶대상 : 중풍(뇌졸중) 환자 및 중풍 예방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
(월계보건지소 ☎2116-4573)

월계보건지소 스트레스관리 교육
「힐링마인드」대상자 모집
▶대상 : 지역주민 중 성인 20명
▶시간 : 5. 4 ~ 6. 22 (매주 금) 10:00~11:00(총8회)
▶장소 : 월계헬스케어센터 3층 보건교육실
▶내용 :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조절, 편안한 대인관계를 		
		
위한 대화법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월계평생건강관리센터 ☎2116-4569)

행복은 건강 속에~
「암예방실천학교」 교육 신청하세요!
▶대상 : 주민 180명
▶일시 : 4.16(월) 10:00~12:00
▶장소 : 구청 6층 소강당
▶내용 : 1부- 암 검진의 중요성, 2부 - 대장암 예방관리
▶강사 : 김열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
		
문선미 원자력병원 대장암 센터장
▶신청 : 전화 또는 방문(※ 세부교육과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일정(매월 셋째주 월 14:00~16:00 / 8월은 8. 23)
일자

강의주제

4.16

1부
대장암 예방관리

5. 21

자궁경부암 예방관리

6. 18

폐암 예방관리

7. 16

암과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8. 23
9. 17
10.15
11. 19

(상계보건지소 사업운영팀 ☎ 2116-4987)

2부
암 검진의 중요성
서지애의 면역력 향상!
웰빙웃음
폐암의 주범! ‘라돈’의
위험성 예방법
암 예방을 위한 운동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간암 예방관리
암 예방 실천 ‘절주&금연’
유방암 예방관리
유방암 자가검진
서지애의 면역력 향상!
갑상선암 예방관리
웰빙웃음
(생활건강과 ☎2116-4303, 3034)

우리말 다듬기 리얼 버라이어티(real variety) - 생생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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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 어르신 : 생태학습관 현장 신청
(좋은숲 협동조합 ☎ 93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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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4월 프로그램
▶접수방법 : 과학관홈페이지 접속 science.seoul.go.kr ➔ 교육·행사 해당과목 클릭 ➔ [신청하러가기] 클릭
▶문의 : 교육지원과 ☎ 970-4558 *수강정원 5명 이하의 경우, 강의가 개설되지 않습니다. 교육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과학
대중
강연

강좌명

대상

식품영양학 ‘인공지능, 건강식단을 짜다’
환경공학 ‘독성물질을 예측하는 오믹스’
산업공학 ‘빅데이터로 세상을 탐험하다’
의공학 ‘사람을 치료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일’
new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LED전구에 불을 켜보자
뉴런으로 만드는 BIO~ART

Science
Trip

정원

수강료

19:00~21:00

80명

강좌당
5,000

4.5
4.12
4.19
4.26

중학생

4.7

토

14:00~15:40

20명

4.7

토

14:00~15:40

16명

목

4.7

토

16:00~17:40

4.8

일

10:00~11:40

4.8

일

14:00~15:40

중학생

new 암 그리고 암세포주란?

중학생

4.14

토

14:00~15:40

20명

진화의 히트작, 깃털!

초5~6

4.14

토

14:00~15:40

20명

DNA분석을 통한 범인 추리

중학생

4.15

일

10:00~11:40

4.15

일

14:00~15:40

new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진의 모든 것 - 내진설계 편

중학생

4.15

일

14:00~15:40

4.22

일

14:00~15:40

4.29

일

14:00~15:40

16명

중학생

4.21

토

14:00~15:40

20명

중학생

4.21

토

14:00~15:40

20명

단풍나무에서 찾은 하늘을 나는 꿈

초5~6

4.21

토

14:00~15:40

20명

날갯짓에서 찾은 하늘을 나는 꿈

초5~6

4.21

토

16:00~17:40

20명

4.22

일

10:00~12:00

4.29

일

10:00~12:00

4.22

일

14:00~15:40

4.29

일

14:00~15:40

중학생

new 식물과 병원균은 어떻게 공생할까?

