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으로 만나는 중랑구소식

희 망 찬

미 래

활 기 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 코드(보이스아이) 입니다

중 랑

436호 2012. 12. 26(수)

01

발행 중랑구 | 편집 기획홍보과 | 인터넷 www.jungnang.seoul.kr | 주소 131-701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662)

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이달의 브리핑’

구민여러분

새해 복(福)많이 받으세요!

2012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구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중랑구청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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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年辭(신년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2012년
중랑구 주요 뉴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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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랑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희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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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전정비로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등 구민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과 영세소상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중랑구 전 공직자들이 흔들림

공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43만 구민이 함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새
로운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3년 금년도에는

첫째,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新年辭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과 무상 보육료 확대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인복지시설 건립, 장애인 편의 증진과 자립 등

중랑구청장 문 병 권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넷째,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아끼지 않
구민들의 자기계발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

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해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평생학습

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행복 가득한 지역공

센터를 새롭게 단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

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희망찬 2013년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울러「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
에 더 많은 구민

새해에도 중랑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랑구가 명문교육도시로

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발돋움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

다섯째, 최고의 경쟁력!
친절·청렴도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폭염, 강풍을
동반한 잦은 태풍,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많은 사람
들이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3만 구민여러분의 성원
에 힘입어 중랑구는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둘째, 미래지향적 희망도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의 기본가치를 친절과 청렴에 두고 구정을 운영하
겠습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

거두었습니다.

원 친절과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201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한 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표조사’
결과, 중랑구는 주거·교육·교통·행복지

상봉·중화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펼

수 등 전 분야에서 2005년도와 비교하여 구민의 삶의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각종 도

쳐나가겠습니다.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육환경만

로개설, 교통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족도에서는 2005년 서울시 최하위인 25위에서 2011년

교통체계를 구축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9위로 급상승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망우산 용마산 중랑천 전통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5위권의 교

장 등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중랑 둘레길 조성과 함께

희망찬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구민여러분께서 소망하

육중심구로 도약하기 위해 2012년 9월 1일부터「중랑

용마랜드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장학기금 1·1·1 기부운동」
을 구민과 함께 시작하였으

여하고 천만 서울시민이 즐겨찾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며, 각계 각층 대대적인 구민의 참여속에 4개월만에 총

습니다.

5억 6천여 만원을 모금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간 인증제’심사결과 230개 자
치단체 중 중랑구가 전국 4위의 성적으로 우수기관으
로 인증 받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임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의
안전과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재해위험지역 사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청장 문 병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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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중랑구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중 언론사의
관심도 등을 참조해 2012년 중랑구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았다.

2012. 4

면목고 기숙사‘연학재’개관
서울지역 자율형 공립고 중 최초로 기숙사를 준공한 면목고 기숙사‘연학재’
가
지난 4월 26일 개관하였다. 총 공사비 96억 원(구비 40억 원, 교육청 36억 원,
국비 20억 원)을 들여 최신식으로 꾸며진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의 교육
5017㎡ 규모로 총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저비용, 고품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 4~5

「2012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5년 연속 종합우승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체육 기량을 겨루는「2012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에서 우리구는 22개 종목에 참가하여 농구, 자전거 등 6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
지하는 등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5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2. 5

중랑구 교육환경만족도 9위로 급상승
중랑구는 2003년부터 최근 10년간 392억원의 교육경비를 투자하고 있는 가운
데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등 전반적인 사회상
을 파악한 조사결과, 중랑구의 교육환경만족도가 2005년 서울시 25위에서 9위
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 8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개관
지난 8월 개관한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은 연면적 958.89㎡, 지상2층 규모로 현
재 2만권의 유아 및 어린이 도서가 비치되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다.

2012. 9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시작
중랑구가 지난 9월부터 1가정이 1년에 1만원 이상의 중랑장학기금 기부 동참
을 의미하는‘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
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대
대적인 참여가 이어져 기부운동 4개월만에 총 5억 6천여 만원의 성금이 조성
되었다. 중랑구는 서울 5위권의 교육특구 진입을 위해 학력신장 및 교육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2. 9

구리~중랑IC~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착공
지난 9월 구리~중랑IC~포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
다. 2017년 6월 개통예정인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총연장 50.54km에 이르며, 지역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서울과 경기 동북부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전망이다.

2012. 11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획득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민원행
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평가에서 우리구가 전국 4위, 서울시 1위의 성적으
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음으로써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 우수 자치구임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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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 12,497명, 누적금액 : 5억 6천 19만 5천원(12. 14 현재)
▶ 5천만원 이상 : 영안복지재단(양병희)

양호원(새한어린이집), 엄춘흠(상봉1동), 여인근(묵1동), 열매어린이집, 영안어린이집, 영진어린이집, 영진유치원, 예광해(유비럭
스), 오명숙(LG프라자), 오성희(망우3동), 오세근(중랑구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 오재성(면목2동), 오향순(망우본동), 우리종로약
국, 우순옥(신내1동), 우영중(면목5동), 우정아파트입주자대표회, 우찬숙(면목3·8동), 유기복(상봉2동), 유기욱(상아약국), 유린어

