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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소통•나눔의 한마당 제17회노원구민의날을맞아우리구는10.12(금)~10.14(일) 3일간중계·등나무
근린공원 일대, 노해근린공원 및 노원문화의 거리 등에서 참여·소통·나눔을
주제로구민이참여하는
‘행복Dream 2012 노원문화축제’
를연다.
이번 축제는 12일 개막식과 함께 김덕수 사물놀이 등 축하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며 13일에는 산대놀이 탈춤, 마들가요제(본선) 및 토요 Art Festival
등풍성한볼거리도선보인다.
과학과 인문·예술의 만남전, 동 마을 미니축제, 길놀이, 노원 Book 페스티벌,
복지·환경테마 전시체험, 아트마켓/바자회, 산대놀이 탈춤·중국기예단 공연,
문화의거리아트페스티벌등이펼쳐져감동과재미가있는축제의장으로진행된다.
특히 14일 노해근린공원에서는 자랑스러운 노원구민상 시상식에 이어 한마음
줄다리기, 지네발 릴레이 등 함께 어울려 환호하며 즐기는 구민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간 : 10.12(금)~14(일)
▷장소 : 중계•등나무 근린공원, 노해근린공원, 노원문화의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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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21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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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노원을 묻고,
앞으로의 노원을 말하다
노원구민 3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참여자 모집
▷일시 : 10.18(목) 14:00~
▷장소 : 노원구민체육센터 2층 대체육관
▷신청대상: 노원구민누구나
▷토론참가신청기간: 9.25(화) ~ 10.8(월)까지
▷모집인원: 선착순 300명
▷신청방법: 노원구홈페이지(www.nowon.go.kr)
전화(☎2116-3150~3)
SNS(twitter@nowon300)

민선5기 하반기 정책결정을 위한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 2116-3150~3)

글•그림 수월 권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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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제안하고참여한사업을내년에시행합니다
주민이제안하고참여한사업을내년에시행합니다
주민이제안하고참여한
사업을내년에시행합니다
- 서울시 총 8개사업 27억6천만원 지원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변화, 돌봄기능 수행
▷사업내용 : 관내 22개의 작은도서관을 거점도서관으로 선정하여 초등학생
‘책 읽기’
와
‘돌봄 기능’
을 연계한 책읽는 노원만들기 조성
▷사업대상 : 초등학생(권역별 5개 작은도서관 시범실시)
▷사업예산 : 13억 5천만원
(평생학습과 ☎ 2116-3991)

놀자! 같이 놀자
▷사업내용 :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서로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함께 성장하는 여건 조성
▷사업대상 : 7세~19세 노원구등록 발달장애인 600명, 비장애인 100명
▷사업예산 : 6천만원
(장애인지원과 ☎ 2116-3314)

왕따, 학교폭력, 자살 이젠 그만!힐링학교 운영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마을기업카페’
개업

▷사업내용 : 왕따, 학교폭력, 자살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유를 통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사업대상 : 관내 94개 초·중·고등학교
▷사업예산 : 3억원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커피·빵 등을 판매하여 발달장애인
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조성
▷운영방법 : 공공시설물에 카페 설치 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사업예산 : 2억3천만원
(장애인지원과 ☎ 2116-3314)

(생활건강과 ☎ 2116-4357)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 및 주민쉼터 운영

어린이놀이터 정기적인 모래소독 시행
▷사업내용 :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놀이터 모래에 각종 이물질 및 기생충
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모래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제공
▷사업대상: 관내공원및아파트단지어린이놀이터
▷사업예산 : 2억원
(공원녹지과 ☎ 2116-3942)

가족,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동네 대안학교’
▷사업내용 :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학교 안’
과
‘학교 밖’
을 잇는 교육환경 조성
▷사업내용 :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중학생 20명
▷사업예산 : 2억원
(여성가족과 ☎ 2116-3718)

▷사업내용: 우리구사회적기업에서생산된각종아이디어제품을값싸게판매
하고주민쉼터로활용
▷선정위치: 하계2동장미아파트지하상가(200㎡)
▷사업예산 : 3억원
(일자리경제과 ☎ 2116-3479)

발달장애 자립생활 훈련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
▷사업대상 : 관내 발달장애 청소년(좋은마음 발달 지원센터 외 2개소)
▷사업예산 : 2013년 1억2천만원
(장애인지원과 ☎ 2116-3314)

※우리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30개사업,
6억1천7백만원을 편성하여 시행중에 있다.

☞ 1면에 이어

그래프노원

행복 Dream 노원문화축제 행사일정
날자

10.12(금)

시 간

행사 구분

장

소

세부 추진 내용

11:00~16:00

축제 식전행사

중계근린공원 메인무대

중국기예단 등 19개 공연

16:00~18:00

길놀이

동별거점/중계•등나무근린공원

육사관악대, 염광관악대 합동

18:00~

개막식

중계근린공원 메인무대

주요내빈참석, 주민 1천여명

18:35~21:00

개막 축하공연

중계근린공원 메인무대

김덕수 사물놀이 등 9개 공연

10.12(금)~13(토)

09:00~18:00

노원 Book페스티벌

중계•등나무근린공원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놀이

10.12(금)~13(토)

10:00~18:00

전시/체험

중계•등나무근린공원

50여개 부스 전시 체험

10.12(금)~13(토)

10:00~18:00

아트마켓/바자회

중계•등나무근린공원

공예작품, 생활용품 직거래장터

11:00~18:00

공연

중계•등나무근린공원

학교 동아리 공연, 산대놀이 등

10.13(토)

18:00~21:00

마들가요제

중계근린공원 중앙무대

동대표 본선 경연 및 초대가수

17:00~21:00

토요아트페스티벌

노원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초대가수 문희옥 등 초청 공연

09:20~10:00`

구민의 날 기념 식전행사

10.14(일)

10:00~10:30

구민의 날 기념식

10:30~18:00

구민 체육대회

태권도시범단, 생활체육 시연 등
노해근린공원

노원구민상 시상
한마음줄다리기, 지네발릴레이 등

※과학과 인문 예술의 만남 : 9.28(금)~10.14(일) 구청 1,2층로비 전래동화속 과학체험 등

(문화체육과 ☎ 2116-3785)

나에게 나눔이란 <사랑>이다. 줄수록 행복하니까

10월수정 2012.9.20 7:39 PM 페이지4

특 집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3

민선5기 이런
민선5기
이런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교통체증 푼다
2015년까지 사업비 3,604억 들여 완공계획
▷위치 : 월계1교 ⇔ 의정부 시계 (6.85㎞)
▷공정률 : 최대 40%
▷추진사항 : 상계1동 방음벽 터널 또는 반터
널형 설치를 서울시에 요구
(토목과 ☎ 2116-4142)

성북•석계 역세권, 노원 新경제 전략거점으로 조성
업무, 상업, 주거, 문화 중심지로 개발
▷내용 : 창업지원센터, 백
화점, 호텔등조성
▷규모 : 성북•석계역
주변일대 약 191만 ㎡
▷추진사항 : 빠른시일내
물류 기지 이전 요청
(정책사업기획단 ☎ 2116-3979)

경춘선 폐선부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된다

불암산 자락에 서울과학관 들어선다
과학관과 연계한 청소년체험장, 자연생태공원 조성
▷위치 : 하계동 산11번지(불암
산 도시자연공원)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11,570㎡)
▷사업비: 약480억원
▷추진사항: 확대건립
을위해서울시와교과부에
예산증액요청(300억)