중학생

4.28

일

14:00~15:40

4.29

토

14:00~15:40

4.29

토

16:00~17:40

아
파
트

자투리땅
주차장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
('96.6.8.이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 나대지

주차면 1면당 최대 200만원 지원
※단,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00만원 지원

▶공사시행 : 일반주택-구청 대행/ 아파트-자체시행
※ 뉴타운 ․ 재개발 사업지역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4.7~ 6.30

매주 토

10:00~11:40

20명

코딩과 로봇교실 [기본반]

중학생

4.7~ 4.28

매주 토

14:00~15:40

16명

Z축의 무한상상, 3D모델링 [심화반]
*기본반 이수 후 접수가능

중학생

4.8~ 4.22

매주 일

10:00~11:40

16명

4학년
이상
~가족

4.7

토

9:30~12:30

12가족

4.14

토

10:00~17:00

12가족

4.3
~4.24
3.22
~5.24
4.4
~7.6

매주
화
매주
목
매주
수, 금

10:00~12:00

20명

9:30~11:30
12:00~14:00

20명

9:30~13:30

25명

new 코딩강사 양성과정

담장
허물기

주차면 1면 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 (최대
2,800만원)

16명

중학생

성인

기준

20명

new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new 자연을 담은 '생태화 그리기'

강좌당
10,000원

16명

초5~6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체험 [조립 및 기본비행반]

대상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일반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주택 등(주민과 공유가능한 근생시설
포함)

20명

new 봄에 만나는 자연관찰 노트

가족 골드버그 교실

구분

16명

new ‘신과람’과 함께하는 암호로 통하는 세상(생체, 화학암호)

MBL로 알아보는 기체의 변화

▶신청기간 : 4월 ~ 10월
▶지원대상 및 기준

20명

new 알고먹자 미생물!

초5~6

(사회보장과 ☎2116-3615)

그린파킹사업 안내

속속들이 들여다 보‘새’ - 조류해부 실습

new 부모가 먼저 배우는 과학

성인
과학
교실

시간

청소년,
성인

중학생

곤충의 생존 트릭

가족
과학
교실

요일

▶대상 : 일하는 생계 ·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3인
		
가구 기준 883,956원~2,209,890원)
▶지원액 : 가구 월소득 130만원인 경우, 3년간 약 1,700만원
▶모집일정 : 3월~11월 연 9회 모집
▶문의 : 동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10강좌 통합
100,000
4강좌 통합
50,000
3강좌 통합
30,000
10,000
40,000
*재료비 별도

4강좌 통합
20,000
10강좌 통합
50,000
26강좌 통합
100,000

경우 지원 가능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영상 공모전
▶응모기한 : 5. 25(금)까지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이야기 및 다양한
		
소재로 표현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야기
▶영상형식 : 1280×720 픽셀 이상, 길이 제한 없음.
▶제출방법 : e-mail 제출(etv_contest@naver.com)
▶문의 : 한국선거방송(☎ 070-4365-5509),
		
홈페이지(http://www.etv.go.kr/)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952-1390)

명예기자

부럼 깨고 소원 빌고,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제99주년 3·1절 행사가 있던 날, 노원구에서는 정월대
보름을 맞아 무술년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행사가 오후 5
시 당현천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있었다.
노원문화원이 주최하고 노원놀이마당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부럼 깨기, 불깡통 돌리기, 귀밝이술 마시기 등 한
국의 전통 민속놀이가 재현되었으며 오곡밥을 천원에 맛
볼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다.
매년 이어져 오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노원구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다. 풍악대가 인근 아파트 주변을 돌며 행사를
알리는 ‘길놀이’에 이어 정월대보름 밤에 개천에 놓인 다리
위를 자기 나이만큼 왔다갔다하는 놀이인 ‘다리밟기’가 당
현천 인도교에서 펼쳐졌다. 다리(橋)를 밟으면 다리 병(脚
病)을 앓지 않다는 옛말이 있다. 어린이들은 각설이 차림
으로 쥐불놀이 깡통을, 어른들은 촛불을 들고 인근 아파트
에서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본부석에서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께 소원을 비나
이다.” 선·후창을 이어가며 제를 올리고 달집태우기를 시

작했다. 사람들은 각자 한 해의 소망을 종이에 적어 달집에
꽂았고 놀이마당에서 마련한 오곡밥, 땅콩 등을 받아 부럼
깨기를 했다. ‘부럼깨기’는 부스럼을 예방하고 이를 튼튼하
게 한다는 세시풍속으로 전해져 왔다.
인근 고층건물에서 200여 미터의 거리를 타고 내려온
불꽃이 달집에 점화, 구민의 소원을 달고 활활 타오르며 하
늘로 올랐다. 마치 꿈을 향해 용이 승천하는 형상으로 보이
는 달집태우기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
나무가 불에 타느라 팡팡 터지는 소리에 모든 잡귀와 액운

