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화보

중랑

마음에 흐르다
류[流] 흐르다 ; 번져 퍼지다 ; 전하다

Jungnang

Flows in the Heart
Ryu[流] to flow; spread; deliver

당신과 내 마음에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

중랑

Jungnang a beautiful city
that flows in our hearts

만날수록
情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you feel closer to as you
spend more time with them.

만날수록 정(情)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you feel closer to as you

잠깐을 만나도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친구처럼

spend more time with them.

10년을 보아도 늘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Like friends who soon make you feel like

중랑은 바로 그런 모습의 도시입니다.

you've been with them for a long time,

지속 가능한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who always bring new feeling even after 10 years,
Jungnang is a city that is like those friends.

어린 시절 고향과 같은 아늑함이 깃들어 있는 도시,

That is the kind of city that Jungnang aims to be.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

Through sustainable environmentally-friendly development,

이것이 바로 중랑의 모습입니다.

Jungnang is trying to become a city that brings back childhood
memories, where all residents can enjoy an enriched life.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그리고 중랑천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도시,

Mt. Yongmasan, Mt. Mangusan, Mt. Bonghwasan and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발전을 거듭하는 중랑의 모습과 함께

Jungnangcheon(stream). A city with a heavenly environment and a

그 속에 깃들여진 정겹고도 아름다운 구민들의 삶을 모아
이 화보집에 담았습니다.

long history.
We put in this pictorial of the city of Jungnang which continues to move
towards the hopeful future and the life of friendly beautiful residents.

여러분들은 여기서

You will see the beautiful present and the happy future of

중랑의 아름다운 오늘과 행복한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Jungnang here.

중랑구청장

Hon.

Moon Byeong-gwon

the Distric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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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흐르다

푸른산 맑은 물 아름다운 중랑
서쪽으로는 한강으로 흘러드는 중랑천이 길게 뻗어있고 북쪽으로는
봉화산, 동쪽으로는 망우산, 용마산 등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
는 중랑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
시입니다. 사시사철 다양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매력적인 중랑을 만
나봅니다.

Green mountains and clean water, beautiful Jungnang
Jungnang-gu is surrounded by Mt. Bonghwasan in the north and Mt. Mangusan
and Mt. Yongmasan in the east. Jungnang-gu, having Jungnangcheon(stream)
runs through Hangang river is beautiful green city in Seoul. Meet charming
Jungnang which changes its face through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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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흐르다

01

02

꽃물결 넘실대는 중랑천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이 가득한 중랑천은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잘 만들어져 있어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Jungnangcheon(stream) with flowers in bloom
With plenty of flowers and plants each season, Jungnangcheon(stream) is one of the most
popular attractions that is dearly loved by the residents as it is equipped with a sports
park, bike lanes, walking lan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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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랑천의 노을

01 Sunset at Jungnangcheon(stream)

02 둔치길의 수크령

02 Swamp foxtail along Streamside

03 자전거도로

03 Bike lane

04 뚝방길 장미터널

04 Rose Tunnel on Ttukbang-gil

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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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최대의 인공폭포가 자리한 용마산

01 용마산의 봄

아차산의 최고봉이자 동양 최대 51.4m 높이의 인공폭포를 자랑하는 용마산은 중랑구에서 가장 높은 산으

서울시내와 남양주시 일원까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용마산은 서울시의 우수 조망명

로 서울의 동남부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소로서 능선에 핀 진달래가 아름답습니다.

Mt. Yongmasan with the largest artificial waterfall in Asia

01 Spring in Mt. Yongmasan

The highest peak of Mt. Achasan, with Asia’s highest (51.4m) artificial waterfall, Mt. Yongmasan is the highest mountain in

With a view of downtown Seoul and Namyangju-si, Mt. Yongmasan is an excellent viewing spot of Seoul

Jungnang-gu which offers a grand view of southeast Seoul.

and has beautiful azaleas along the ridge.
02 사가정공원
사가정공원은 조선 초기 대학자였던 서거정이 용마산 자락에 전통 정자를 만들고
이름을 ‘사가정’이라고 지은 데서 유래된 공원으로 산책과 함께 명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02 Sagajeong Park

The name of Sagajeong Park comes from the ‘Sagajeong,’ a traditional pavilion built and named by Seo
Geojeong, a great schola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Period. You can enjoy a walk and a beautiful poem
in this park.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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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봉우재’라고 불리우는 봉화산은 봉화를 올렸던 아차산 봉수대가 있던 곳입니
다. 나지막한 높이에 오르기도 쉽고 전망도 뛰어나며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싱그러
운 숲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습니다.

Mt. Bonghwasan where an old beacon site remains
Also known as ‘Bongujae,’ Mt. Bonghwasan used to have the Mt. Achasan beacon (Bongsudae). The

자연이 흐르다

옛 봉수대터가 남아 있는 봉화산

mountain is easy to climb thanks to the low height and offers a great view. Walk along the path and
you will feel the refreshing energy of the forest.

01

02
01 봉수대공원
구청 뒤편에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는 봉수대공원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산
책과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로 넘쳐납니다.
01 Bongsudae Park

Located in the rear of Jungnang-gu Office, the big Bongsudae Park is popular among residents during
the day and night among the people who enjoy walking and exercise.
02 신내근린공원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신내근린공원은 잘 꾸며진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갖추어
져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02 Sinnae Neighborhood Park

The thickly wooded Sinnae Park has well-prepared walking and exercise facilities which are popular
among residents nearby.