성북역~화랑역 구간 2015년까지 자전거길 조성
▷규모 : 길이 6.3km, 폭 10~15m
▷사업비 : 127억원 ~ 150억원
▷추진사항 : 자전거길 외 휴식공간 및 테마
공원 등 그린대학로 추진요청
(공원녹지과 ☎ 2116-3968)

월계동 영축산에

(교육지원과 ☎ 2116-3237)

‘제2구민체육센터’
들어선다
지하2층 지상2층 규모, 수영장·다목적체육관·체력단련실 등 갖춰
▷위치 : 월계1동 산106-2 (영축산 근린공원 내)
▷사업기간 : 2011.1~2014.9 (사업비 217억원)
▷추진사항
•2012.10 :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
•2012.12 :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2013.4 예정)
•2014. 9 : 준공예정
(문화체육과 ☎ 2116-3781)

창동 차량기지 이전, 본궤도에 안착
제2코엑스 유치 등 동북신경제 비즈니스타운 조성
▷위치 : 노원로 573 일대
(상계동), 179.578㎡
▷추진사항
•2013 :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
•2015 : 착공
(사업비 1조1,861억원)
•국비지원비율 75%까지
증액 요청
(정책사업기획단 ☎ 2116-3978)

자살예방사업, 자살률 30% 줄다!

‘심폐소생술’교육상설장 운영

‘노원햇빛과바람발전소’
건립

-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주를 살리는 일 -

- 4분의 기적, 내 손으로 가족과 이웃을 살린다 -

- 구민이 주체가 되어 태양광, 바람을 이용 전력 생산 -

우리나라는 매일 43.6명이 자살하고 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데 반해 31.2명으로 자살
공화국으로 불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자살자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심장이 멈춘 후 2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
면 90%, 4분이면 50%의 생존율을 보인다. 하지만
119구급대가 도착하는 7~8분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4%로 떨어지므로, 가족 등 최
초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매우 중요하다.

▷건립위치 : 노원구 공공건물 옥상
▷건립규모 : 1개소 30kW
시범사업으로 1개소 건립후 확대추진
▷참여방법 : 에너지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후 출자금 납부

구는 지난 5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를 개관하
고 매일 세 차례 직원과 구민을 상대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데 앞장서
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1만여 명이 노원심폐소생
술 교육장을 다녀갔다.

(녹색환경과 ☎ 2116-3215)

이에 전국 최초로‘자살예방관련 조례’
를 제정하
고‘생명존중팀’
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2년 만에 자살률이 30% 줄었다.
이는 통장, 종교단체, 병원 및 유관기관의 헌신적
인 노력 덕분이다. 구는 2014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11.2명)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의약과 ☎ 2116-3321~3)

나에게 나눔이란 <실천>이다.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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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노원구의회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노원구의회(의장 황동성)가 지난 14일 제200회 임
시회를 개회하고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체 의원 22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시
회에서 운영위원장은 정병옥 의원(민주통합당), 행
정재경위원장 임재혁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원장 김영순 의원(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장 이한
국 의원(새누리당)이 각각 선출됐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운영위원회는
김승애, 마은주, 배준경, 송인기, 이상희, 이순원 의
원이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김운종, 마은주, 송인기,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의원으로 구성했다. 보건복
지위원회는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봉양순, 이경
철, 조남수 의원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승애, 김
우일, 이상례, 이순원, 정병옥, 최성준 의원이다.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정병옥 의원

행정재경위원장
임재혁 의원

신임 상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모든 의원님들
과 잘 협의해 후반기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황동성 의장은“6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
장과 위원회 구성을 마쳐 다행”
이라면서“모든 의원
이 협력해‘능률적인 의회,‘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
로의 전환을 아주 좋은 시도라 평가했다. 그러면
서“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이 열의를 갖고 제대로 움
직여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노고를 치하했다.

황동성 노원구의회 의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노원구의회 황동성 의장은 지난 5일 노원문화예
술회관에서 열린‘노원 희망나눔 페스티벌’
에 참석
해 행사를 축하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펼쳐진 이날 기념식에서 황
의장은“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애쓰신 모든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부
터 드린다”
면서 김성환 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한 동 주민센터‘복지허브화’
와 통장의‘복지도우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순 의원

우리동네 어려운 이웃도 돕고
필요한 물품은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사랑의 손맛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동체기업
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결식이웃
들에게는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단체급
식문화개선에 앞장서는 기업
▷ 사업내용 : 주문자 특성에 맞는 단체도시락
▷ 문의 : ☎ 932-9383

도시환경위원장
이한국 의원

아울러“앞으로도 힘은 들겠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한
다”
면서“복지 도시 노원을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복지
토크쇼, 동행콘서트, 장애인 한마음축제, 난장한마
당, 가수 안치환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사회복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노원지역 치안협의회 참석
지난 7일 노원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노원지
역 치안협의회’
에 참석했다. 치안협의회는 지역 내
학교폭력이나교통사고예방등 치안서비스에대한
각 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황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치안서비스는 경찰서만의 할
일이아니라각 기관의공동서비스로주민이공감하
는치안복지가실현됐으면좋겠다”
고말했다.
(노원구 의회☎ 2116-3398)

마들농요정기발표회및

청소년친환경농사체험
▷일시 : 10.16(화) 14:00~16:00
▷장소 : 마들근린공원 내 농사체험장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생 100여명
▷참가비 : 무료
▷행사내용 : 벼베기(수확), 전통악기 및 농악놀이, 농경문화 체험, 마들농요, 경
기민요, 농사체험시연, 특별초청공연(구미 발갱이 들소리), 판소리 등

리포미처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재활용, 리폼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민의 소
통의 공간을 만들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내용 : 노원역 지하1층 녹색장터 되살림 매장 운영
▷문의 : ☎ 930-6201
(일자리경제과 ☎ 2116-3494)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이다.
나에게 나눔이란 <생활>다.‘삶’그자체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과 ☎ 2116-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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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필요한동물보호법을알려드립니다

왕의 숲 태릉, 풍요로운 가을숲 에서 놀자!
노원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태릉을 알고, 태릉 숲에서 자연을 느끼
며 체험활동을 하는
‘왕의 숲, 가을의 숲에서 놀자!’
를 진행한다.
▷장소 : 태릉(노원구 화랑로 681번지)
▷행사기간
•10.16(화)~10.26(금), 월·토·일 제외
•1회(10:00~11:30)~2회(11:30~13:00),
회당 250명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및 개인
▷내용:
‘나는야자연관찰가’
외8개체험프로그램
▷접수일 : 9.25(화) ~ 선착순 4,000명
▷접수 :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nwccic.or.kr)
▷참가비 : 무료
▷주관 : 노원구 보육정보센터

▷동물학대는 엄격히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동물을목을매다는등의 잔인한방법으로죽이는행위, 상해를입히는행위,
체액채취·체액 채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유자에 의한 동물 유기
(遺棄) 등 동물학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길고양이 문제 TNR(포획,중성화수술,방사)사업으로 해결합시다.
•목적 : 관내 길고양이를 포획해(Trap) 중성화(Neuter) 수술 후 포획 장소
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의 온순화, 개체수
감소 및 소음 감소를 유도
•진행절차
- 구청(☎2116-3482)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8-2851)
에 유선 접수
- 야간에 포획틀을 설치하여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후 1~2일 정도
회복상태에 따라 포획한 장소에 재방사
(일자리경제과 ☎ 2116-3482)

(여성가족과 ☎ 2116-3731)

제18대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기간 : 9.3(월)~11.2(화) 61일간