은 저만치 물러났으리라.
박문규 노원구청장 권한 대행은 “정월대보름 행사를 맞
이해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문화 공감의 장을 제공하
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며 “모두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얼었던 대동강도 풀린다는 우수를 지나 대지를 적시는
반가운 봄비도 내렸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장은
올해도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집집마다 마당 한 가운데 잔솔가지를 꺾어다 불을 피우
고 나이 숫자만큼 뛰어넘으며 소원을 빌고 귀밝이술을 나
눠 마시며 들판에 나가 쥐불놀이를 신나게 했던 추억이 떠
오른다. 이처럼 신나는 민속놀이마당으로 꿈나무들에게
는 민속놀이의 추억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려주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소원처럼 무술년 한 해가 모두의 건강과 평화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명예기자 배덕정(deg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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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독자투고

NW

'지역화폐'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사업을 우리 노원구
가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도 구청에서 열린 지역
화폐 노원(NW) 발대식에 다녀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화폐 노원(NW)사업이 새로운 경제 아이템으로 성공
적으로 정착해 노원구의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화폐 ‘노원(NW)’이
란 노원구에서 인증한 지역 내 가상화폐로 가맹점에서 물
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 기본 통화 단위를 뜻한다. 이
미 기존의 자원봉사자,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자, 노원푸드
마켓뱅크 기부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노원(NW)을 적립해
줬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와
달리, 특정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이자 없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통화로서 대안화폐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역 공동
체 안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순환하는 다양
한 시도이다. 지역화폐 노원(NW)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
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노원 지역화폐'를 검색한 후 앱

을 설치한다. 노원구에서 자원봉사나 물품기부 등을 하면,
이에 대해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 노원(NW)으로 환가시켜
봉사자, 기부자에게 적립해 준다. 봉사자 등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에서 자신에게 적립된 노원(NW)을 확인할 수 있
다. 개인당 최대 적립가능액은 5만 노원(NW), 유효기간은
3년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맹
점에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회원
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 노원(NW)을 적립하는 방법으로 재능나눔 같
은 사회적 가치도 추가시켜 재활용품, 노동력, 품앗이 함께

NW

지역화폐 노원(NW)사업이 잘돼야 하는 이유

NW
NW

NW

하기, 반찬 제공, 콜택시, 생일축하 이벤트 등 다양하게 접
목시킬 수도 있을 법하다. 요즘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투기성도
전혀 없는 지역화폐가 생기고 그것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고 하니 신기하고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된다.노원(NW) 사
업이 잘 운영되어 지역화폐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점이 늘어나고, 지역농산물, 재활용품, 노동, 재능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
기를 바란다.
특히 지역화폐가 좋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 내 자
원들의 상호교환을 촉진시켜, 지역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우리 노원구의 지역화폐 노원(NW)사
업이 진정 노원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의 경제비타민이 되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석원(공릉동)

2018 상계 사진 공모전
사라져가는 상계를 기억해주세요-

행복실천수기

'행복실천습관'이 가져다 준 내 삶의 기적
그 날은 내 삶에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난 후의 고요한
순간이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이뤄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위치, 내 맘대로 쓰던 자유로운 시간들을 결혼 후 아이를
가지면서 내려놔야 했다. 이것들에 대한 미련이 크면 클수
록 참 많이도 힘들었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겨우 찾게 된 평온이었다. 그래도 내 삶
은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찮게 노원
구청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행복 길라잡이 모집 공고’를 보
게 되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 생각했다. 원래 웃
음은 많았던 나. 타인에게 비춰지는 나는 늘 밝고 긍정적
인 사람이었다. 나에게는 늘 밝음이 느껴져서 함께 하고 나
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왔다. 행복길라잡이는 나
에게 딱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타인에게 웃음을 주고
내면의 나도 행복해 질수 있을것 같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
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행복실천은 지금은 참 고마운 습관
이 되어주었다.
행복실천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나와 남편과의 사이이
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함께 하기 시작한 지 이제 만
4년 정도이다. 사랑이 뭔가요. 먹는 건가요. 다음 생애에는
이 남자를 꼭 다시 만나 종처럼 부려 먹으리라 다짐하며 살
았다. 그랬던 내가 남편에게 사랑이 담긴 유머 쪽지를 보내
기 시작했는데…. 절대 변할 거 같지 않던 남편의 모습. 아
니 그보다는 남편을 대하던 나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
했다. 특히 남편이 그냥 배나온 중년 아저씨의 모습에서 피
부 뽀얀 예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툴툴대던 말투도 애
교 섞인 말투로 말했다.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응? 해주
라~” 라고 조르면 곧잘 들어주기 시작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설거지 되어 있는 밥
그릇을 보면 어찌나 행복해 지는지…. 작은 것들로 내가 이
리 행복해 질수 있다니 참 신기하고 놀랍기만 하다. 하루
두 끼 꼬박꼬박 집에서 밥을 챙기던 남편이 “요즘 들어 가