14

jungnang

15

자연이 흐르다

역사와 사색이 흐르는 곳 망우리공원
우리나라 근대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망우리공원은 한용운, 지석영, 방
정환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거진 나무 사이
로 뻗어 있는 ‘사색의 길’을 걷다보면 깊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History and contemplation, Manguri Park
With the trace of Korea’s modern history, Manguri Park also used to be a shelter for famous figures
such as Han Yongun, Ji Seokyoung, and Bang Jeongwhan. Walk through the ‘Contemplation Path’ to
relax and find a peace of mind.

한용운 연보비 The Chronology of Han Yongun’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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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동 야산 18만㎡(5만 4천평)에 야영장과 바비큐장, 스파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갖
춘 중랑캠핑숲은 도심 가까이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An auto-camping site in the city –Jungnang Camping Forest
Equipped with the best facilities including camping sites, barbecues, and spas measuring 180,000m2 on the
hill of Mangu-dong, the Jungnang Camping Forest is where you can enjoy romantic nature with your family

자연이 흐르다

도심 속 오토캠핑장 중랑캠핑숲

near the city.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묵동천
과거 건천화된 하천으로 심한 악취가 풍겼던 묵동천은 이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도심속 생태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Mukdongcheon(stream) with clean water
Mukdongcheon(stream) has changed from a dry stream that had a bad smell to an ecological cultural
place in the city with clean water flowing throug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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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소규모 공원들은 지친 일상 속에서 휴식이 그리운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The parks in Green Jungnang
Small parks located in various areas of Jungnang-gu provide a comfortable rest area for residents who
need a break from their daily lives.

20

자연이 흐르다

푸른 쉼터 중랑의 공원들

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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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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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6

07

08

01 면목천 뚝방공원

01 Myeonmokcheon(stream) Ttukbang Park

02 늘푸른근린공원

02 Neulpureun Neighborhood Park

03 나들이공원

03 Nadeuri Park

04 중화수경공원

04 Junghwa Sugyeong Park

05 신내근린공원

05 Sinnae Neighborhood Park

06 봉수대공원

06 Bongsudae Park

07 중랑천

07 Jungnangcheon(stream)

08 중랑캠핑숲

08 Jungnang Camping Forest

09 중화체육공원

09 Junghwa Sports Park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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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행복이 흐르다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그 곳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특별함이
행복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부족
한 것은 채우고 작은 소망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노력으로 우리
중랑구의 행복날씨는 늘 ‘맑음’입니다.

A place for comfortable life
What is happiness? Isn’t it small special things that you enjoy in your daily life?
When everybody makes efforts to achieve a small wish, Jungnang-gu is always
bright with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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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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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의 대표 축제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영화상영 등 볼거리가 풍부한 중랑시네마 & 뮤직페스티벌은 가족과 연인, 이웃 등
구민 모두가 한여름밤 더위를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입니다.

Jungnang’s top festival - ‘Jungnang Cinema & Music Festival’
With diverse performances and movies, Jungnang Cinema & Music Festival is a venue for families, couples, and neighbors to forget
about the summer night heat and make happy memories.

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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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의 곳곳에서는 늘 문화와 축제가 함께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열리는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들은 구민들에게 문화적 감수성을 채워주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생활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Cultural Performances for residents
Everywhere in Jungnang, there are always culture and festivals. Plenty of culture and art

행복이 흐르다

주민 곁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공연

performances with a wide range of themes fulfill the residents’ cultural needs and provide
relaxing moments to energize them again.

바쁜 일상 속 쉼표 찾아가는 우리동네 예술무대

Town Art Stage for a little break from the hectic life

가슴 속 깊은 울림 우리동네음악회

Town Concert for deep resonance within th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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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밤의 감동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고품격 문화공연 함께해요 나눔예술

Friday Concert with touching interpretations

Let’s Get Together and Share Art, High-Class Cultural Performance

jungn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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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다

노래와 춤이 함께하는 동따라 노래따라

가을밤을 적시는 가을음악회

Dong Ttara Norae Ttara with song and dance

Autumn Concert to quench the autumn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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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 주인은 바로 구민 여러분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나가는 다양한 축제와 경연대회를 통해
구민들은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화합을 다집니다.

‘Festivals of Jungnang’ created by the residents
Jungnang-gu belongs to the residents. Through various festivals and competitions, the residents bring out their own talent and build friendship
with each other.

행복이 흐르다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중랑의 축제

02

03
01

04

01 중랑 구민 서예 가훈쓰기대회

Jungnang-gu residents Family Motto Calligraphy Competition
02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중랑 주민서비스페스티벌

Jungnang Resident Service Festival with local residents
03 청소년들의 축제 한마당 중랑유스챔피언선발대회

Jungnang Youth Championship Competition – festival for the youth
04 자치회관 수강생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Community hall program competition where the students show their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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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다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랑구민 한마음걷기대회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중랑구민 한마음걷기대회는 해마다 망우리공원과 용마산에서 개최됩
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건강 걷기 대회로 구민 전체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Jungnang-gu residents Hanmaeum Walk’ to improve unity and health of residents
Held every year in Manguri Park and Mt. Yongmasan, ‘Jungnang-gu residents Hanmaeum Walk’ is open to all Jungnang-gu residents. By
walking together, residents feel unity and improve thei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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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모두가 풍요로운 복지 도시를 꿈꾸는 중랑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
고 있습니다.