▷신고대상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발주관서 승인없이 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

▷중점정리내용

하도급 행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포상금 : 2,000만원 이내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방법 : 불법행위 근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舊 말소)된 자 재등록

서 제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기타 : 위반업체 직원, 감리원, 비정규직 근로자

▷참고사항

등 내부고발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특별사실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포상금을 지급 (회사대표와 임원은 지급 제외)

까지 경감
(자치행정과 ☎ 2116-3130)

(복지정책과 ☎ 2116-3658~3668)

(감사담당관 ☎ 2116-3068)

우리동네 협동조합 ⋯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 나와 내이웃이 건강한 세상,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 조합원이 주인인 의료기관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은?
건강, 협동, 공동체를 핵심가치로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조합원이 되면 주인이 되어 조합과 의료기관의 운영
에참여하고진료비할인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함께걸음’의료생협 사업소개
▶함께걸음’한의원 (☎ 937-5369)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
외과, 한방재활과, 침구과
•우리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유기농 한약재로 만든 공진당, 쌍화탕 등
을 판매

▶
‘함께걸음’요양센터 (☎ 937-5364)
•방문요양, 방문간호, 양·한방 방문진료, 작업
치료 등
•노원구청, 동 주민복지협의체와 긴밀한 협력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 521-5471)
•낮시간 동안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 및 교육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 노원구 및 인근 지역 성인 장애인
•이용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사업추진
▷ 문의 :‘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상계동 389-356)
(☎ 937-5368, http://www.healthcoop.or.kr)

나에게 나눔이란 <상생>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친환경제품 판매 및 강의 (☎ 937-5368)
면생리대, 천연비누 등 친환경/천연제품을 판매
하고 있으며, 조합원 사랑방에서 함께 만들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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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노원구민 알뜰장 개장

- 장년층 창업지원사업 창업가 모집 ▷모집대상 : 40세이상 시니어 창업
(노원구 거주자 우선 )
▷모집자격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
업 의지가 강한 자
•1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자
▷모집기간 : 9.18(화)~11.30(금)
▷교육내용: 창업일반/ 바리스타/
가구목공방/ 쇼핑몰/ 도자기 핸드
프린팅 등 총 30개 강좌
▷지원사항 : 창업공간 제공, 전문가
컨설팅 실시
(테크노파크☎944-6024,일자리경제과☎2116-3497)

아름다운이웃, 서울디딤돌사업
참여업체 모집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나누어
줄 후원업체는 복지정책과로 신청 바
랍니다.
▷서비스별 나눔분야
외식/ 생활용품/ 보건·의료/ 교육/
위생/ 문화·예술 서비스 등
(복지정책과 ☎2116-3651)

▷일시 : 10.10(수) 10:00~15:00
▷장소:중계근린공원(노원구민회관옆)
▷운영내용 : 새마을부녀회 재활용품
장, 개인벼룩시장, 먹거리장터 등

개인 벼룩시장 참여신청
▷신청기간 : 9.28(금) 09:00~
선착순 마감까지
▷신청인원 : 노원구민 80명
▷신청방법 : 유선접수(접수비 무료)
(여성가족과 ☎ 2116-3736~3738)

정보화교육수강생모집
▷교육대상: 만30세이상노원구주민
▷교육과정 : 컴퓨터기초, 한글2007,
엑셀2007, 파워포인트2007, 생활

▷납부기간 : 9.16(일)～9.30(일)
▷납세의무자 : 6. 1일 현재 재산
(주택, 토지) 소유자
▷납부방법: 시중은행·전용계좌·
인터넷·A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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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서울시민천문대) 각종 행사 개최
한가위 보름달 공개 관측회 개최
▷일시 : 9.30(일) 19:30, 19:50, 20:10, 20:30
▷장소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2층~6층)
▷입장료 : 무료(현장 선착순 입장)
▷인원 : 1회당 50명씩 이용가능
▷내용 :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한가위 대보름달 관측 체험

특별 곤충체험전 개최
▷기간 : 10.2(화)~10.28(일) 4주간(월요일 휴관)
▷시간
•전시물 관람 : 10:00~18:00
•체험교실 : 일요일 11:00, 13:00, 14:00, 15:00, 16:00
▷장소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2층
▷참가비 : 전시물 관람(무료) / 체험교실(5,000원/인)
▷인원 : 전시물 관람(제한없음) / 체험교실(1회당 20명)
▷문의 :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 971-6232(www.seoulese.or.kr)

속 인터넷, 사진꾸미기 및 동영상
만들기, 한글2007중급
▷교육장소 : 구청, 공릉2동주민센터,
노원평생교육원, 월계종합사회복
지관, 중계2·3동 공공복합청사
▷수강료 : 월 1만원
(당첨확인 후 무통장 입금)
▷접수기간 : 9.20(목)~9.29(토)
▷교육기간 : 10.4(목)~10.31(수),

9월은 주택(1/2)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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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금/화·목)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lll.nowon.kr) 후 전산추첨
※ 기초반은 전화접수도 가능
▷당첨자발표 : 10. 2(화),
10:00시(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

(부과과 ☎ 2116-3567)

자전거 대여 유료화

노원에코센터 10월 프로그램 안내
▷접수기간 : 9.25(화)~10월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 마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ecocenter.nowon.kr)
※ 프로그램 및 참가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후변화 & 에너지 교실 : 화~금 10:00~11:00
유아•초등 대상, 참가비 없음
•리포미처와 함께하는 되살림 공방‘재활용 공예’
- 매주 화 16:00~17:000 / 성인 / 참가비 3회 3만원
•고사리손 환경요리‘색색 고운 빛 무지개떡’
- 매주 토요일 16:00~17:00/ 초등 / 참가비 3천원
- 둘째, 넷째주 목요일 15:00~16:00 / 5~7세 / 참가비 3천원
•도심 속 논 생태 체첨‘개구리 논 교실’
- 매주 일요일 14:00~15:00/ 5~7세 /참가비 1천원
•청소년 자원봉사‘가을 열매 교실’
- 매주 툐요일 10:00~12:00 / 중•고등 / 참가비 없음
(녹색환경과 ☎ 2116-4402~4405)

(평생학습과 ☎ 2116-3995)

(노원에코센터 ☎ 2116-4404)

대형 폐가전 제품, 무료로 치워드려요!

▷기존 : 무료
▷변경
•1일 : 천원(8.1 부터~)
•연회원 : 1만원
(9.1 부터~)
※단, 초·중·고등학생, 18
세이하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은 무료
▷자전거대여소 현황
•당고개 역사 밑 (☎ 936-5236)
•상계역 역사 밑(☎ 936-5240)
•중계동 문화예술회관 옆(☎ 938-1030)
•녹천교 동편 뚝방(☎ 932-1011)
•중계역 교통공원 내(☎ 971-7363)
•월계동 한천교 서편(☎ 971-7364)
•중계 청소년수련관 후문(☎ 977-1012)
•공릉동 한천교 동편 밑(☎ 977-1232)

- 9.10(월)부터 전화, 인터넷 예약하면 방문 수거 노원구는 대형 폐가전 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여 주
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냉장고 냉매 등 유
해물질의 유출을 막아 친
환경적으로 폐가전을 처리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납부
필증을 부착한 후 직접 집 밖에 내놓아야 했으나 이
제는 수거전담반이 집안에서부터 운반·수거하여
폐가전 배출이 더욱 편리해진다.
▷대상품목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높이 1m이상인 가전 등
※소형 가전제품 무상수거는 기 실시
▷신청방법 : 전화(☎ 1599-0903)
인터넷(www.edtd.co.kr) 예약
▷운영시간 : 08:00~20:00(월~토)