끔 힘든데 외식할까”를 이야기 할 때면 감동이 절로 생긴
다. 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 거 같았던 남편
이 내 생각을 해준다 생각이 드니 새삼 더 예뻐 보이기까
지 하고 말이다.
두 번째 내 삶의 큰 변화는 자신감 넘치는 나의 모습이다.
나에게 있던 대인 공포증이 사라졌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
을 때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타인의 눈을 쳐다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 그
이유를 뚜렷이 알지 못하니 고치는 것 또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소개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하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이야기 하는 것 또한 편해져서 지금은
행복 길라잡이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우리 아이에게 나타
났다. 우리 아이는 자기표현이 서툴고 조용조용했다. 유치
원 원장선생님은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환경적
응이 느리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행복실천을 아이와 함께 하
면서 아이가 굉장히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변해있었
다. 학부모 상담에 갔을 때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수업시간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구요. 매사에 적
극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또박또박 어찌나 잘 이야기 하는
지 몰라요. 운동신경도 어찌나 좋은지 수영도 엄청 잘 해
요” 라는 말을 듣는다. 아직도 이 말이 내 귓가에 맴돌 정도
로 너무 기뻤다.
행복길라잡이를 하면서 가지게 된 자신감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더 가질 수 없어서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서
늘 한계를 느끼며 좌절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내가 이곳
에 숨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즐겁
고 행복하고 절로 미소가 나온다.

권나연

▶대상 : 상계동을 사랑하는 노원구민
▶기간 : 4. 20(금)까지
▶주제 : 상계3·4동과 얽힌 재미있는 또는 인상적인
		
에피소드를 담은 사진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상금 : 최우수상(1명/200,000원), 우수상(1명/100,000원),
		
장려상(4명/50,000원)
▶문의 : 상계종합사회복지관 교육연구팀
		
박선주 사회복지사(☎ 951-9930~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anggyebokji.or.kr) 확인

2018 상반기 '리딩인' 모집
▶일시 : 4. 3(화)부터 매주 화 10:00~12:00
▶장소 : 노원정보도서관 3층 시청각실
▶대상 : 노원구민(성인)
▶활동 : 매주 1회, 1시간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
▶접수 :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www.nowonlib.kr)
▶문의 : 노원정보도서관 ☎ 950-0028

2018 상반기 무료 생활체육교실 운영
▶접수기간 : 3. 26(월)부터(공휴일 제외)
교실명

장소

볼링

건영
볼링장

게이트볼

가재울
근린공원

배구

상계
중학교
체육관

인공암벽

당고개
지구공원
암벽장

테니스

마들
테니스장

재능기부 화랑탁구
(공릉로126두산A)
탁구
중랑천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협회)
댄스
노원구청
스포츠 2층 대강당
(협회)

운영일시
4월~ 20회
월, 수
10:00~11:00
17:00~18:00
5월~ 20회
월,수,금
13:00~15:00
4월~ 20회
화, 목
20:00~22:00
5월~ 12회
월,수,금
19:00~21:00

정원

접수문의

25명
20명

3399-5351

25명

010-2026-4070

15명

010-5005-9941

25명

010-9192-5545
010-4935-8985

20명

010-7732-0235

20명

010-2766-3000

-

010-3011-2978
010-5349-4919

-

010-4266-6011

*매월 첫 주(월) 휴무

4월~ 20회
화, 목
11:00~13:00
4월~ 화, 목
11:00~14:00
4월~ 화, 금
10:00~12:00
연중 월,화,수
18:30~20:30

(체육청소년과 ☎ 2116-3779)

우리말 다듬기 리퍼브(refurbished) - 손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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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하계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독자투고