▶ 1천만원 이상 : 금남흥업(이용해), 김순녀(나래유치원), 노 민(노정형외과병원), 면목3·8동 4개단체연합(주민자치위원회,

린이집, 유병란(중화2동), 유선경(망우3동), 유제학(중랑문화원), 유차남(면목7동), 유혜주(한내들), 윤동호(망우본동), 윤상희(면목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면목본동주민자치위원회, 문재영(신아주), 상봉1동주민자치위원회, 옛골

5동), 윤석봉(면목5동), 윤석준(신내2동), 윤연호(신내1동), 윤정숙(망우본동), 윤태옥(신내1동), 윤태청(중화1동), 윤화숙(망우본동),

토성(김두환), 서울법인택시중랑구지역협의회, 용마용역(권한준), 중랑구청 직원일동, 중랑환경(주), 중화2동주민자치위원회, 최

은혜삐아제(권주혁), 이강연(중랑구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 이경림(신내2동), 이경옥(중랑구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 이기춘(상봉1

장옥(클린중랑), 박병춘(중랑환경(주))

동), 이남선(면목본동), 이두헌(중랑구생활체육회), 이란기(대성해물탕), 이병규(㈜더블유웨딩), 이병숙(망우3동), 이보신, 이복희
(면목5동), 이상군(면목3·8동), 이상록(망우3동), 이상문(중화2동), 이상선(면목7동), 이석팔(덕수콜택시), 이성희(영남식당), 이승준

▶ 500만원 이상 : 김용복(면목5동), 김정애(면목7동), 망우3동주민자치위원회, 박병섭(면목2동), 새마을운동중랑구지회, 우리

(묵2동), 이영남(상봉1동), 이우선(상봉1동), 이원철(면목5동), 이은경(면목4동), 이은석(면목5동), 이은숙(면목7동), 이재로, 이재석

환경㈜, 중랑구상공회, 중화1동주민자치위원회, 최기수(중랑구생활체육회)

(신내1동), 이재성(구리타워레스토랑), 이재준(묵1동), 이정길(상봉1동), 이종건(바람부리명태찜), 이종선(신내2동), 이중원(신내2
동), 이진수(신내2동), 이철우(면목중학교), 이태희(신내1동), 이한순(보혜어린이집), 이향훈(중화1동), 이현렬(면목7동), 이현숙(가까

▶ 100만원 이상 :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금선(면목4동), 경림이앤(김계영),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기업은행중화동지점직원

운정문약국), 이호순(만덕어린이집), 이후옥(상봉1동), 임동준(묵2동), 임명희(중화2동), 임미영(대원합판), 임분희(신내1동), 임석근

일동, 김무현(면목2동), 김상희(묵2동), 김영석(면목본동), 김 용(김용한의원), 김운수(면목7동), 김인웅(면목7동), 김종기(신내1동),

(중화1동), 임인섭(망우3동), 임종순(신내2동), 자유회(망우본동), 장성은(E-편한약국), 장신자(묵2동), 장재원, 장정숙(면목7동),

김종철(묵1동), 김현수, 김형태(면목7동), 남명수(망우3동), 녹색병원장례식장, 도광호(면목7동), 동래정씨중추공파, 동산체육회,

장필순(상봉2동),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옥자(망우3동), 전윤자(면목4동), 정경애(신내2동), 정광일·한명순((주)우리환경), 정동선

동은교회(면목2동), 두승산업(이병두), 망우3동통장협의회, 망우본동환경보존운동, 면목2동생활안전협의회, 면목2동주민자치위

(면목7동), 정병호(신내2동), 정성욱(망우본동), 정옥진(에브리돈), 정재복(나들이렌터카), 정한율(면목7동), 정해종(신내1동), 정현

원회, 면목3·8동헬스동아리, 면목5동바르게살기협의회, 면목5동주민자치위원회, 면목7동바르게살기협의회, 면목7동발전협의회,

구치과의원(면목5동), 정호영(면목본동), 정희선(먹골온누리약국), 조선일보상도지, 조신자(면목5동), 조용표(면목7동), 조재복(면

면목7동새마을금고, 면목7동통장협의회, 면목본동통장협의회, 무 명, 묵동향우회(묵2동), 문덕춘(묵1동),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목7동), ㈜대원공업, (주)동서울택시(면목5동), 주병도(상봉2동), 주부환경봉사단, ㈜쓰리에스종합건설, ㈜엑스아이티, (주)옵트로

바르게살기중랑구협의회, 박정애(망우3동노래교실), 박종갑(묵1동), 박화균(면목7동), 부광통상주식회사(오숙근), 상봉2동바르게

그린텍(이용우), 주용일(상봉1동), ㈜주남개발, ㈜중앙파이프, 주태민(상일리베가구), ㈜평월건설, ㈜하송이엔씨, ㈜호신인펀트,

살기협의회, 상봉2동생활안전협의회, 상봉2동주민자치위원회, 상봉2동통장협의회,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세정정화(구 홍),

중랑경찰서전의경어머니회(망우본동), 중랑구생활체육회검도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게이트볼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골프

송곡관광고등학교(왕덕양), 송일상(㈜중앙공사시스템), 수림금속(박근희), 신규식(KT광진지사), 신내1동주민자치위원회, 신내1동

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국학기공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등산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배구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배드

통장협의회, 신내2동주민자치위원회, 신내2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신내건영2차입주민일동,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정제(면