(교통지도과 ☎ 2116-4097)

(자원순환과 ☎ 2116-3804)

신생아 무료로 작명해 드립니다
▷일시 : 9.20(목)부터~, 매주(목), 10:00~17:00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장소 : 구청 1층 민원여권과(민원24 체험센터 옆)
▷신청방법 : 구청(민원여권과, 여성가족과)
동 주민센터 방문 및 팩스신청
(여성가족과 ☎ 2116-3722)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하세요

▷접종기간 : 10.4(목)～10.19(금)
▷접종장소 : 노원구 모든 동물병원
▷접종대상 :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접종시술료는 5,000원/ 예방백신약품값은무료
(일자리경제과 ☎ 2116-3482)

나에게 나눔이란 <아내>다. 베풀수록 좋은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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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보건소와 함께하는

클릭! 건 강 코 너
http://health.nowon.seoul.kr

아름다운 인생여행(well-dying)
가곡교실 대상자 모집
▶대상 : 노원구민 180명
▶일정:10.12(금)~11.9(금) 매주금13:30~17:00
▶접수 : 9.21(금)~10.11(목) 방문 및 전화접수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생활건강과 방문보건팀 ☎ 2116-4337~8)

영•유아 중고물품 장터 개최
자원을 재사용하여 환경질환을 예방하고, 나눔을
소통하는 장으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체험하는 장터
▶일시 : 10. 20(토) 11:00~15:00
▶장소 : 노원구보건소 정문 앞마당
▶중고물품 장터 판매 참가 신청하기
•접수 : 9.25(월)~10.12(금) 09:00~18:00
•접수방법 : 인터넷(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 가능
(생활건강과 영유아실 ☎ 2116-4513)

함께해요‘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 만성질환 등 고위험 가족 및 지역주민 등
1회 30명
▶교육시간(평일 3회,토요일 2회 운영)
•1회 : 오전 10시~11시30분
•2회 : 오후 2시~3시30분
•3회 : 오후 4시~5시30분
•토요교육 : 2회(10.13, 10.27) 09:30~11:00
•야간교육 : 10.24(수) 19:00~20:30
▶장소 : 구청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의약과 의무팀 ☎ 2116-3321~3)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리건강의 시작
▶ 기 간 : 2012년 8월~10월 (3개월)
▶ 대 상 : 표본가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의약과 건강증진팀 ☎2116-4366)

건강 마당

난임(불임)부부 교육
불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부부가 불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불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달
▶대상 : 난임(불임) 부부
▶일시 :10.27(토) 10:00~12:00
▶장소 :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내용 : 불임부부가 알아야할 임신 준비
(생활건강과 모자보건팀 ☎ 2116-4348)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실 운영
- 고혈압의 이해와 관리 ▶대상 : 지역주민
▶일정 : 10월중 매주 수요일 13:40~15:00
▶장소 :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주제
•10.10(수) : 고혈압의 이해와 관리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장 김석연 교수)
•10.17(수) : 고혈압을 이기는 건강한 식생활
(노원구보건소 정은영 영양사)
•10.24(수)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방법
(노원구보건소 박선경 운동처방사)
•10.31(수) : 당뇨병의 일상관리
(서울의료원 심혈관센터 박은심간호사)
(의약과 건강증진팀 ☎ 2116-4365)

노년기 건강한 성교육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일시 : 10.16(화) 10:00~11:00
▶장소 : 노원구청 5층 치매지원센터
▶내용 : 노인의 신체적·성행동 변화, 대인관계,
위생관리, 성인성 질환 예방 등
(생활건강과 건강지원팀 ☎ 2116-4355)

건강마을가꾸기 캠페인 참여 안내
▶대 상 : 지역주민
▶일 정
•10. 5(금) 09:30~12:00 : 상계6•7동주민센터
•10.29(금) 09:30~12:00 : 상계8동 주민센터
•10.26(금) 09:30~12:00 : 상계9동 주민센터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영양, 운동 상담
(의약과 건강증진팀 ☎2116-4365)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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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접종기간 : 10. 4(목) ~ 23(화)
❖접종장소 : 동별 예방접종 일정 참조
❖접종대상 : 접종일 현재 노원구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1947년생) : 신분증 지참
•장애인 1~2급(만9세이상) 및 3급(1952년생) :
복지카드 지참
•만60세 이상 국가유공자(1952년생) :
국가유공자증 지참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 병원진단서 또는 투약
처방전 등 증빙서류 소지자
▶폐질환, 심장질환(고혈압제외), 간질환, 신장질환,
당뇨, 혈액-악성종양, 면역저하, 신경-근육질환

동별 예방접종 일정(※신분증 반드시 지참)
일자

접종시간

동 명

접종장소

10.4(목) 09:00~12:00 월계1동(1~16통)
13:00~17:00
월계3동
월계동 보건지소
10.5(금) 09:00~12:00
월계1동
13:00~17:00
월계2동
10.8(월) 09:00~12:00 상계3•4동
13:00~17:00 상계3•4동
상계3•4동주민센터
10.9(화) 09:00~12:00 상계3•4동
13:00~17:00 상계3•4동
10.10(수) 09:00~12:00
상계1동
상계1동 주민센터
13:00~17;00
상계1동
10.11(목) 09:00~12:00 중계2•3동
13:00~17:00 중계2•3동
노원구민회관
10.12(금) 09:00~12:00
하계2동
13:00~17:00
하계1동
10.15(월) 09:00~12:00
중계4동
13:00~17:00
중계4동
노원문화예술회관
10.16(화) 09:00~12:00
중계1동
13:00~17:00 중계본동
10.17(수) 09:00~12:00
공릉1동
공릉1동주민센터
13:00~17:00
공릉1동
10.18(목) 09:00~12:00
공릉2동
공릉2동주민센터
13:00~17:00
공릉2동
10.19(금) 08:30~12:00 상계10동
13:00~17:00
상계9동
10.22(월) 08:30~12:00
상계2동
구청 대강당
13:00~17:00
상계5동
10.23(화) 08:30~12:00
상계8동
13:00~17:00 상계6•7동
※동별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장소에서 예방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 ☎ 2116-4342~6, 예방접종실 ☎ 2116-4515)

플러그만 뽑아도 에너지 10% 아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껐다고, 세탁기를 안 쓴다고 전기가 쓰이
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지 않은 가전기기도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중. 플러그만 뽑아도 한 가구
당 연간 약 400kWH, 금액으로는
최소 3만 원~1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약 6천
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플러그를 일일이 뽑는 것이 힘들
다면 전원조절장치가 달린 멀티 탭
을 이용하자.

주방에서 쓰이는 것 : 전열기구 전기커피포트는
소비전력 2,200W(노트북 60W의 약 37배). 전열기
구보다 가스 불로 조리하는 것이 효율이 높고, CO2
배출량도 적어요.
다용도실에서 쓰이는 것 : 세탁은
한꺼번에 10분 이내로, 안 쓸 때는 플
러그를 뽑아요. 건조와 살균은 태양과
바람에 맡겨요.
거실에서 쓰이는 것: 텔레비전, 비디
오, 오디오, DVD플레이어 등 리모컨을
사용하면나도모르게대기전력이소비되고있어요.