부모님께 구청의 웰다잉 프로그램 강좌를 권해드리며
우리 인간이 언젠가는 건너야 할 다리가 있다. 무지
개 다리. 노원구에서 삼육대학교와 함께 웰다잉(WellDying)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인생여행’을 3월 30일부터
시작할거라 한다. 칠순 후반의 필자의 부모님께도 말씀
드렸더니 흔쾌히 이 강좌를 들으시겠다 하셨다.
솔직히 말해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님께 이런 강좌 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았다. 왠지 부모님을 빨
리 보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였다. 그런 게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그런 염려 전혀
하지 말라시며 강좌를 들으실 거라 했다.
우리가 생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
지만 늙어서 품위 있게 죽음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본인
과 가족 모두에게 참 힘든 일이 된다. 그런 면에서 구청에
서 마련한 <아름다운 인생여행>프로그램은 배울 것도 많
고 생각할 것도 많은 강좌가 될 것 같다.
평생을 의료인으로 살았던 노경병 박사라는 분이 계시
다. 그분은 환자 수술을 하다 안타깝게도 C형간염에 걸렸
다. 의사인 아들이 간 이식을 권했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
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죽음 준
비를 시작했다. 죽는 건 나니까 그 방식은 내가 정하겠다

는 오랜 신념에 따라서다.
특히 이분은 나중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등 어떠
한 생명 연장치료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지인들에게
는 그동안 고마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다. 아끼던 물건
이나 재산은 교회와 학교에 기부했다. 임종 열흘 전 마지
막 입원 때 고통 받고 싶지 않다며 재차 연명 치료 중단을
못 박았다. 그리고는 79세의 나이로 편안하게 운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노경영 박사를 한국의 대표적인 아름
다운 마무리 사례로 꼽는다.
아인슈타인도 갑작스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거부하고 생을 정리했다. 이때 그가 남긴 말은 이
렇다. “할 만큼 했으니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품위 있게
죽고 싶다.” 그의 나이 76세였다.
죽음의 질을 생각해 볼 때 구청에서 삼육대학교와 함께
마련한 웰다잉(Well-Dying)프로그램인 ‘아름다운 인생
여행’은 진정 인생 2막을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귀담아 생
각해 봤으면 하는 강좌일 것 같다.

김기영(상계동)

▶무료 프로그램
• 청소년 강점개발, 아동방송댄스, 멘사보드게임,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오감놀이, 행복노래교실, 건강방송댄스,
치과진료, 자율탁구장, 하계꿈터도서관
▶유료 프로그램
• 힐링＆빈야사 다이어트 요가, 줌바댄스, 소도구필라테스,
정리수납전문가 3급(기능)
▶기간: 3. 26(월)~ 선착순 마감
▶문의: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6928-0108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원어민영어교실
통역봉사자 모집
▶대상 : 영어통역 가능한 봉사자
▶내용 : 아동반/ 초급/ 월, 수 15:00~16:00
		
아동반/ 중금/ 화, 금 16:00~17:00
		
어르신반/ 초급/ 월 10:00~12:00
		
어르신반/ 중급/ 수 10:00~12:00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원관리팀 ☎934 -7711~5)

『노원 어린이 사이버교실』 무료운영
▶기간 : 12. 31까지
▶대상 : 노원구 거주 초등학교 1~6학년
▶내용 : 초등학교 주요 5개 과목 등
▶홈페이지 : www.nowon.kr/child/cyberclass.htm
▶문의 : 고객센터(☎070-7860-6586)
(평생학습과 ☎2116-3987)

2018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노원체력인증센터 3기 체력증진교실 참가자 모집

▶대상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
		
승합차(법인,렌터카, 사업용 차량 제외)
▶기간 : 3. 30(금)~선착순 모집(5만대 차량모집)
▶방법 : 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신청 또는 동‧주민		
		
센터(구청 교통행정과) 방문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인센티브 : 연간 기준 주행거리보다 일정 기준 이상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2 ~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티머니충전, 도서문화상품권)
			 및 지방세 납부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급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교통행정과 ☎ 2116-4034

▶내용 : 맨몸과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
▶운영기간 : 4. 30(월) ~ 6. 22(목) 8주간
▶시간 : 주3회(월, 화, 목)
		
10:30~11:30 / 15:00~16:00 / 18:30~19:30
▶대상 : 만19세 ~ 만64세 이하, 저체력자 및 과체중자
▶모집기간 : 4. 20(금)까지
▶장소 : 노원체력인증센터
		
(태릉입구역 노원 프레미어스엠코 지하)
▶비용 : 무료
▶문의 : ☎ 948-4175
(체육청소년과 ☎2116-3186)

장애아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랑샘 바자회
건축가 재능 나눔 운영
▶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17:00
▶장소 : 건축과 (구청본관 3층) 상담실
▶방법 : 전화예약 또는 당일 방문 상담
▶상담내용
• 소규모 건축물 도서작성 및 감리 무료서비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 건축 민원관련 상담
• 사회보험 가입 사업주를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상담
•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상담
(건축과 ☎2116-3883)