The welfare of Jungnang, for the coexistence of everyone
Dreaming of a city where everyone is happy, people love to live in, and a city with comfortable welfare, Jungnang has various welfare

행복이 흐르다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도시 중랑의 복지

programs for children, youths, the elderly, wom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everyone’s well-being.

02

01 소통과 나눔이 있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
01

Myeonmok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communication and sharing
02 깊은 감동,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University of Seoul Community Welfare Center to create the happy future together
03 따뜻한 서비스,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신내종합사회복지관

Sinnae Community Welfare Center for warm service and healthy community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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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Ballet School at autonomous hall

행복이 흐르다

자치회관의 어린이 발레교실

01

02

01 비싼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장난감대여센터

Toy rental center where you can rent expensive toys for free
02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어린이집

Seoul-approved day care center with high quality services
03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공원

Sangsang Children’s Park for growing imagination and creativity
04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영유아플라자

Infant Plaza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care

03

04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아동복지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중랑은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한 신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Children’s welfare to grow hope for the future
Children are our dream and the future. Jungnang is offering children-oriented welfare policies so that they can grow into members of the society with healthy
bodies and warm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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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summer camp at Seoul Municipal Jungnang Youth Training Center

행복이 흐르다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여름캠프

01

02

03

01 청소년의 열린 마당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Seoul Municipal Mangu Youth Training Center
02 운동으로 하나되는 청소년 농구대회

Youth basketball competition to bring together the youth
03 개성과 능력을 발산하는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Youth painting contest to express individuality and skills

04

04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공간 서울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Seoul Municipal Jungnang Youth Training Center– Diverse cultural space for the youth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청소년복지
장차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랑은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outh welfare for a healthy body and mind
Jungnang is making the utmost efforts for a systematic support and program development and execution so that the youth, who will
lead our society in the near future, will enjoy wholesome leisure and cultur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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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폭넓은 사회진출은 이제 더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중랑에서는 여성들
이 여러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Women’s welfare, A city for women to work in comfort
It is no longer unusual for women to work in various areas of society. Jungnang is working on various

행복이 흐르다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도시 여성복지

projects to help women’s employment and enterprises as well a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bring out their talent in different fields.

01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비 패션디자이너들

Future fashion designers at Jungnang Women’s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01 여성을 위한 축제 여성주간 한마당

Women’s week festival
02 일하는 여성의 육아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이돌보미서비스

02

Child care service for working women worried about child upbringing
03 건강한 가정 실현을 위한 중랑건강가정지원센터

Jungnang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04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Korean class for migrated married women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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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흐르다

아름다운 인생 2막을 꿈꾸는 노인복지
본격적인 ‘100세 장수시대’가 다가오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고
령화시대에 걸맞은 의료복지정책은 물론 노인 일자리창출 그리고 각종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랑은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Welfare for the Elderly – a beautiful new chapter of life
As average life expectancy is reaching 100, the elderly should be able to enjoy a healthy and happy life. By
operating various healthcare welfare, employment, and self-development programs Jungnang is trying to help the
elderly feel confident and enjoy their roles in society.

01

04

03

05

02
01 건강한 노후를 위한 서울북부노인병원

Seoul Bukbu Hospital for healthy old age
02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미술 강좌

Art class at Sinnae Elderly Welfare Center

03 중랑구치매지원센터의 치매 무료검진 서비스

Free examination services at Jungnang-gu Dementia Support Center
04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의 어버이날 행사

Parents’ day event at municipal Jungnang elderly welfare center
05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

The elderly working as school meal helpers at element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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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벽을 넘어 사랑으로 장애인 복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보다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랑에서는 편견과 차별을 넘어 장애인들의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Welfare for the disabled – break the wall and treat them with love
We can be closer to people with disabilities if we get rid of the prejudices. Jungnang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social awareness
and the environment so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fulfill their individual and social desires.

01

02

01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Wongwang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02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공동작업장

Common workshop at Jungnang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03 중랑구립체육센터의 장애인 배드민턴

Badminton game at Jungnang Spor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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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이 흐르다
옛 세월의 은은한 속삭임
과거는 오늘의 거울이기에 세월을 건너 옛것을 만나는 것은 다가올 미래
를 상상해보는 설레임입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역사의 소중한 흔적과 가
치있는 문화유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훌륭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 걸어온 길을 통해 중랑은 더 나은 길을
찾아갑니다.

Subtle whispers of the days gone by
The past is the mirror of the present. Meeting with old history brings anticipation
for the upcoming future. Traces of history and valuable cultural heritage that we
will pass on to our descendants act as a great landmark for us to move forward.
Jungnang is looking for a better path by looking back on the old one.

지나간 역사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중랑구에는 역
사의 숨결을 느끼고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Tomorrow within history, precious cultural heritages
We can prepare for a better future by learning things from history. Jungnang-gu remain previous
cultural heritages through which we can feel and look back on history.