민턴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수영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스쿼시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씨름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야

목7동), 애원시니어대학, 여성CEO포럼, 영남향우회(면목5동), 예능어린이집(홍인실), 용마장학회(망우3동), 우득인(망우본동),

구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족구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줄넘기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지

우재성(중랑구생활체육회), 유린원광사회복지관, 유앤지건설(신영도), 은경자, 이경호(우드마트코리아), 이종두(면목7동), 이준우

도자, 중랑구생활체육회축구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탁구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테니스연합회, 중랑구생활체육회합기도연

(면목7동), 장귀봉(상봉2동), 장인식(묵1동), 장진호(귀복물산),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해복(해창), 정호영(중랑구생활체육회),

합회, 중랑구약사회, 중랑구여성예비군일동, 중랑구청직장어린이집, 중랑구통장연합회, 중랑문인협회, 중화1동새마을부녀회,

정희순(면목5동), (주)베스트종합건설(신득기), 주부동우리 자원봉사단, ㈜엘지전자, (주)중앙에너비스(한상열), ㈜케이엠씨앤아이,

중화1동에어로빅(오전반), 중화1동적십자봉사단일동, 중화1동청소년아동복지단체일동, 중화1동청소년육성회, 중화2동노래교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직원일동, 중랑구예비군동대장일동, 중랑구재활용센터㈜, 중랑구태권도연합회, 중랑사랑봉사나눔회, 중랑

중화2동민요교실, 중화2동바르게살기협의회, 중화2동방위협의회, 중화2동새마을부녀회, 중화2동새마을협의회, 중화2동서예동

신용협동조합(면목3·8동), 중문우사회(망우본동), 중화1동통장협의회, 중화2동통장협의회, 진화IND(김덕화), 최성환(중랑구생활

아리, 중화2동요가교실, 중화2동자유총연맹, 중화2동적십자회, 중화2동탁구동아리, 진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진화통산(변해철),

체육회), 최인수(중화2동), 최종선(중랑구고문변호사), 한국공인중개사중랑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중랑구지회, 한팔만(면목7동),

채은석(면목5동), 청소년육성회, 초원어린이집, 최광일(신내1동), 최근영(묵2동), 최근일(㈜비디오여행), 최미란(신내1동), 최선만

허용욱(용마장학회), 황판남(면목4동), K3중랑축구단

(신내1동), 최성순(중화1동), 최순덕(신내1동), 최영순(면목7동), 최옥순(묵1동), 최용대(묵1동), 최의명(상봉1동), 최의자(상봉2동),
최지희(면목3·8동), 최창규(묵1동), 최현숙(중화2동), 최홍천(신내1동), 평화교통(면목2동), 하명자, 한경현(면목본동), 한영애(상봉1

▶ 10만원 이상 : 강길수(신내1동), 강대홍(중화1동), 강명식(남원골추어탕), 강민철, 강분순(중화2동), 강사모(묵2동), 강상식(면목

동), 한유섭(망우3동), 한윤남(면목7동), 한윤정(늘해랑어린이집), 한창수(상봉2동), 한현성(상봉2동), 함상헌(망우본동), 행복왕갈

5동), 강영철(묵2동), 강은구(면목본동), 고은경(신내2동), 공운건설(김인식), 공윤식(중랑구생활체육회), 곽성근(상봉1동), 구립금파

비(중화2동), 허명희(면목4동), 허 혁(면목7동), 혜성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혜원여중운영위원회, 혜원여중학부모회, 호남향우

어린이집, 구립명성어린이집, 구립보경어린이집, 구명순(신내1동), 구범모봉화산한의원, 구정님(면목5동), 구종회(면목7동), 국악

회(묵2동), 홍상봉(면목본동), 홍성훈(신내2동), 홍순명(청해수산), 홍승화(상봉1동), 홍용기(묵2동), 홍창식((주)천지인), 홍춘섭(중

동아리(중화1동), 국악동아리(중화2동), 권주철(일중회), 권칠용(신내1동), 금강어린이집, 김광호(면목5동), 김규익(면목4동), 김기호

화1동), 황규철(신내2동), 황병연(리더댄영어회화태권도), 황성호(중화1동), 황필순(망우3동), 황학수(신내1동), 황호선(면목7동),

(묵2동), 김길례(상봉조경), 김대근(중화1동), 김대식(경서운수), 김대식(중랑구생활체육회), 김동승(묵1동), 김민준(대명식당), 김범수

희망봉사단(묵2동), NH농협은행 면목역지점, 2004중녹회, 7단지진로아파트봉사단일동

(신내2동), 김복수(면목7동), 김봉구(중랑구생활체육회), 김성재(상봉1동), 김성태(중화1동), 김성학(중랑구생활체육회), 김수자(망
우본동), 김수태(상봉1동), 김순임(구립천사어린이집), 김순자, 김승운(망우본동), 김여옥(망우3동), 김영미(면목사회복지관), 김영복