나에게 나눔이란 <이웃에게 인사하기>이다. 처음엔 어렵지만 일단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니까

공부방에서 쓰이는 것 :
컴퓨터 모니터는 전기 먹
는 하마, 무심히 꽂아둔
핸드폰 충전기를 뽑는 것
만으로 월2.3kWH를 절감할 수 있어요.

대기전력이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대기전력은 전
기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비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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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10~12월
동명

월계1동
☎2116-2421

프로그램

동명

프로그램

동명

프로그램

한글서예, 한문서예, 국선도(단전호흡), Snpe체형교

아노 등), 어린이 피아노교실

전호흡(A,B반)

정, 요가(A반), 생활요가, 뷰티요가(야간반),

기체조명상, 댄스스포츠(초급,중급), 어르신 건강체조,

단전호흡(새벽, 오전, 오후, 야간반), 요가, 댄스스포츠

원어민영어, 에어로빅, 탁구(A반), 탁구(B반), 하모니

요가(월수1반, 월수2반, 화목 1반, 화목2반), 탁구(초급

카, 기타교실, 피부미용관리교실, 노래교실, 라인

중계본동

상계5동

(건강댄스), 서예, 중국어(중급독해), 주산식암산(중급),

1반, 초급2반, 초급3반, 중급, 고급반), 비즈공예, 예쁜

☎2116-2644 노래교실, 한자 급수교실, 탁구(기초교실), 탁구(탁구

손글씨, 한자서예, 서양화 입문, 피부미용관리, 어머

장개방), 장애우와 함께하는 풍물•에어로빅, 풍물 동

동,청소년), 검정고시수업, 난타동아리, 한국어교실,

니영어, 노래교실, 하모니카(초급,중급), 청소년과 함

아리, 뜨개방 동아리

컴퓨터활용주부교실, 어린이풋살경기, DIY천연화장

께하는 실버컴퓨터, 어린이 청소년 탁구교실

컴퓨터교실(초급), 디카교실(초급), 즐거운왕초보영어

품&비누

영어회화(A,B), 원어민영어, 중국어(실용회화), 노래교

교실, 댄스스포츠(초급, 중급), SNPE체형교정요가(오

댄스, 웰빙댄스, 기타교실(아동,청소년), 탁구교실(아

☎2116-2631

중계1동

실, 정다운 우리노래, 기타교실(클레식포크), 스포츠댄

싱계6•7동

전 A,B반, 직장인반), 요가(오후), 기체조명상, 어르신

☎2116-2663 스(초급, 중급A, 중급 B), 요가교실(A,B), 탁구(초급A,

☎2116-2862 근력강화 체조교실, 노래교실, 사랑의노래교실(A,B

초급B, 중급A, 중급B, 중급C), 탁구(야간), 토요탁구교

반), 영어스토리텔링(A,B반), 어린이단소교실, 어린이

실, 도자기공예, 서양화, 서예교실

한자교실, 아동방송댄스(A,B,C반)

아코디언, 저소득컴퓨터교실(공모), 저소득어린이영어

어린이 종이접기, 뮤지컬잉글리시, 동화구연, 어린이

국선도, 라인댄스(초급, 중급), 요가, 탁구교실A(중급),

(공모), 어린이사물놀이(공모), 외국인주부한국어교실

영어교실, 주산식 암산교실(수리샘), 어린이 한지공예,

탁구교실B(초급), 탁구교실C(초급), 탁구교실D(중급),

노래교실, 기타교실, 챠밍댄스, 서예교실, 요가, 에어

청소년 방송댄스, 요가(아침, 야간), 석문단전호흡, 국

주말탁구교실, 중국어 실용회화, 실용 영어회화, 서양

스스포츠·웰빙댄스, 에어로빅, 생활원예, 서예교실,
뮤지컬잉글리쉬, 어린이방송댄스(공모), 중국어, 헬스,

☎2116-2448 하모니카, 오카리나(중급), 헬스, 하모니카, 팬플룻,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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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교실, 라인댄스(초급,중급), 요가교실, 노래교실, 댄
월계2동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로빅, 종이접기(유치부), 종이접기와클레이아트, 어린

중계2•3동

화, 수채화교실, 사군자교실, 한글서예, 종이공예, 생

선도 단전호흡, 경기민요(가락장구), 노래교실, 한지공
상계8동

활도예, 기타교실, 노래교실, 장구교실, 예쁜글씨

☎2116-2470 이 한자교실, 어린이 미술교실, 경기민요, ITQ컴퓨터

☎2116-2694 예, 미니정원만들기, 스포츠댄스, 건강스트레칭, 게이

배우기, 우리는 컴짱, 어린이 한자교실, 하모니카교

트볼, 한글교실, 영어, 헬스, 탁구(중급, 초급), 한글서

실, 사물놀이(동아리), 챠밍댄스(동아리), 요가(동아리)

예(동아리), 스포츠댄스(중급, 동아리)

이접기, 케이넥스(1,2반), 독서지도(1,2반), 청소년 탁구

노래교실, 민요장고(수•목반), 한국무용, 예쁜손글씨,

노래교실, 기타교실, 민요가락장고, 파스텔아트, 서예

교실, 청소년 기타교실

어머니 영어교실, 요가, 스포츠댄스(초급•중급•룸바,

교실, 일본어(초급, 중급), 영어회화반, 채색드로잉, 동

생활영어회화(실용), 탁구(초급), 디카교실, 탁구(중급),

공릉1•3동
☎2116-2512

공릉2동

☎2116-2908 POP(A,B반), 예쁜글씨 POP(주말반), 야생초교실, 종

양화, 뷰티요가(A, B), 요가(저녁반), 웰빙댄스•댄스스

사물놀이, 라인댄스, 야생초교실, 스포츠댄스, 한문서

연(초•중급반), LTS스피치논술, 주산•암산교실, 영어

중계4동

포츠, 댄스스포츠(저녁반), 기타교실(저녁반), 탁구(초

예, 초등학생독서 스피치논술교육, 생활노래, 민요교

동화, 토요전래놀이교실, 민요장고, 서예, 꽃꽂이, 한

☎2116-2722

급, 중급), 주산•암산(A,B), 퀼트, 청소년 탁구교실, 어

왈츠반), 단전호흡, 탁구교실, 건강스트레칭, 동화구

상계9동

실, 한국무용, 수학가베교실(1,2반), 중국어원어민실용

국무용, 사물놀이, 예쁜손글씨

린이 주산 암산

댄스스포츠(초급,중급), 어르신 건강댄스(초급, 중급),

단전호습(A,B,C), 요가(A,B), 건강요가, 건강댄스(A,B),

(활용), 아동미술교육, 바이올린교실, 요가교실, 숲속

생활요가, 라인댄스(초급, 중급), 한국무용, 탁구(초급,

댄스스포츠, 탁구(초급, 중급), 학생탁구, 사물놀이, 노

체험교실, 청소년탁구교실

중급), 원어민 영어, 중국어 실용회화(초급), 성인 교

☎2116-2548 양한문(사서입문반), 한글서예, 한문서예, 민요가락장

상계1동

☎2116-2935 회화, 기타교실, POP예쁜손글씨 폼아트, 컴퓨터교실

래교실, 사진교실, 사군자•한문서예, 일본어(초급, 중

고, 성인 하모니카, 노래교실, 얼굴마사지, 야생초교

도, 한자교실

실, 가곡 동아리, 사군자•한문서예동아리

단전호흡, 스포츠댄스(초급, 야간), 탁구교실(초급, 중

댄스스포츠(초급,중급), 라인댄스(초급,중급), 건강스트
레칭, 웰빙댄스, 일어회화(기초반,초급반,중급반), 탁구

종이접기(5~6세, 7~8세), 역사논술교실(초등4~6),

☎2116-2750 급), 중국어(초급, 중급), 한글서예, 하모니카, 독서지

상계2동

탁구(초급, 중급),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요가교실, 필
상계10동

급 A,중급B), 요가(초급), 시니어체조교실, 라인댄스,

☎2116-2788 고전풍물놀이, 수채화교실, 창의력 글쓰기(유치), 창의력

라테스요가, 기체조명상, SNPE체형교정요가, 밸리댄

☎2116-2964 스, 즐거운영어교실(중학교수준), 일본어기초, 중국어
입문, 컴퓨터 기초교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하계1동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야간, 실버반), 탁구(중급,고급