50

그리움이 흐르다

과거에서 찾는 내일, 소중한 문화유적

충신의 혼이 깃든 충익공 신경진 묘역 (서울특별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5호)
신도비는 높이 3.68m나 되는 거대한 비석으로 귀부와 이수의 조각이 매우 훌륭합니다.
비 건너편에는 조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낸 무신 신경진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Sin Gyeongjin grave site with the loyal spirit (Seoul city-approved tangible
cultural asset no.95)
‘Sindobi’ is a huge tombstone, 3.68m in height, with remarkable sculptures on the turtle base. Opposite of
the tombstone is a grave site of Sin Gyeongjin who was a military official and a pime minister during the
King Injo era of Joseon Dynast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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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 봉수대 터는 조선시대 함경도 경흥에서 시작하여 강원도를 거쳐 포천 잉읍현에서 올린 봉수를 받아 남
산으로 연결하는 제1봉수로의 마지막 봉수대인 아차산 봉수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본래는 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94년 원래 모습에 가까운 모형으로 복원하였습니다.

Achasan Bongsudae site where urgent news was sent from (Seoul Monument no.15)
Achasan Bongsudae site was where the last beacon of the beacon path 1 which, during Joseon dynasty, spanned from Gyeongheung of
Hamgyeongdo, through Gangwondo and Ingeuphyeon of Pocheon, to Namsan was placed. There used to be only one remaining site but in
1994 the Bongsudae was restored almost to its original form.

그리움이 흐르다

급한 소식을 알리던 아차산 봉수대 터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5호)

400년 전통의 봉화산 도당굿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4호)
봉화산 도당굿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고 화합을 다지기 위한 마을 공동의 축제로서 매
년 음력 3월 3일(삼짇날)에 지내는 400년 전통의 마을굿입니다.  

Bonghwasan Dodanggut with 400 years old tradition (Seoul city-approved
intangible cultural asset no.34)
Bonghwasan Dodanggut is a 400-year old traditional town festival to wish for the well-being of the region
and to bring unity. It is held every year on March 3rd of the lunar calendar(Samjit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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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손 유서는 1455년 조선의 임금이었던 세조가 이윤손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임명한 후 내린 명령서로서 당시의 군사제도와 왕이 내린 유서의 형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서입니다.

The will of Lee Yunson who delivered the King’s order (National cultural
asset –treasure no. 1289)
Lee Yunson’s will was an order that he received from Sejo, a king of Joseon dynasty, after Lee was
appointed as an official of Pyeongan-do in 1455. It is a precious document that shows the

그리움이 흐르다

왕의 명을 전했던 천순원년 이윤손 유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289호)

삼국시대의 흔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55호)
아차산은 고대 삼국이 치열하게 싸우던 격전지로서 그 일대에는 당시 고구려 군대가 쌓은 것으로 보이는 보루
가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용마산에 3개, 망우산에 1개의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Achasan fort area– a trace of the age of the Three States (National Cultural Asset no.455)
Mt. Achasan was a battle field of the ancient Three States, and still has a few forts that were supposedly built by the Goguryeo army.
In Jungnang, there are three forts in Mt. Yongmasan and one in Mt. Mangusan.

military system and the form of wills at that time.

용마산 7보루
7 Forts of Mt. Yongm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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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세기에 서울·경기지역에서 대활약을 펼쳤던 고산축연(高山竺演)이 경성부 숭인
동 감로암(甘露庵)에 봉안한 불화입니다. 형식과 형태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전형적인
19세기 불화의 화풍을 잘 보여주며, 예술성이 돋보입니다.

Beopjangsa Amitagoebuldo and costume relics (Seoul city-approved tangible
cultural asset no.320)
This Buddhist painting was enshrined at Gamroam in Sungindong of Gyeongseongbu by Gosanchukyeon, a
monk who was active in the 19~20th century in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It still remains intact almost

그리움이 흐르다

법장사 아미타괘불도 및 복장유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20호)

in its original form, showing the typical 19th century Buddhist painting.

흙에 담긴 예술혼 옹기장 배요섭 (서울특별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배요섭은 우리 도자기 문화에서 거의 잊혀져가는 ‘푸레토기’의 맥을 4대째 잇고 있는 옹기 장인
입니다. ‘푸레토기’는 흙으로 빚어낸 그릇에 아무런 유약(잿물)을 입히지 않고 장작가마에 구워낸 전통 옹
기를 말합니다.

Master potter Bae Yoseop who blows art into mud (Seoul city-approved intangible cultural asset
no.30)
Master potter Bae Yoseop makes, for the 4th generation, ‘Puretogi’ which is almost fading away from Korean pottery culture.
‘Puretogi’ is a traditional sand pottery that is baked in the firewood oven without applying any glaze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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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움이 흐르다

중랑구의 옛모습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랑구는 각종 도로망의 확
충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Old picture of Jungnang-gu
Located on the outskirts of Seoul, Jungnang-gu had been neglected from development but now is
becoming a more refreshing and livable city with road expansions and local developmental projects.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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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중랑구 전경(1960년대)

01 Front view of Jungnang-gu (in the 1960s)

02 망우로 동일로 교차점(1960년대)

02 Crossing of Mangu-ro and Dongil-ro (in the 1960s)

03 면목동길(1960년대)

03 Myeonmok-dong road (in the 1960s)

04 중랑천 전경(1980년대)

04 Front view of Jungnangcheon(stream) (in the 1980s)

05 신내동 배밭(1980년대)

05 Sinnae-dong pear farm (in the 1980s)

06 중랑구 전경(1990년대)

06 Front view of Jungnang-gu (in the 1990s)

07 신내동 택지개발(1990년대)

07 Sinnae-dong land development (in the 1990s)

08 면목동길(1990년대)

08 Myeonmok-dong road (in the 1990s)

09 망우로 동일로 교차점(1990년대)

09 Crossing of Mangu-ro and Dongil-ro(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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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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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흐르다
희로애락 가득한 우리네 풍경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
다. 시끌벅적하지만 넉넉한 인심이 있는 시장에서, 서로가 서
로를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크고 작은 체
험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살고 싶
은 고장, 특별한 감동이 있는 중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A view of our life full of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Our life has so many different stories. We realize the true meaning of
life in the market with plenty of generosity, in our heart to help and
share with each other, and through big and small experiences. Let’s
listen to the story of Jungnang, a place you want to live.