▶ 10만원 미만 : 가기용, 강광묵, 강구자, 강대성, 강동희, 강두성, 강명장, 강명호, 강명희, 강미경, 강미선, 강미영, 강미옥,

(면목5동), 김영혜(면목5동), 김영희(중화1동), 김옥례(면목7동), 김위학(건강제일온누리약국), 김윤기(먹거리집), 김응섭(신내1동),

강병숙, 강복주, 강석도, 강석순, 강선임, 강성규, 강성돈, 강성철, 강성현, 강소영, 강수민, 강순영, 강신녀, 강신순, 강업철, 강연화,

김인서, 김일섭(신내2동), 김정수(태릉설렁탕), 김정식(봉황홈패션), 김종길(묵1동), 김종원(신내1동), 김종화(망우본동), 김주영,

강영선, 강영오, 강옥순, 강용식, 강우진, 강우현, 강원지, 강원호, 강은구, 강은혜, 강인수, 강인원, 강재욱, 강재원, 강정미, 강정숙,

김준한(상봉1동), 김진숙(망우3동), 김진영(신내1동), 김창술(면목3·8동), 김창윤(할머니보신탕), 김충조(묵1동), 김태식(면목3·8동),

강정순, 강정아, 강정희, 강종서, 강지해, 강진교, 강진순, 강천순, 강철희, 강태은, 강행화, 강현숙, 강현심, 강형순, 강혜진, 강호선,

김해숙(면목7동), 김행배(청정수산), 김향순(항아리분식), 김혜경(보민당약국), 김혜원(면목3·8동), 김혜현, 김홍기(망우본동), 김홍래

강 훈, 경달호, 경정호, 고경미, 고경임, 고경환, 고대성, 고명숙, 고명자, 고병렬, 고서운, 고석순, 고성미, 고순덕, 고순례, 고순영,

(신내2동), 나보희(열린마트), 남경희(신내어린이집), 남궁용선(상봉1동), 남화창(망우본동), 노벨어린이집, 녹색어머니연합회,

고연임, 고영미, 고은경, 고은미, 고점순, 고정분, 고정은, 고종주, 고진분, 고춘심, 고태미, 고한목, 공명자, 공미란, 공석숙, 공영자,

다솔어린이집, 대순진리회(면목4동), 대한적십자봉사회중랑구협의회, 댄스스포츠교실(중화2동), 도경희(망우3동), 동남가스,

공현옥, 곽길심, 곽명자, 곽미진, 곽복순, 곽소자, 곽연숙, 곽영권, 곽정임, 구기훈, 구우회, 구윤숙, 구은희, 구정옥, 구정임, 구혜순,

라승재(중화1동), 라인댄스오전반(신내2동),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망우3동바르게살기협의회, 망우3동방위협의회, 망우3동새마

구홍순, 국경호, 국재호, 궁인숙, 궁정각, 권경순, 권경애, 권경희, 권광수, 권귀섭, 권기춘, 권길선, 권덕진, 권도식, 권동자, 권명희,

을문고, 망우3동새마을부녀회, 망우3동새마을협의회, 망우3동어머니배구단, 망우3동요가교실, 망우3동자율·부녀방범대, 망우

권미경, 권미자, 권분남, 권분임, 권선옥, 권선자, 권성자, 권세경, 권세훈, 권순규, 권순남, 권순란, 권순석, 권순철, 권순희, 권애란,

3동재향군인회, 망우3동적십자봉사단일동, 망우3동주부환경봉사단, 망우3동중앙장학회, 망우3동청소년육성회, 망우본동노래

권연숙, 권연홍, 권영숙, 권영옥, 권영철, 권오진, 권용균, 권인순, 권인자, 권일혁, 권정숙, 권주철, 권준오, 권창운, 권혁중, 권혜경,

교실, 망우본동민방위협의회, 망우본동바르게살기위원회, 망우본동방위협의회(1동대), 망우본동방위협의회2동대, 망우본동부녀

권홍근, 금우섭, 기인순, 기정숙, 기현숙, 김가령, 김가연, 김가영, 김간난, 김겸두, 김겸석, 김경남, 김경란, 김경래, 김경선, 김경숙,

방범대, 망우본동새마을문고, 망우본동새마을부녀회, 망우본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망우본동생활안전협의회, 망우본동자유총

김경순, 김경식, 김경신, 김경애, 김경옥, 김경자, 김경진, 김경출, 김경호, 김경희, 김계남, 김고숙, 김공섭, 김관기, 김관분, 김광겸,

연맹, 망우본동자율방범대, 망우본동주부환경봉사단, 망우본동지역발전협의회, 망우본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망우본동청소

김광석, 김광열, 김광원, 김광자, 김광진, 김국정, 김규량, 김규완, 김규진, 김규호, 김근수, 김근태, 김금녀, 김금례, 김금숙, 김금순,

년아동복지위원회, 망우본동통장협의회, 망우본동환경감시단, 면동축구회, 면목2동민방위협의회, 면목2동바르게살기협의회, 면

김금식, 김금실, 김기민, 김기선, 김기수, 김기영, 김기옥, 김기용, 김기자, 김기헌, 김길복, 김길엽, 김낙연, 김난이, 김남숙, 김남실,

목2동보안지도위원회, 면목2동새마을문고, 면목2동새마을부녀회, 면목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목2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김남원, 김남정, 김남훈, 김년숙, 김노미, 김다혜, 김담희, 김대기, 김대성, 김대열, 김대철, 김대환, 김덕순, 김도순, 김동규, 김동기,