글쓰기(초등), 아트클레이, 한자교실, 주산•암산교실

☎2116-2571

반), 탁구(기초,초급반), 요가(A,B반), 민요교실, 서예교

주산암산교실, 유아미술, 아동미술, 어린이동화구연,

▷접수방법 : 현장접수(70%) + 인터넷접수(30%)

실, 웃음치료

어린이스피치논술, 어린이 종이공예, LTS스피치 논

▷동 주민센터 접수기간 통일

하계2동

건강스트레칭(A,B,C), 요가(A,B,C), 댄스스포츠(지루

상계3•4동

술, 어린이탁구, 아동방송댄스, 영어교실, 노래교실,

•인터넷접수 : 매 분기 말 24일~26일

박), 라인댄스(초급,중급), 부모님 영어교실, 어린이논

☎2116-2810

서예교실, 예쁜손글씨•폼아트(초급, 중급), 기초뎃생

•현장접수 : 매 분기 말 24일~말일까지

☎2116-2607 술(초등 저학년), 드로잉(연필화), 서예교실, 사군자,

과 수채화, 라인댄스(초급, 중급), 단전호흡, 댄스스포

다이어트방송댄스, 방송댄스, 음악교실(보컬, 기타, 피

츠, 요가교실(A, B반), 탁구교실, 헬스(A,B,C,D반), 단

수락산둘레길조성기념노원구민 산길걷기
새롭게 조성된 수락산 둘레길에서 구민산길걷기 행사를 개최하니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10.8(월)14:00~ ※우천시에도 개최
♣개최장소 :상계장암지구공원(상계1동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육교건너수락산광장)
♣걷기구간: 약3.5Km (1시간30분소요)
상계장암지구공원(출발) → 노원골 물소리계곡 쉼
터(도착)
♣ 오시는길 : 지하철 7호선 ①번출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일반버스 : 12-3, 70, 72-1, 111, 1152, 1154
♣주최 : 노원구체육회
(문화체육과 ☎ 2116-3782)

나에게 나눔이란 <기쁨>이다. 나눔으로 더 행복해 지니까

(자치행정과 ☎ 2116-3134/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담당)

사랑의 연탄나눔

노원구청장배노원마라톤대회
- 사랑의 연탄 배달을 위한 기금 마련 ▷일시 : 10.20(토) 09:00
▷장소 : 노원구 창동교 아래(나눔의 광장)
▷종목 : 5km, 10km, 하프
▷참가비 : 5km 1만원(칩없음, 완주증 )
10km•하프 2만원(칩사용, 기록증)
▷모집기간 : 10.10(수)까지 선착순 모집
인터넷 접수 : www.nowongumarathon.com
(문화체육과 ☎ 2116-3780)
(노원구육상연합회 ☎ 97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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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당락은 습관의 관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막바지에 수험생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백세당 한의원 나
기환 원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삼년간 준비 해 온
시험의 당락은 습관의 관리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험생의 건강은 학습의 계획을 세우
듯 개인의 생체리듬에 맞는 습관 유지가 가장 중
요합니다.
수험생 집중력 향상의 기본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기

우선 꼭 지켜야 할 것은
첫째,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생활
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밤을 새워 공부하고 낮에 학교
에서 자는 학생들이 있다면 생활패턴을 바꾸어
야합니다. 시험은 낮에 보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
기 때문에 졸음으로 인해 실력 발휘를 못하는 우
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영양섭취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해조류 생선 등 영양을 고루 섭
취 할 수 있는 한식이 소화 흡수에 좋습니다. 식
사 시에도 포만감을 주기 보다는 약간 부족한 듯
한 섭취가 졸음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춥
고 긴장 될 때는 피로회복과 숙면 그리고 정신적
안정을 위해 긴장을 풀어주는 대추차를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집중력향상을위해반드시운동을합니다.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학습의 효율과 면역력
이 증가 합니다. 운동은 뇌기능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운동을 도와 변비예방
은 물론 장시간 앉아 있어 발생하는 허리통증 예
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감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삼
십 분이라도 짬을 내 운동하도록 권합니다.

그 후 나는 NISE학습을 하며 단어와 문장구성
능력 그리고 회화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
다. 학교수행 평가 점수도 좋게 나오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괜히 떨리던 긴장감이 차츰 사라지
고 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게 일 년 반 꾸준히 영어공부를 하던 중 많
은 학생들 중에 운 좋게 16명에 뽑혀 필리핀으로
여름 캠프(2012.08.15~21, 6박7일)를 가게 되었
다. 캠프 기간 동안 다양한 영어 수업과 프로그램,
야외 체험활동들을 즐겼다. 오전에는 선생님들과
영어 수업을 하고. 오후엔 유적지와 관광지 견학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 무엇에 좋다더라. 해서 수험생의 체질
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유행하는 약이나 기
능성식품등을 남용 및 과용 하지 않아야합니다.
가끔 약물 오용과 체질변화로 인해 제 실력을 발
휘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밥이 보약이란 뜻의 식보약보(食
補藥補)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내가 먹는 것
이 바로 나다”
라는 의미로 치료약과 음식의 뿌
리는 같아 섭생하는 것이 곧 성실함과 노력의 근
본이 됩니다. 수험생 모두 욕심이 아닌 현실에
맞추어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고 조급하지 않도
록 세워 놓은 계획을 차근히 실천해 희망하는 소
식 기쁘게 전하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명예기자 고영미

영어화상학습(NISE) 성적우수자
해외캠프 체험후기
4학년 2학기 쯤
우연히 알게 된 노
원구청에서 실시하는 화상영어수
업 NISE. 학교에서 홍보물을 자주 배부해 친근감
도 있었고 무엇보다 힘들게 학원으로 다니지 않
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
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워 무척 재밌
을 것 같았다. 엄마도 선생님 1명당 학생이 4명뿐
인 점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래서 적극적
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좋아도 몸에 맞아야 과하면 오히려 독

노원두레 푸드마켓 후원을 위한

1인1계좌사랑나누기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우리의 사랑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매월 1회 필요한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 : 1인 1계좌 월 2천원, 4천원, 5천원 등

을 하고, 저녁엔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수업을 하
고, 친구들과 물놀이도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기
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체험은 올티가스시에 있는
화상학습 센터를 방문했던 일이다. 직접 영어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과 잠깐 동안 이야기하고
생활했던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영어 캠프 기간 동안“English only policy”
의
생활을 하였는데 조금은 낯설고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영어로 만 이야기하고 수업을 받
는 생활이 영어를 익숙하게 하고 활용하는데 많
은 도움을 주었다.
이번 2012 NISE 여름 해외 캠프에 뽑혀 좋은
경험을 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지 원어민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
시고 재미있으셔서 수업이 지루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내가 수업을 즐기면서 했던 것 같다. 한편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다시는 쉽게 못 볼 것이라
고 생각을 하니 그동안 같이 지냈던 모습들이 떠
오르면서 아쉬워졌다. 아...또 가고 싶다.
변영빈
서울원광초등학교 6학년