60

jungnang

61

삶이 흐르다
01

전통과 현대의 공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넘치는 정으로 서민들의 곁을 지켜온 전통시장은 최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더
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편리하고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 대형마트는 문화·예
술 강좌까지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The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modernity: traditional markets and big retailers
02

The traditional market, which has been with people for a long time, is changing into a more popular place with the
recent modernization work, and big retailers offer both convenient and diverse shopping and culture as well as art
classes.

03

04

01 망우동 우림시장

Mangu-dong Woorim Market
02 상봉동 코스트코

Sangbong-dong Costco
03 상봉동 이마트

Sangbong-dong E-Mart
04 신내동 홈플러스

Sinnae-dong Home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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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구민들은 다양한 나눔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듯이 서로 나누고 도움으로써 중랑은 더불어 사는 따
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Hope and love together’ the virtue of sharing

삶이 흐르다

‘희망도 사랑도 모두 함께’ 나눔의 미학

In order to become a city where everyone is happy together, Jungnang follows the virtue of sharing with the residents who participate
in various sharing and volunteer activities. By sharing and helping one another, Jungnang is growing into a heartwarming city.
03

01
01 소통과 나눔의 공간 프리아트마켓

Free art market for communication and sharing
02 언재호야 한방자원봉사단의 한방의료 봉사

Oriental medical service by Eonjaehoya, oriental medical volunteer team
03 한올 한올 정성이 깃든 사랑의 목도리 나눔

Sharing scarves woven with care and lov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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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흐르다
06

04

05
04 새마을 부녀회 사랑의 알뜰장

Saemaeul women’s society bazaar
05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자치공연단

Local performance group visiting the less privileged neighbors
06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담그기

Making kimchi with love for a warm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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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흐르다

02

03

01 중랑문화체육관

Jungnang Culture Sports Center
02 용마폭포공원축구장

Yongma Waterfall Park football field
03 중랑구민체육센터

Jungnang Residents’ Sports Center

04

04 봉화산다목적체육관

Bonghwasan multi-purpose sports center
05 중랑구립잔디구장

Jungnang-gu grass field
06 면목2동체육관

Myeonmok2-dong sports center

01

05

06

밝고 활력 넘치는 도시 생활체육 육성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중랑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Daily sports for an energetic city
A healthy body brings a healthy mind. If you are living in Jungnang-gu, you can improve your fitness at any place nearby. Diverse daily sports facilities
in Jungnang offers platforms for both the residents’ health and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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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7 중랑천 둔치 마라톤 대회

Jungnangcheon Streamside marathon competition
08 중랑천 둔치 자전거 대회

Jungnangcheon Streamside bicycle competition
09 중랑천 둔치 인라인 스케이트

Jungnangcheon Streamside inline skating

07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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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랑구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수준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들
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A city of healthy bodies and healthy minds, Jungnang

삶이 흐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도시 중랑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health. Jungnang-gu is making efforts so that everyone from children to old people can
enjoy a high level of health benefits. Especially, the office is working on customized public health projects to provide top
quality service to the less privileged as well.

02
01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내동 서울의료원

Sinnae-dong Seoul Medical Center with the optimal public medical service
02 주민을 위한 건강축제 중랑구민건강한마당

Jungnang-gu residents’ health festival
03 보건소의 아동구강보건사업
03

Children’s dental health project at health center
04 면목보건분소의 침시술

Acupuncture treatment at Myeonmok local health center
05 보건소 전경

Public health center

04

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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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흐르다
02

01 가족과 함께 떠나는 중랑패밀리행복체험학습

03

Jungnang Family Happiness Experience Learning
02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자연생태체험교실

Nature and Ecology Class with a forest expert
03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자치회관프로그램

Autonomous hall program to raise the quality of living

01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있는 중랑
중랑구는 남녀노소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에 도움을 주고, 자연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 relaxing and enjoyable Jungnang
Jungnang-gu operates various programs to help everyone develop their skills and talent and also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nature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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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체험하는 전통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 차(茶) 예절의 보급을 위한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
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차 예절과 함께 예의범절을 몸소 익힐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tea ceremony competition for children
Through the traditional tea ceremony competition for children, they can learn about traditional culture as well as etiquettes of the
tea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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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래로 흐르다
미래를 위한 힘찬 변화의 물결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에게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중랑은 늘 끊임없
는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의 꿈을 키워갑니다. 도시개발, 교통 여건 개
선, 교육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
는 중랑은 오늘도 도시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Vigorous waves of change for the future
There is no better future for those who are afraid of change. Jungnang constantly
tries to develop the dreams for the future with passion. By expanding investment
in urban development, transportation system, and education, Jungnang is
creating a new value for the city in order to become a ‘more livabl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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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흐르다

중랑을 디자인하는 상징조형물
디자인은 도시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중랑구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
러지는 ‘녹색 디자인 도시’를 추진해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랑의 관문에 위치한 상징조형물들은 세련된 디자인 도시, 중랑구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Symbolic sculptures to design Jungnang
Design raises the value of the city and quality of life. With its ‘Green Design City’ project,
Jungnang-gu is changing into a more charming city. The sculptures at the gate of Jungnang show
the present state of Jungnang-gu, a sophisticated design city.