면목2동통장협의회, 면목3·8동자율방범대, 면목3·8동통장협의회, 면목3·8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목4동발전협의회, 면목4

김동남, 김동옥, 김동원, 김동익, 김동해, 김동현, 김동환, 김동효, 김동훈, 김만수, 김만숙, 김만영, 김말순, 김말임, 김면옥, 김명란,

동새마을문고, 면목4동자유총연맹, 면목4동재향군인회, 면목4동주민자치위원회, 면목4동통장협의회, 면목5동방위협의회, 면목

김명선, 김명성, 김명숙, 김명순, 김명심, 김명자, 김명화, 김명희, 김문규, 김문상, 김문희, 김미경, 김미나, 김미수, 김미숙, 김미순,

5동새마을부녀회, 면목5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목5동주택재정비사업조합, 면목5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면목5동통장협의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미자, 김미준, 김미희, 김민경, 김민서, 김민수, 김민자, 김민정, 김민주, 김민준, 김방계, 김배흡, 김병삼,

회, 면목7동방위협의회, 면목7동보안지도위원회, 면목7동새마을문고, 면목7동새마을부녀회, 면목7동새마을지도협의회, 면목7동

김병수, 김병식, 김병옥, 김병희, 김복기, 김복수, 김복순, 김복술, 김봉자, 김봉화, 김봉희, 김빈정, 김상국, 김상남, 김상대, 김상련,

서예교실, 면목7동자유총연맹, 면목7동자율방범대, 면목7동청소년육성회, 면목7동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 면목고학부모회(망우

김상용, 김상채, 김상환, 김석문, 김석호, 김선규, 김선령, 김선미, 김선수, 김선식, 김선옥, 김선이, 김선자, 김선행, 김선홍, 김선화,

3동), 면목남촌회(면목본동), 면목남촌회(면목5동), 면목본동행복한노래교실, 면목본동방위협의회, 면목본동보안지도위원회, 면

김선환, 김선희, 김설매, 김성경, 김성규, 김성배, 김성수, 김성숙, 김성순, 김성열, 김성옥, 김성자, 김성현, 김성혜, 김성호, 김성희,

목본동부녀자율방범대, 면목본동새마을협의회, 면목본동자유총연맹, 면목본동자율방범대, 면목본동자율방범운영위원회, 면목

김소석, 김소영, 김송희, 김수경, 김수덕, 김수란, 김수연, 김수임, 김수지, 김수진, 김수화, 김수환, 김숙기,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본동재향군인회, 면목본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면목본동청소년육성회, 면목본동한국무용, 면목사회복지관직원일동, 면목축

김순길, 김순남, 김순례, 김순문, 김순복, 김순선, 김순섭, 김순애, 김순오, 김순옥, 김순일, 김순임, 김순자, 김순희, 김승순, 김승진,

구회, 면일어린이집, 무 명, 묵1동부녀방범대, 묵1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묵2동바르게살기협의회, 묵2동방위협의회, 묵2동새

김승희, 김시관, 김시분, 김시순, 김시영, 김신애, 김신자, 김아름, 김애경, 김앵순, 김연남, 김연숙, 김연순, 김연엽, 김연오, 김연옥,

마을부녀회, 묵2동새마을협의회, 묵2동통장협의회, 문연근(이스턴학원), 문옥례(상봉1동), 문장농협, 문정선(묵1동), 문홍상(면목

김연이, 김연자, 김연정, 김연진, 김연희, 김염숙, 김영걸, 김영곤, 김영동, 김영란, 김영례, 김영림, 김영무,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3·8동), 미관건설, 미용사협회중랑지구, 민병주(중화1동), 민진숙(면목4동), 박가네추어탕(면목5동), 박경보(중랑구생활체육회),

김영식, 김영심, 김영애, 김영옥, 김영월, 김영일, 김영임, 김영자, 김영찬, 김영창, 김영필, 김영현, 김영호, 김영환, 김영희, 김예자,

박경양(상봉1동), 박금식(신내1동), 박노철(신내2동), 박미화(망우3동), 박민주(신내2동), 박병식(신내2동), 박병은(면목7동), 박보경

김오영, 김옥구, 김옥기, 김옥분, 김옥순, 김옥식, 김옥자, 김옥진, 김옥환, 김완중, 김왕규, 김용구, 김용국, 김용근, 김용기, 김용만,

(면목본동), 박상신(면목사회복지관), 박서현(상봉요양원), 박순남(면목7동), 박연선(망우본동), 박영옥(구립명성어린이집), 박영춘

김용범, 김용빈, 김용석, 김용섭, 김용수, 김용신, 김용운, 김용자, 김용진, 김용철, 김용호, 김용환, 김용회, 김원식, 김원일, 김원자,

(면목5동), 박재민(신내2동), 박재숙(신내1동), 박종철(면목7동), 박주철(망우3동), 박지우(대명식당), 박철규(망우본동세계문고), 박

김원종, 김유리, 김유미, 김유빈, 김유정, 김유찬, 김유호, 김윤자, 김윤주, 김윤하,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별, 김은선, 김은순,