한국심리상담연구원 (원격평생교육시설)
1기 인터넷강좌 자격증과정 무료수강생 모집
▶대상 : 노원구민
▶과목 :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사, 		
		
청소년심리상담사, 놀이심리상담사, 아동심리
		
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가족심리상담사,
		
분노조절상담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영재창의
		
지도사, 인성지도사, 진로적성상담사
▶수강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www.kpedu.kr)
▶수강료 : 무료 (추천인코드 '노원사랑' 입력시)
▶문의 : ☎ 070-5044-1055

▶일시 : 4.7(토) 10:00~17: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원
▶주최 : 장애아동단기거주시설 사랑샘
▶주요행사 : 바자회 (품목: 니트,
			 천연비누, 책, 절편, 중고, 잡화 등)
(사랑샘 ☎ 932-4635)

서울여대와 함께하는 「조선왕릉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 모집
▶기간 : 4 .4 ~ 5. 23(8주) 매주 수요일 10:00~12:00
▶장소 :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관 1층 국제회의실
▶내용
일시

강좌명

4. 4

조선 왕실의 탄생, 왕
조선 중종 문정왕후와 명종의 시대
조선 왕실의 상장례(삼도감)
조선 왕실의 상장례 복식
조선 왕릉의 석물
종묘 답사 : 현장 답사
조선 왕실의 산릉제례(태릉) 참관: 현장 답사
조선 왕릉의 문화적 특성과 세계유산적 가치

4. 11
4. 18
4. 25
5. 2
5. 9
5.16
5. 23

▶대상 : 선착순 150명 (수강료 무료)
▶모집 기간 : 3. 19(월) 10:00 ~ 정원 모집까지
▶모집 방법 :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노원문화원 조선왕릉문화벨트 콘텐츠활용사업추진단 ☎2116-4932)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970-5310, 5311, 5312)

노원EZ센터 및 EZ체험주택 운영 안내
노원EZ센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
여야 한다는 절박함으
로 노원구가 설립한 국
내 최초의 친환경 에너
지제로주택 홍보관
▶프로그램 : EZ센터 견학 등
▶시간 : 월 ~ 금 10:00 ~ 17:00 ※ 공휴일 휴관

EZ체험주택
노원에너지제로주택에서 실제 생활ㆍ체험하는 숙박시설(한글
비석로 97)
▶시설 : 1층 주방 및 거실, 화장실/ 2층 침실, 화장실
▶수용인원 : 최대 8명 이내
▶이용료 : 주중(월~목)160,000원/주말(금~토) 200,000원
▶이용료 감면 대상
• 노원구 소재지 또는 단체ㆍ직장이 노원구이면 50%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50% 감면
• 환경ㆍ건축 관련 단체, 기관 및 학교(학과) 등 30% 감면
▶문의 : ☎ 978-7800 / ezcenter2017@gmail.com
(녹색환경과 ☎2116-3217)

노원구 소식지 '살기좋은 노원'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웃들의 사연, 우리동네
자랑거리, 시와 수필, 사진 등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자
신의 솜씨를 뽐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
료를 드립니다.
▶참여방법 : 소식지 담당 haidanseol@nowon.go.kr
▶참고사항 : 보내시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입
✽사진의 경우 작품의 제목과 설명을 기입해주세요
(디지털홍보과 ☎ 2116-3424)

우리말 다듬기 리플(reply)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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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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경궁 홍씨

트위스터

카트

라듸오 데이즈

▶4. 11(수), 12(목)
▶12세 이상

▶4. 2(월)
▶12세 이상

▶4. 9(월)
▶12세 이상

구청 6층 소강당

공릉2동 주민센터 내 지하

장사익과 경기도립국악단이 함께하는
스프링 콘서트
▶일시 : 3. 29(목),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4만원, A석 3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이은미 2018 전국투어
알바트로스

▶4. 4(수), 5(목)
▶12세 이상

▶일시 : 4. 13(금),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8만원, A석 6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반도네온 고상지 소극장 콘서트
<Tnago! 그 화려한 유혹>