‘행복의 꽃잎으로 채워갑니다’ 행·꽃·채
구의 문화유산인 봉수대와 구 상징화인 배꽃을 모티브
로 한 조형물로 신내 I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Filled with the petals of happiness’ Hang·Kkot·Chae
With the Bongsudae, cultural heritage of Jungnang-gu, and pear
blossoms, the symbol flowers, as the motif, this sculpture is located
at Sinnae IC.

망우시계 상징조형물 소통의 문
망우, 용마, 봉화산을 의미하는 3개의 조형물은 중랑구가 서울과 구리시를 연결
하는 동북쪽의 관문임을 ‘문(門)’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Gate of Communication, symbolic sculpture of Mangu Border
The three sculptures that represent Mangu, Yongma, and Bonghwasan symbolize Jungnang-gu as
the ‘gate’ that connects Seoul and Gur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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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과 청렴은 중랑의 또 다른 이름
중랑구는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욱 친절하고 투명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민원여권과 전경

01 야간 여권 민원 서비스를 비롯한 친철서비스

Front view of Public Service and Passport Department

Friendly services including night passport public service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소외된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Free legal advice service for the less privileged

A friendly and clean Jungnang
Jungnang is making efforts to provide more friendly and transparent optimal administrative services

03 고객만족을 위한 등기 도움 서비스

for all residents’ satisfaction.

Registration help service for residents' satisfaction
04 전 직원의 생활 속에 배어있는 청렴

Transparency throughout the institu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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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하는 충실한 대변자의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의회는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과
의 열린 대화로 신뢰를 쌓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조화롭고 바른 의정을 펼쳐갈 것입니다.

Advanced governance trusted by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s
Jungnang-gu council is trying to closely listen to and speak for the residents’ opinions. In order for Jungnang-gu to become the

미래로 흐르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선진의정

most livable place in Seoul, Jungnang-gu council will continue to pursue harmonious and clean governance through open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s.

01

01 국제교류(의장단 북경시 동성구 방문)

International exchange (Chairman and vice chairman visiting Dongsung-gu of Beijing)

본회의장 전경

Front view of the main conference hall

02 신내동에 개원한 서울의료원 방문

Visit to Seoul Medical Center opening in Sinnae-dong
03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현장방문

Visit to Jungnang resource recycling selection cen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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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쾌적한 도시 개발
서울 동북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랑구는 체계적인 도시개
발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 계획을 추진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삶의 질을 높
이고 있습니다.

Urban development for an energetic and refreshing city
Developing into a center place of the future growth of northeast Seoul, Jungnang-gu is raising its brand value and
quality of life of the city with systematic urban development and the ‘livable c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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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01 다기능 복합역사 망우복합역사

Muli-functional Mangu station complex building

상봉재정비 촉진지구는 주거기능과 함께 교통, 상업, 유통, 문화가 어우러진 중랑구의
중심축으로 개발됩니다.

Sangbong reorganization promotion area

02 실개천이 흐르는 친환경 수변도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J unghwa reorganization promotion area – environmentally-friendly
riverside city with a stream

Sangbong reorganization promotion area will be developed as the center of Jungnang-gu with residential
areas as well as transportation, commerce, distribution, and culture.

03 새로운 주거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신내택지개발지구

Sinnae land development site rising as the new resident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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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흐르다

면목선(신내동~청량리 간) 경전철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내~면목~청량리간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yeonmokseon line (Sinnae-dong~Cheongnyangni) light rail transit
The light rail transit project between Sinnae, Myeonmok and Cheongnyangni is to help relieve
inconvenience of the local residents and boost the local economy.

면목선(신내동~청량리 간) 경전철

빠르고 편리한 망우로 버스중앙차선

Myeonmokseon line (Sinnae-dong~Cheongnyangni) light rail transit

Fast and convenient Manguro bus center lanes

더욱 빠르게 도심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망은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Faster to the city center! Transportation system connected to all directions
The diverse transportation network connected to the center of Seoul provides faster and more convenient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지하철 6·7호선

transportation

Convenient metro lines no. 6 an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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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의 좁은 다리가 4차로로 확장 신설된 이화교는 V형 아치교의 웅장하고 아름
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An arch bridge even more beautiful at night, Ihwagyo(bridge)
Expanded from a narrow two-lane bridge to a four-lane one, Ihwagyo(bridge) has become a beautiful
and grand V-shaped arch bridge.

미래로 흐르다

밤에 더 아름다운 아치교 이화교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돛단배 겸재교
면목동과 동대문구 휘경동을 연결하는 겸재교는 현재 왕복4차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래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입니다.