철우(망우본동), 박희옥(면목5동), 배미애(상봉2동), 배밭갈비(신내1동), 배오규(면목본동), 백상인(면목본동), 보형포장건설(박보

김은심, 김은양,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현, 김은희, 김을남, 김응선, 김이순, 김이향,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형), 봉화어린이집, 사랑어린이집, 상봉1동건영1차아파트연합회, 상봉1동방위협의회, 상봉1동부녀회, 상봉1동새마을문고, 상봉1

김인식, 김인자, 김인철, 김인호, 김일환, 김재구, 김재봉, 김재수, 김재숙, 김재식, 김재진, 김재철, 김재춘, 김재평, 김재현, 김재형,

동새마을협의회, 상봉1동자율방범대, 상봉1동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상봉1동태영아파트부녀회, 상봉1동통장협의회, 상봉1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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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집, 늘푸른세상, 늘푸른어린이집, 다솜약국, 대건어린이집, 더브러마트, 동방한일, 리틀피카소어린이집, 망우본동2동

윤미순, 윤봉훈, 윤부연, 윤상훈, 윤석란, 윤선희, 윤성애, 윤성운, 윤순자, 윤순홍, 윤연경, 윤영분, 윤용규, 윤용선, 윤은순, 윤장한,

대, 면목5동새마을부녀회, 면목7동상이군경, 배봉어린이집, 봉추오리집, 상봉2동대성아트빌주민일동, 새누리어린이집, 새

윤재희, 윤정련, 윤정례, 윤정숙, 윤정순, 윤정옥, 윤정하, 윤종갑, 윤종복, 윤종선, 윤종준, 윤종회, 윤지영, 윤창섭, 윤채원, 윤춘금,

한어린이집, 샤르망, 서울학원, 성애어린이집, 세모네모어린이집, 시온어린이집, 신내2동라인댄스저녁반, 아이스쿨어린이

윤향란, 윤현분, 윤현자, 윤현정, 윤형섭, 윤혜선, 윤희숙, 이갑숙, 이강래, 이강숙, 이강순, 이강자, 이 건, 이경미, 이경민, 이경숙,

집, 아이조아어린이집, 엄마사랑어린이집, 엠코부동산, 왕창닦기, 전자담배, ㈜에코스포츠, 중화1동노래교실, 중화1동자율방

이경순, 이경식, 이경심, 이경아, 이경자, 이경진, 이경현, 이경희, 이계순, 이공헌, 이관우, 이광배, 이광성, 이광조, 이광주, 이규룡,

범대, 지성전력, 천냥김밥, 초롱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함평한우, 홍삼둘이

이규명, 이규상, 이규섭, 이규순, 이규태, 이근남, 이금돈, 이금례, 이금선, 이금성, 이금순, 이금옥, 이금자, 이금희, 이기수, 이기숙,
이기연, 이기열, 이기웅, 이기원, 이기혁, 이길순, 이길한, 이남재, 이다선, 이다은, 이덕균, 이덕님, 이덕배, 이덕희, 이도운, 이도훈,
이돈재, 이동기, 이동석, 이동수, 이동열, 이동영, 이동주, 이동준, 이동훈, 이득수, 이만기, 이명란, 이명복, 이명수, 이명숙, 이명순,
이명애, 이명옥, 이명자, 이명주, 이명혜, 이명화, 이명환, 이명희, 이문숙, 이문자, 이문한, 이미경, 이미라, 이미례, 이미범, 이미애,
이미영, 이미진, 이미화, 이민수, 이민자, 이병석, 이병재, 이병주, 이병추, 이병학, 이병한, 이병향, 이병헌, 이보상, 이복수, 이복순,
이봉남, 이봉애, 이봉주, 이부열, 이분기, 이상목, 이상분, 이상숙, 이상순, 이상영, 이상윤, 이상준, 이상필, 이상헌, 이상현, 이서안,
이서옥, 이석순, 이석필, 이선애, 이선옥, 이선자, 이선희, 이설규, 이성운, 이성일, 이성준, 이성철, 이소정, 이수녀, 이수열, 이수자,
이수진, 이수현, 이숙례, 이숙희, 이순규, 이순덕, 이순례, 이순배, 이순분, 이순애, 이순연, 이순옥, 이순자, 이순철, 이순화, 이순환,
이순희, 이승배, 이승연, 이승우, 이승월, 이승주, 이승진, 이신덕, 이애순, 이애영, 이양덕, 이양순, 이양훈, 이연순, 이연자, 이연화,
이연희, 이영교, 이영돈, 이영례, 이영미, 이영선, 이영섭,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옥, 이영우, 이영자, 이영호, 이영희, 이예린,
이오수, 이오순, 이옥규, 이옥분, 이옥수, 이옥순, 이옥연, 이옥종, 이옥희, 이왕규, 이왕노, 이왕우, 이용석, 이용선, 이용숙, 이용순,
이용일, 이용하, 이용현, 이우병, 이우제, 이운용, 이원석, 이원주, 이유진, 이윤구, 이윤근, 이윤여, 이은경,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하, 이은화, 이의섭, 이익노, 이익로, 이인숙, 이인순, 이인환, 이인희, 이장한, 이장희, 이재구, 이재석, 이재선, 이재성,
이재숙, 이재연, 이재욱, 이재운, 이재채, 이재철, 이재춘, 이재형, 이재흥, 이재희, 이점순, 이 정, 이정규, 이정길, 이정남,
이정숙, 이정순, 이정애, 이정연, 이정옥, 이정우, 이정은, 이정자, 이정재, 이정환, 이정희, 이제황, 이종범, 이종석, 이종수,
이종애, 이종열, 이종윤, 이종임, 이종해, 이종화, 이종희, 이주순, 이주영, 이주현, 이주호, 이준남, 이준성, 이중수,
이증무, 이지상, 이지선, 이지애, 이지영, 이지은, 이진국, 이진성, 이진숙, 이진순, 이진우, 이진학, 이진희, 이차숙,
이차순, 이 찬, 이창선, 이창숙, 이천섭, 이철기, 이청자, 이추자, 이춘길, 이춘복, 이춘식, 이춘우, 이춘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JUMP중랑
(http://jump.jungnang.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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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언제든지 우리구의회를 찾아 주십시오.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하고 나누겠습니다.