로봇소리
▶4. 23(월)
▶12세 이상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전설

육혈포 강도단

캐스트어웨이

▶4.18(수), 19(목)
▶12세 이상

▶4. 25(수), 26(목)
▶15세 이상

▶4. 16(월)
▶15세 이상

▶4. 30(월)
▶12세 이상

▶일시 : 4. 20(금), 19:30
▶장소 : 노원어울림극장
▶관람료 : 전석 4만원
▶대상 : 8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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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립 실버악단 단원 모집
▶모집부분 : 트럼본 1명
▶모집기간 : 3. 26(월)~4. 6(금)
			 09:00~18:00(토·일 제외)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
▶응모자격 : 만65세 이상 노원구 거주자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연령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접수장소 : 구청 5층 어르신복지과(방문접수에 한함)
▶심사일시 : 4.12(목) 10:30
▶심사장소 : 상계3·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 공연장
▶심사방법 : 실기(지정곡 및 자유곡 연주) 및 면접
▶합격자 발표 : 4.19(목)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어르신복지과 ☎2116-3749)

2018 노원구립청춘실버합창단 창단식
▶일시 : 4. 6(금) 16: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
▶내용 : 축하공연(구립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위촉식, 경과보고, 격려사 등

트와일라잇

수상한 고객들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왓니껴

▶4. 3(화)
▶12세 이상

▶4. 10(화)
▶15세 이상

▶4. 6(금)
▶12세 이상

▶4. 13(금)
▶12세 이상

전우여 다시 한 번

7광구

점퍼

검은사제들

▶4. 17(화)
▶12세 이상

▶4. 24(화)
▶15세 이상

▶4. 20(금)
▶15세 이상

▶4. 27(금)
▶15세 이상
(어르신복지과 ☎ 2116-3747)

구청에서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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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과 ☎2116-3786)

2018 노원구립여성합창단 신규단원 수시모집
▶모집부문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응시자격 : 노원구 거주 25세 이상 50세 이하인 여성
▶접수기간 : 3. 26(월) ~ 4.10(화) 09:00~18:00
▶접수방법 :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심사당일제출) : 홈페이지 참조
▶심사일시 : 4.12(목) 10:00
▶심사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 다목적룸
▶전형방법 : 자유곡 1곡(대중가요 제외) 독창 및 면접
▶합격자 발표 : 구청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나의 장밋빛인생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모

사브리나

올드마린보이

▶4. 4(수)
▶프랑스, 전체관람가

▶4. 11(수)
▶한국, 12세 이상

▶4. 18(수)
▶미국, 15세 이상

▶4. 25(수)
▶한국, 전체관람가
(행정지원과 ☎ 2116-3081)

(문화과 ☎2116-3786)

우리말 다듬기 립싱크(lip sync) - 입술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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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소식·마을학교
월계2동 동주민복지협의회(월계2동

오순도순
살맛나는이야기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는 지난 2월 9일
설명절을 맞이해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
문하며 어르신들에게 새해인사를 드리
고 떡국떡(121㎏), 칼국수 면(195팩)을 전
달했다.

그램은 그림그리기를 통해 어르신들이 아
름다운 추억을 떠올리고 행복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힐링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이 제작한 작품은 연말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망온돌 취약계층 위기 긴급지원사업과 연
계하여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수도를
교체했다.

중계1동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추세
영)는 지난 3월 14일 이웃사랑봉사단 봉사
자들과 함께 독거 및 우울감을 가진 어르
신을 대상으로 식물을 통한 ‘원예치료’와
노래와 악기를 이용한 ‘음악치료’를 경로
당에서 실시했다.

공릉1동 4050우리세상봉사단(다음카
페)은 지난 2월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따뜻한 사랑의 효(孝)를 실천하고자 독거
노인들에게 전할 잡곡 1kg 100개를 공릉1
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상계2동 주민센터(동장 남미숙)는 지
하계1동 주민복지협의회(위원장 이은
경)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어르신을 위
한 미술 프로그램 「미술세계로 떠나는 소
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

난 1월말 지속된 한파로 인해 수도가 동파
돼 보일러 작동 불능으로 주방과 화장실
을 사용할 수 없고 추위를 호소하시는 기
초생활 수급자인 87세 독거어르신을 희

노원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4월 마을학교 지금 신청하세요!
마을학교 명

기간

요일

시간

장소

대상

재료비

고사성어와 한자마을 1

4.2

~

6.25

월

14:00~16:00

상계9동

보람스피치

초

운영비 3만원

고사성어와 한자마을 2

4.2

~

6.25

월

16:00~18:00

상계9동

보람스피치

초

운영비 3만원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6급)

4.2

~

6.25

월

15:00~17:00

상계1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1만원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3/4급)