나에게 나눔이란 <배려>이다.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있으니까

(복지정책과 ☎ 2116-3654)
(노원두레푸드마켓☎2116-4735~6 및 각 동주민센터)

천원을기부하는당신이
희망천사입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발굴과 후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
비 지원,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와 민간과의 협력지
원, 자원봉사센터, 푸드마켓 등 사회
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의 사업을 펼
칩니다.
매월 천원을 기부하는‘희망천사’
운동에구민여러분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합니다.
♥참여내용 : 천원 이상의 소액기부, 물품기부,
재능기부 등
♥참여방법
- 온라인신청(재단 홈페이지 www.newf.or.kr),
- 전화신청(☎ 949-7920~1)
- 방문신청(동 주민센터, 노원구청, 교육복지재단)
- 팩스신청(☎ 949-7922)
♥참여혜택 :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52조에 의거 연말
정산비용인정 및 세금공제혜택
(노원교육복지재단 ☎ 21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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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현수막의 화려한 변신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몸소 느끼는 체험의 현장
거리를 지나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들. 중
요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물이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무용지물이다.
버려지는 폐현수막들의 화려한 변신을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 그 현장은 바로 중평중학교.
중평중학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폐현수막
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114
봉사단 주관으로 이
루어졌다. 114 봉사
단이란, 자원봉사캠
프 운영의 상향평준
화를 위해서 캠프 권
역별로 한달에 한번
4시간 릴레이 봉사
를 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캠프간의 캠프장이나 상담가
의 역량에 따른 운영상의 편차를 해소하고 상호 연
계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봉사캠
프의 자율적이며 자치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평중학교에서의 행사 역시 이 활동의 일환으로
5권역에서 펼치는 활동 중의 하나였다. 1학년의 13
개반, 3학년의 11개반에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각
반마다 전문가 1명과 샤프론 봉사단의 어머니들이

1~2명씩 도우미로 참여했다.
폐현수막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
을 깨닫게 하고,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전하고자 하
는 것이다. 본격적인 장바구니 만들기에 앞서서는
114봉사단 5권역 장성희 캠프장의 방송을 통한 간
단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졌다.
방송교육 후에는 바로
장바구니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처음
에 나누어주는 폐현수막
들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기도했다.
하지만, 강사의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강사의
시범을 따라하며 흥미로
워했다.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박음질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강사들은 의외의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 학생들을 하나
하나 찾아가 박음질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만들어진 장바구니는 재래시장에서 학생들
이 직접 환경캠페인을 벌이며 시장을 찾은 구민들에
게 나누어줄 예정이다.

이암 김용석
(현) 노원서예가협회 회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세계서예 전북 비에날레 출품
서예월간지 주최 서예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이미경 명예기자

문화관광도시 노원은 태교 중⋯
문화관광도시 노원의 홍보대사,
어떻게 만들어지나

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맺음말에 이르기까지, 밀
도 있는 수업으로 강의실을 메운 구민들이 쉬는 시
간을 잊을 정도였다.

알찬 교육으로 문화해설 전문가 양성
이번 수업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작된 제2기 문화
해설사 양성 심화교육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올 11
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반기에 기초교
육을 수료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론 및 답
사, 실습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중 이번에는 홍유능,
성균관, 양주향교, 박세당 고택 등을 답사할 예정이
다. 1기 수료 후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며 재수강 중
인 백봉기(66세,월계동)씨는“여러 전문가들의 강
지난 9월 12일 노원문화원에서는 김승국 서울시
의가 문화해설사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
문화재위원을 초빙,‘전통문화예술의 이해와 활용’
다”며 크게 만족했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
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아리랑’
의 어원살피
들은 문화해설사가 되어 자원봉사자로서 문화관
기로 시작해 사이사이 독도와 동북공정문제 바로
광도시 노원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보기를 거쳐 우리 문화가 고유성과 전통성을 바탕
으로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할 때 세계문화시장에

노원구의 문화관광 알리미 역할 톡톡히 해
지난해 제1기를 수료한 30여 명의 문화해설사들
은 이미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노원문화축제 중
‘초안산 축제’
에 참여해 궁녀와 환관의 모습을 재
현하고 조선역사를 설명하는가 하면,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토요일 동네 한바퀴’문화탐방교실을
운영 하기도 한다. 또 문화탐방팀을 꾸려 태릉, 육
군박물관, 각심재, 충숙공묘, 한글영비 등을 답사하
고 해설하였다. 또한 중고교 축제시 역사문화 특강
을 했으며, 현재 육군박물관 해설사로 봉사 중이다.
우리 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배출
된 문화해설사들이 노원구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나에게 나눔이란 <베푸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노원문화원 www.nwcc.or.kr (☎ 938-1244)
다음 카페‘노원 문화해설사’
김명화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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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풍성한공연안내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 앤서니브라운의
‘행복한 미술관’

천상병 테마공원
열린문화축제 한마당 개최

노원구민체육센터
스포츠·문화 페스티벌 개최

- 아름다운 시와 문화가 흐르는 숲속음악회 -

▷일시 : 10.20(토) 18:00~21:00

▷행사일시 : 10.20(토) 13:00~16:00

▷장소 : 노원구민회관(1층 대강당)

▷장소 : 수락산 숲속교실

▷행사내용 : 프로그램 참가회원 작품발표회

상계1동 詩人 천상병 거리 주변

▷초청대상 : 체육센터 회원과 그 가족 및 지역

▷주최 : 1권역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누구나

▷주관 : (사)천상병시인기념사업회

▷참가프로그램 : 13종목

(상계8동주민센터 ☎ 2116-2908)

▷일시
•단체관람 : 10.11(목)~10.12(금) 10:00, 11:20
10.13(토) 11:00
•일반관람 : 10.13(금) 11:0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
▷관람료 : 일반관람 전석 1만원, 단체관람 5천원
▷대상 : 4세 이상

북난타, 에어댄스, 성인 벨리, 음악줄넘기, 유아
발레, 초등발레, 라인댄스, 아기스포츠단, 다이

청춘 하모니 연합 합창대회

어트태보, 어린이 벨리, 방송댄스, 성인재즈,

노원치매지원센터 및 관내 데이케어센터 이용

스타댄스

어르신들의 연합합창대회가 개최된다.
▷대상 : 지역주민

(노원구민체육센터 ☎ 951-9980)

▷일시 : 10.18(목) 11:00~12:00

서울역사박물관 주말가족체험교실

▷장소 : 노원구청 2층 대강당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 911-7778)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명교향곡 시리즈’

구립노원실버카페 공연 안내

▷일시 : 10.12(금)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1층 대공연장
▷관람료 : R석 3만원, A석 2만원
▷대상 : 8세 이상

▷기간 : 연중 계속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정기휴일)
▷공연시간 : 매일 1회, 1시간 기준
(15:00 ~ 16:00)
▷공연분야 : 악기연주, 노래, 무용 등 다양한

명품국악시리즈‘최고명인 춘하추동’

라이브 공연

▷일시 : 10.19(금), 19:30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5층 소공연장
▷관람료 : 전석 2만원
▷대상 : 8세 이상

▷일시 : 9.8(토)~11.24(토)
(2·4주 토요일, 총17회)
▷장소 : 교육실(2층), 상설전시실, 경희궁 등
▷대상 : 초등학생 동반 가족
(최대 4인1조, 보호자 1인 필히 동석)
▷내용 : 부모와 자녀가 박물관 전시실을 돌며
각각 눈높이에 맞춰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예약신청: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공공서비스예약