癸巳

福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얻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인 구의원들이 신명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해
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저물고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2012년 한 해 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질타와 조언을 아

2012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힘들

끼지 않으신 구민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

지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

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먼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잊으시고 새해에는 43만 중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

랑구민 여러분 모두 재도약

습니다.

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라

구 집행부와는‘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아래 잘된

며, 가정에 건강과 행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

운이 가득 하시길

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원합니다.

제6대 후반기 중랑구의회는 구민여러분의 사소한 어려움이라도 적극

2012년 12월

해결하고 돕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중랑구의회 의장

김근종

상·임·위·원·회·소·식

중랑구의회 행정

중랑구의회 복지

재경위원회(위원

건설위원회(위원

장 김영숙)가 현장

장 이윤재)에서는

점검 등으로 2013

제 184회 정 례 회

년 예산 심사를 위

기간 중인 지난 11

해 온 힘을 기울였

월 30일 도로과 20

다. 위원회 소속 의

13년 예산 심사에

원들은 제184회 정

앞서 부서 관련 시

례회 기간 중인 지

설 및 도로 등을 현

난 12월 1일 중랑구

장 점검했다.

민회관(이하 구민회관)과 구민회관 내에 설치될 정신보건센터 예정지

의원들이 맨 먼저 방문한 곳은 망우역 북측 ③번 출구다. 이곳은 출입

를 차례로 방문했다.

구가 개방이 안되어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

이는 2013년도 예산안에 구민회관 시설개선과 정신보건센터 이전 설

들은“출입구 통행로가 확보 되면 상봉동, 신내동의 많은 주민들이 편

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기 위함이다.

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개선 공사를 한 구민회관의 문화원동 옥상, 대공연

이어, 중화2동에 소재한 제설창고를 방문해 구청 관계자로부터 제설

장 옥탑, 중앙계단 등을 세밀히 살피고, 내년 시설개선 공사 예정인 대

대책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난 후, 면목4동 방약국 위쪽 고바위 도

공연장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로를 찾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관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꼼

또한, 구민회관 관계자에게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하

꼼하게 살폈다.

며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또한, 서일대 주변도로 개설과 관련 서일대 앞 도로를 방문, 도로개설

이어, 2013년 중랑구보건소에서 구민회관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구간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원간 의견을 교환했다.

‘정신보건센터’의 위치와 면적 등을 살핀 후,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이

마지막으로, 묵동 이수아파트 앞 도로를 방문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청취했으며, 집행부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

현장 점검을 마친 의원들은“2013년 예산안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2013년 예산은 구민들의 불편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혈

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며,“예산

을 기울여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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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예결특위는 12월 5일부터 12일
까지 8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는 제1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2013년

비 228억 원이 증액된 3,477억 원으로 일반회계 3,390억원, 특별회계 87

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억원 이다.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서인서 예결특위 위원장은“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서인서 의원, 부위원장에 나도명 의원을 선출했다.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 심사에 최선을

의회는 지난달 26일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

다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

의안을 상정하여 강대호, 김규환,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은승희, 이윤

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서인서 의원

나도명 의원

강대호 의원

김규환 의원

김영숙 의원

은승희 의원

이윤재 의원

김근종 의장은 지난 11월 26일 제184회 정례회 제1차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

184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6

롯한 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특별당부를 했다. 이날

일 개회되어 13일 제3차 본회

김의장은“구의원과 구 집행부의 기능은 분명히 다

의를 끝으로 18일간의 회기

르다. 항상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옳고 그름의 과정이

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

있다. 중랑구 예산이 늘 부족하니까 구청 예산부서에

김근종 의장

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1

서 배정을 하다 보면 구민들이 느끼기에 일부 불만

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족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며,“중랑구 전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각

데 예산을 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의회에서는 예산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을 삭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조금 등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

다.”고 말하고,“이렇게 보조금 등이 줄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구민들은 섭

원회에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섭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 마음을 구 집행부에 말씀을 하실텐데 집행부에

또, 12일에는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마지막 날인 13일 제3

서는 줄어든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한다. 혹시라도 구의원들이

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

예산 심사를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중

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랑구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구청장님 이하 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도시관

청 관계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의원들도

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

열심히 하고 있다. 구민들이 예산과 관련하여 구의원들을 오해하는 일이

의 의견 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없도록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등 8건의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福