4.2

~

6.25

월

17:00~19:00

상계1동

주민센터

초,중

재료비 1만원

창의 보드게임 하러가자!!(초등)

4.2

~

6.25

월

16:00~18:00

하계2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창의 종이접기와 클레이아트

4.3

~

6.26

화

14:30~15:30

하계2동

강사자택

미취학,초

재료비 5만원

즐거운 피아노(화)

4.3

~

6.26

화

14:00~16:30

공릉1동

강사자택

초

초등부 손으로 빗는 도자기(심화).화요반

4.3

~

6.26

화

14:30~16:30

상계2동

토토공방

초

재료비 6만원

찾아가는책놀이

4.3

~

6.26

화

19:00~21:00

하계1동

강사자택

고

재료비 1만원

로봇제작C

4.3

~

6.26

화

18:00~19:30

상계9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6만원

창의사고 보드게임(화요반)

4.3

~

6.26

화

16:00~18:00

상계6·7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즐거운 피아노(수)

4.4

~

6.27

수

14:00~16:30

공릉1동

강사자택

초

논리적인 글쓰기와NIE

4.4

~

7.4

수

14:00~16:00

상계9동

보람스피치

초

운영비 3만원

그림책학교4시

4.4

~

6.27

수

16:00~17:00

공릉1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그림책학교5시

4.4

~

6.27

수

17:00~18:00

공릉1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노원보드스쿨

4.4

~

6.27

수

15:30~17:30

상계1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명품과학B

4.4

~

7.4

수

18:00~20:00

상계9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6만원

창의사고력 멘사보드교실(수)

4.4

~

7.4

수

14:00~16:00

상계8동

주공(아) 15단지관리사무소

초

운영비 6만원

역사 한보따리.목요반

4.5

~

6.21

목

14:00~16:00

중계2·3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올리비아의 "행복한우쿨렐레교실" 중급

4.6

~

6.22

금

15:00~16:00

상계8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1만원

올리비아의 "행복한우쿨렐레교실" 초급

4.6

~

6.22

금

16:00~17:00

상계8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1만원

어깨동무 유아 도자기동무(금요반)

4.6

~

6.22

금

16:30~18:30

상계2동

새소망교회

미취학

재료비 6만원

한국사와 세계사 논술1

4.6

~

6.22

금

14:00~16:00

상계9동

보람스피치

초

운영비 3만원

한국사와 세계사 논술2

4.6

~

6.22

금

16:00~18:00

상계9동

보람스피치

초

운영비 3만원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7급)

4.6

~

6.29

금

15:00~17:00

상계1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1만원

이야기가 있는 한자마을학교(5급)

4.6

~

6.29

금

17:00~19:00

상계1동

주민센터

초,중

재료비 1만원

역사 한보따리.금요반

4.6

~

6.22

금

15:30~17:30

중계2·3동

강사자택

초

재료비 6만원

명품과학A

4.6

~

6.22

금

18:00~20:00

상계9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6만원

창의 융합과학

4.6

~

6.22

금

16:00~17:30

상계6·7동

노원평생교육원

초

재료비 6만원

리빙스턴피아노(2)

4.7

~

6.23

토

13:00~15:30

중계본동

산돌교회

초

운영비 3만원

벨리퀸

4.7

~

6.30

토

12:30~14:30

상계6·7동

노원평생교육원

리딩 보드게임교실.월요반

4.9

~

6.25

월

13:00~15:00

상계2동

상계2차 중앙하이츠 관리사무소

미취학,초
초

재료비 6만원

리딩 보드게임교실.화요반

4.10

~

6.26

화

15:00~17:00

상계10동

온수골행복발전소

초

재료비 6만원

하늘나리 합창단

4.11

~

7.11

수

17:30~19:00

중계2·3동

주민센터

중,고

운영비 3만원

리딩보드게임교실.수요반

4.11

~

7.4

수

16:00~18:00

상계6·7동

노원평생교육원

초

재료비 6만원

리딩보드게임교실.금요반

4.13

~

6.29

금

14:00~16:00

상계2동

상계2차 중앙하이츠 관리사무소

초

재료비 6만원

무지개 토탈공예(종이접기)

4.14

~

7.14

토

16:00~18:00

상계5동

주민센터

초

재료비 3만원

악기와 친구하기

4.14

~

7.7

토

10:30~13:00

중계본동

산돌교회

미취학

재료비 3만원

장애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보드게임

4.19

~

7.5

목

16:00~18:00

중계2·3동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고

재료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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