Gyeomjaegyo(bridge), a boat sailing across Jungnangcheon(stream)
Connecting Myeonmok-dong and Hwigyeong-dong of Dongdaemun-gu, Gyeomjaegyo(bridge)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for a 4-lane road. After Yongma Tunnel opens in the future, it will contribute to smoother
transportation betwee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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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외곽 진출 서울동부지역의 관문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망은 중랑구가 서울 동부의 관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곽으로의 편리
한 교통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중랑구의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venient route to the outskirts, a gate to northeast Seoul
The wide transportation network that connects the city center and the outskirts tells you that Jungnang is the gateway to eastern Seoul.
Convenient transportation to the outskirt will offer convenience to the residents and also help the local development of Jungnang-gu.

북동부지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북부간선도로
중랑구와 성북구를 이어주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서울 북
동부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가정역~강동구 암사동간 도로개설

Bukbu Expressway that connects the northeast area

왕복 6차로로 확장되어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된 사가정길과 강동구

The north main road that links Jungnang-gu and Seongbuk-gu is connected to the beltway around Seoul, ring road, and the east main

암사동을 연결하는 용마터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road, alleviating the transportation of the northeastern area of Seoul.

The road between Sagajeong station and
Amsa-dong of Gangdong-gu
Yongma Tunnel,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connect Sagajeong-gil, which has
been expanded to a 6-lane road , and Amsa-dong of Gang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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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흐르다
01

02

중랑구 상봉동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1시간 경춘선
상봉역을 시발점으로 하는 경춘선 개통으로 지역경제는 더욱 활기차지고 도심외
곽으로의 교통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Gyeongchunseon line – one hour from Sangbong-dong of Jungnang-gu to
Chuncheon of Gangwon-do
The opening of the Gyeongchunseon line, which starts from Sangbong Station, made the local economy
more vibrant and transportation to the outskirts more convenient.

96

01 신내IC 및 구리시계 간 도로 확장

Road expansion between Sinnae IC and Guri-si
02 장안교 및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확장

Expanded entry to Jangangyo(bridge) and the east main road

jungnang

97

교육발전은 곧 지역발전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중랑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
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ducation with a differentiated quality to prepare for the future
It is said that educational development is proportionate to regional development. Jungnang offers
various education policies to discover and nurture excellent talents.

미래로 흐르다

수준이 다른 교육의 질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01

02

01 교육 선진화를 위한 명문고 유치

Renowned high schools for advanced education
02 최고수준의 강의를 자랑하는 방과 후 학력증진 특별반

Top quality afterschool special classes with remarkable lectures
03 미술·체육·과학 중점학교 지정으로 우수인재육성

Designated art, sports, science schools to nurture special talent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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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Jungnang-gu information library
02 구민전산교육장의 정보화교육

Resident computer class – information education
03 중랑평생학습관 건립

Jungnang lifelong education center
04 동 주민센터 북카페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book café

01

03

04

주민의 꿈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배움에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습니다. 중랑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시
설투자와 프로그램 개발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ity of lifelong education for residents’ dreams
There is no end to learning. As part of the lifelong education policy, Jungnang is constantly investing in facilities and developing
programs to create opportunity for anyone to ha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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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로 흐르다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 도시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지역발전의 초석이자 밝은 미래를 열어갈 첫 단추입니
다. 오늘도 중랑구는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과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An educational city to grow dreams for the future
Bringing up excellent talents is the cornerstone of local development and a bright future. Jungnang is
fostering future talents with its high quality education system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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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

01 ‘Book Start’ movement for children

02 중곡초 ‘중곡 English Edu-Town’

02 Junggok Elementary School’s‘Junggok English Edu-Town’

03 상봉초 ‘상봉 SWEET’

03 Sangbong Elementary School’s ‘Sangbong SWEET’

04 묵현초 ‘동부중랑 영어체험센터’

04 Mukhyeon Elementary School’s ‘East Jungnang English Experience Center’

05 원어민 꿈나무 영어캠프

05 Children’s English Camp by Native English Speakers

06 중랑영어경연대회

06 Jungnang English Competition

07 EBS와 교육협력 MOU체결

07 Educational cooperation MOU with EBS

08 중랑청소년해외선진지 체험

08 Jungnang Youth overseas advanced countries experience

09 EBS와 함께하는 입시설명회

09 College entry presentation with EBS

10 대형 명문학원가 조성

10 Renowned big-scale academy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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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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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General conditions

2011. 11. 30 기준

재정

면적

18.53㎢ (서울특별시 전체 3.1%)
주거지역 : 10.63㎢
상업지역 : 0.34㎢
녹지지역 : 7.56㎢

일반회계 : 309,312백만원
특별회계 : 19,932백만원

주요시설

인구수

424,236명 (175,298세대)
남자 : 212,567명
여자 : 211,669명

주택

공공기관 : 중랑경찰서 외 42개소
학교 : 47개소(초등학교22, 중학교14, 고등학교10, 대학교1)
복지시설 : 8개소(사회복지관4, 노인복지관3,
              장애인복지관1)

행정조직 및 정원

114,910호
단독주택 : 51,122호
연립주택 : 5,885호

329,244백만원

아파트 : 45,305호
다세대 : 12,598호

조직 : 5국 1소 1담당관 31과 16동주민센터,
        1의회사무국
정원 : 1,179명

중랑구 연혁

Finance

Dimension

18.53㎢(3.1% of entire Seoul city)
Residential area : 10.63㎢
Commercial area : 0.34㎢
Green area : 7.56㎢