▷공연장소 : 구립 노원실버카페

htttp://yeyak.seoul.kr → 교육 → 전통체험

(중계근린공원 내)

→ 2012 주말가족체험교실 → 예약신청

(노원문화예술회관 ☎ 951-3355 www.nowonart.kr)

(노인복지과 ☎ 2116-3753)

노원 독립영화 무료 감상회

국립중앙박물관, 2012 한가위 한마당 공연 안내
▷일시 : 9.30(일), 15:00 (1시간30분 소요)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 무료
※9.12(수) 14:00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권 선착순 배포
▷프로그램
관악합주 <대풍류> / 이수대엽 <버들은> / 가야금 독주 <달하노피곰> /
피리3중주 <춤을 위한 메나리>

(행정지원과 ☎ 2116-3083)

바다

달려라 자전거

▷일시 : 10.10(수) 10:30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2세 이상 관람가

▷일시 : 10.24(수) 10:30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전체 관람가

다섯은 너무 많아
▷일시 : 10.31(수) 10:30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국립중앙박물관 ☎ 2077-9232)

꿈의 숲 아트센터 개관3주년 기념 페스티벌
▷일시 : 10.17(수)~21(일)
▷장소 :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 퍼포먼스 홀
▷티켓 : 1만원(www.dfac.or.kr)
(꿈의 숲 아트센터☎ 2289-5401)

(서울역사박물관 ☎ 724-0193, 0196)

로니를 찾아서
▷일시 : 10.17(수) 10:30
▷장소 : 노원구청 6층 소강당
▷장르 : 드라마
▷15세 이상 관람가

나에게 나눔이란 <고통을 함께하는>것이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니까

※ 10.3(수) 개천절은 영화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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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1동 주민복지협의회는지난7일
주민 200여 명을 모시고 관내 음식점
에서
‘나눔밥집’
을 열어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
다 진행하는 행사로 주민들은 나눔문
화를 널리 전파하며 마을 공동체 복원
에 앞장서고 있다.

공릉2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난

공릉2동 바자회 모습

8일 꿈나르샤 축제와 연계한
‘희망나
눔 먹거리 장터’
를 자원봉사캠프, 통
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공릉
2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었다. 수익금
(약 50만원)은 공릉2동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중계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중계1동 포천시 지동산촌마을과 자매결연

전정율)는 지난달 8월 24일 포천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주민자치위원, 주공5단
지부녀회, 청구3차 동대표 및 부녀회
등 40여명이 지동산촌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약식에 참여하여 농촌프로
그램 체험과 마을탐방을 하였다.

➓월

일

상계1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인숙)
는 지난달 8월 14일 통장협의회 기금
으로 구입한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라면, 밀가루 등)을 독거노인 등 어려
운 이웃 13세대에 전달하여 든든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노원산타마을 협동조합원 모집
▷사업내용 및 조합원 가입
•다음카페- 노원산타마을생협
http://cafe.daum.net/santatown
-nowon
▷발기인모임 : 10.11(목) 10:00,
상계1동 주민센터 3층(예정)
※현재 매주 화요일 모임 개최
(상계1동주민센터 ☎2116-2757,
성광현 ☎010-5320-0207)

상계3·4동 주민복지협의회는 지

12

상계8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8일 갈말근린공원에서 많은 주민들
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으로 행복한
마들벼룩시장’
을 개장하였다. 저렴
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켠에 이웃돕기
모금 코너도 마련하여 회를 거듭할
수록 나눔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상계9동 주민센터는 지난 7월 경
기도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에 소재
한 해바라기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
고 지난 12일 해바라기 마을에서 천
연염색, 땅콩캐기, 인절미 떡메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본 사업을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는 농촌체험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
인 도·농간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다.

상계10동 주민센터는 지난 1일 청
원고등학교에서 신임학교장 취임 축
하 쌀 50포(1000kg)을 기증받은 뒤,
이를 홀몸 어르신과 틈새계층에 전달
하여 훈훈한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
었다.

문화•행사 캘린더
수

화

월
국군의 날

1

에서 사랑의 쌀 300kg을 지난 3일 기
탁받았다. 차상위 계층 및 생계곤란
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30세대에 전
달하여 따뜻한 정을 나눴다.

난달 22일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 마음을 갖는데 도움
이 되도록 우울증 위험군 독거어르신
과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이 함께하는
중계4동 주민센터는 국제로타리 ‘해피 펀 타임’웃음치료를 진행하
3690지구 의정부 한아름 로터리클럽 였다.

상계1동 어려운 이웃 사랑나눔 모습

2012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2

3

개천절

목

금
5

4

세계한인의 날

토
6

토요 아트 페스티벌
(문화체육과 ☎ 2116-3772)
당고개 아름다운 음악회
(문화체육과 ☎ 2116-3772)

7

재향군인의날

8

9

10

한글날

세계정신의 날 / 임산부의 날

11

10월 노원구민 알뜰장 개장
노원구민 산길 걷기

생활 법률상담

(문화체육과 ☎ 2116-3782)

(일자리경제과 ☎ 2116-3505)

임산부 체조교실
(모자보건팀 ☎ 2116-4348~9)

12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

13

행복드림 노원문화축제
(문화체육과 ☎ 2116-3772)

(문화체육과 ☎ 2116-3772)

(여성가족과 ☎ 2116-3736)

토요 아트 페스티벌

독립영화 무료감상회

(문화체육과 ☎ 2116-3772)

(행정지원과 ☎ 2116-3083)

14

17

독립영화 무료감상회
(행정지원과 ☎ 2116-3083)

(문화체육과 ☎ 2116-3772)

19

20

문화의 날
노원구청장배 노원마라톤 대회

(기획예산과 ☎ 2116-3150~3)

(문화체육과 ☎ 2116-3780)

가계부채 위기탈출 강연

청춘 하모니 합창대회

토요 아트 페스티벌

(여성가족과 ☎ 2116-3736)

(일자리경제과 ☎ 2116-3484)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 911-7778)

(문화체육과 ☎ 2116-3772)

22

23
구인•구직 등 일자리 상담

생활 법률상담

24

국제연합일

독립영화 무료감상회

김주황교수

30

져축의 날

(여성가족과 ☎ 2116-3731)

(행정지원과 ☎ 2116-3083)

(평생교육과 ☎ 2116-3996)

29

26

25
왕의 숲 태릉, 가을의 숲에서 놀자 접수

노원 교양대학

(일자리경제과 ☎ 2116-3501~2)

교정의 날

노원구민 300인 원탁 토론회

현재의노원을묻고, 앞으로의노원을말하다

중계근린공원

(일자리경제과 ☎ 2116-3505)

28

18

구민 알뜰장

노원구민상 시상

경찰의 날

마들농요 정기 발표회
(문화체육과 ☎ 2116-3784)

행복드림노원문화축제

21

16

체육의 날

15

31

구인•구직 등 일자리 상담

생활 법률상담

(일자리경제과 ☎ 2116-3501~2)

독립영화 무료감상회

(일자리경제과 ☎ 2116-3505)

(행정지원과 ☎ 2116-3083)

나에게 나눔이란 <저축>이다. 더 크게 돌아오니까

27

토요 아트 페스티벌
(문화체육과 ☎ 2116-3772)
당고개 아름다운 음악회
(문화체육과 ☎ 2116-3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