General account: 309,312million won
Special account: 19,932million won

Main facilities

Population

424,236(175,298households)
Males : 212,567
Females : 211,669

Number of houses

114,910(175,699households)
Detached house : 51,122
Row house: 5,885 		

329,244million won

Apartments: 45,305
Multiplex: 12,598

Public institution: 42 including Jungnang Police Station
Schools: 4 7(22 elementary school, 14 middle school, 10 high school, 1
university)
Welfare facilities: 8 (4 Community Welfare Center, 3 Elderly welfare center, 1
welfare center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staff
Organization: 5 department 1 office 1 person in charge 31 division 16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1 council office
Staff: 1,179

The history of Jungnang-gu

•선사시대 면목동 지역에서 선사시대 유물 발굴

• Prehistoric ages : prehistoric relics found in Myeonmok-dong

•삼국시대 백제의 한강진출 교두보 역할

• The Age of Three States: acted as a bridge for Baekjae to advance to Hangang River

•통일신라 ~ 고려 초기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면서 양주목에 속함

• Unified Silla ~ early Goryeo: belonged to Yangjumok as part of 12 moks of the nation

•조선 초기 왕실의 목장인 한성목장 지대로 운영

• Early Joseon Danasty : operated as the site for Hanseong Ranch, a royal family ranch during the early Joseon era

•조선 후기 한성부에서 분리되어 전국을 13도로 나누면서 경기도 양주군에 편입

•Late Joseon Danasty : separated from Hanseongbu, and incorporated into Yangju-gun of Gyeonggi-do as part of 13 dos of the nation

•일제시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일부와 고양군 뚝도면 일부가 서울시로 편입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art of Guri-myeon, Yangju-gun, Gyoenggi-do and Ddukdo-myeon, Goyang-gun, incorporated into Seoul

•동대문구에서 중랑구로 분리 신설(1988. 1. 1)

• Separated as Jungnang-gu from Dongdaemun-gu(Jan. 1, 1988)

  - 신설 당시 17개 동으로 1989년 중화3동을 시작으로 1992년 면목8동, 1996년 신내2동이 분동하여 20개 행정동으로 나뉨

		 - Jungnang, when newly separated, had 17 dongs until Junghwa3 dong was separated in 1989, Myeonmok8 dong in 1992, Sinnae2 dong

  - 2008년 1월 1일 8개 동을 통폐합하여 현재의 16개의 행정동으로 정비

in 1996, and include 20 dongs
		 - January 1, 2008, 8 dongs were incorporated and now Jungnang has 16 d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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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랑구

Nowon-gu
태릉입구역

JUNGNANG-GU MAP

화랑대역

Hwarangdae Stn.

도로
북부간선

Taereung Stn.

ressway

봉화산역

Bukbu Exp

화랑로

Hwarang-ro

Bonghwasan Stn.
신내I.C

Sinnae I.C
월릉교

Wolleunggyo
(bridge)

서울의료원

신내공원

Sinnae Park
Mt. Bonghwasan

묵1동

Muk 1-dong

신내길

Sinnae 2-dong

봉화산

Meokgol Stn.

신내2동

Sinnae-gil

먹골역

Seoul Medical Center

봉수대공원

Bongsudae Park

동대문구

Dongdaemun-gu
묵2동

Jungnang-gu Office

동1로

Jungnangcheon
(stream)

중랑구청

Dong 1-ro

중랑천

Muk 2-dong

중랑구립잔디구장

신내1동

Sinnae 1-dong

산길
봉화 an-gil

as
nghw

이화교

Bo

Ihwagyo
(bridge)

Jungnang-gu Grass Field
중랑나들이숲(조성중)

상봉1동

Jungnang Nadeuri Forest
(be under construct)

Sangbong 1-dong

중화1동

Junghwa 1-dong
망우복합역사

Mangu Stn.

중화역

중화2동

Junghwa 2-dong

Junghwa Stn.

망우로

Mangu-ro
망우리공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Manguri Park

신상봉역

Junghwa reorganization promotion area

Sinsangbong Stn.

중랑역

Jungnang Stn.

Yongma Theme Park

Sangbong Stn.
상봉2동

Dong 2-ro

중랑교

gbon

동길 gil
상봉 dong-

Jungnanggyo
(bridge)

San

Sangbong 2-dong

동2로

SEOUL, KOREA

용마테마공원

상봉역

봉우재길

g

Bongujae-gil

면목2동

Myeonmok 2-dong

망우3동

Mangu 3-dong

면목역

Myeonmok Stn.

망우산

Mt. Mangusan
겸재길

면목5동

Myeonmok 5-dong

Mye 면목
onm 천길
okc
heo
n-g
il

Gyeomjae-gil

면목본동

Myeonmokbon-dong

겸재교

Gyeomjaegyo
(bridge)

면목3·8동

Myeonmok 3-8 dong

사가정길

사가정공원

Sagajeong Park

용

Yon 마산
gma 길
san
-gil

Sangajeong-gil

장안교

구리시

중랑문화체육관

Guri-si

Jungnang Culture Sports Center

Jangangyo
(bridge)
면목7동

Myeonmok 7-dong
범례 Legends
용마폭포공원

경전철 light rail transit

면목4동

Myeonmok 4-dong

중랑천

Jungnangcheon
(stream)

Mye 면목
onm 동길
okd
ong
-gil

Yongma Waterfall Park

지하철 6호선 Subway Line 6
용마산

Mt. Yongmasan

지하철 7호선 Subway Line 7

용마산역

Yongmasan Stn.

중화구민회관

Junghwa Commun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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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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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 in th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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