<김근종 의장 회의주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습니다.
-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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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콘센트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한다.(문어

중랑중학교(교

중화1동 주민자

장 김경애)는 지

치위원회 및 직

난 11월 19일, 20

능단체연합회는

일 양일간 교장

지난 12월 21일

선생님 이하 여

한 해를 되돌아

러 선생님들, 학

보고, 새해 중화

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1동의 발전과 건승을 다짐하고자 직능단체회원들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 직원, 주민이 함께하는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올 봄 동부교육청에서 500만원을 지원

이 행사는 2012년 중화1동의 주요 추진사업들과

받아 교내 공터에 텃밭을 조성하고 온갖 정성으

단체회원 및 주민이 함께 했던 동정들에 대한 영

로 키운 540여 포기의 배추와 300여 개의 무를 가

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즐거움을 나누고 덕담을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지고 진행하였다. 이날 담은 김장은 8kg씩 포장

주고받는 흥겨운 잔치로 이어졌다.

콘센트나 기타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한다.

하여 교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63상자, 노인보호시

특히 올해에는 단체별로 해왔던 송년회를 통합행

기타 전기안전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1588-7500(한

설에 10상자 그리고 홀몸노인 가구에 나누어 달라

사로 바꾸면서 절감한 송년회 회비를『2013 희망

국전기안전공사)으로 문의한다.

며 중화1동 주민센터에 10상자를 전달하였다.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모금과『중랑장학기

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전기장판,

히터 등의 난방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다.

가연성 물질(옷장, 이불, 소파 등) 가까이에서

는 난방용품 사용을 금한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품은 반드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한다.

난방용품 구입 시에는 KS 또는 공인된 인

증제품을 구입한다.

난방용품 전선이 무거운 물건

에 눌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플러그는 콘센트에
가습기는 가급적

금 111 기부운동』에 기탁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상봉2동 발전협
▶ 제한기간 : 2012. 12. 3~2013. 2. 22

의회(회장 박용)

관내 혜원어린

는 지난 12월 4

이집(원장 유인

일 상봉로얄뷔페

숙)에서는 지난

컨벤션에서 열린

11월 16일 어린

100kW이상 전력 사용하는 일반건물은 난방온도를

송년회에서‘20

이바자회를 열

20℃ 이하로 제한

1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 100만

어 모은 수익금

※ 도서관, 교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 단속기간 : 2013. 1. 7~2013. 2. 22
▶ 주요내용

전통시장 등은 제외

원을 기탁하였다.

32만여 원을 중랑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상봉2동 발전협의회는 지난해 연말에도 홀몸노인

이 기탁금은 지난 10월 13일 혜원어린이집 원생들

오후 전력사용 피크시간(17시~19시)에는 전 서비스

5가구에 쌀과 김치 등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이웃

이 관내 달동산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바자회를

업종의 네온사인 제한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열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짜투리 동전까지 모은

일반간판 1개 이상, 네온사인 1개 이상인 경우 : 네

홀몸노인 1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혜원어린이집은 지난해

온사인 사용 금지, 일반간판(LED, 형광등 등)은 해

발전협의회 박용 회장은“홀몸노인들에게 조금이

에도 어린이바자회 수익금을 모아 불우이웃 성금

당없음

라도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았

으로 기탁한 바 있다. 유인숙 원장은“학업성적은

네온사인 간판만 있는 경우 : 1개만 사용 가능

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

우수하나 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전 영업장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심과 함께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인 단체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예쁜 정성이 조금

영업하는 행위 금지

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반시 과태료 : 최고 300만원
맑은환경과 ☎ 2094-2452
유료광고

면목1, 2동 / 상봉동
나래 495-0670
리틀초록별 434-1253
봄내 438-9707
상봉삼성 434-0191
스머프 2209-7546
시온 2207-6006
아이미소 433-3948
영재 2209-1390
예꿈 070-8658-1938
은초롱 495-2755
참예은 435-0434
한터 437-2672
해바라기 491-2323
해오름 2207-7727

면목 3, 4동
개미 434-4540
다사랑 2209-6366
동국 436-1038
리라 2207-0163
면목사임당 2207-2828
사과나무 2208-6010
신새싹 433-1539
아이뜰 432-2472
아침햇살 492-4440
예능 433-1311
예쁜 2208-3330
은혜삐아제 435-5956
큰사랑 437-6076
파스카 433-6563
한마음 492-8111

면목 5, 6동
궁전 492-0047
늘푸른 2207-7806
늘푸른세상 436-2234
면목 2207-2722
면목5늘사랑 492-6440
면목7늘사랑 494-7612
바다의 별 2209-3351
백합 432-6673
별하 433-1365
색동 493-8030
신나라 432-5799
영재사관 4632-2344
우리농네 2207-5205
점프 495-8787
프리오리 433-6441
새보화 438-9137

면목 7, 8동
금빛 433-1212
단비 2209-1475
리틀피카소 493-1692
서일 490-7590
아이스쿨 435-6686
아트꿈동이 435-3382
영진 433-5910
요한 439-8696
우라사랑 436-3227
천사의 493-6656
이레 434-2951

묵동
다솔 3422-1004
몬테소리 975-5782
아이 976-7571
아이파크 971-1266
엄마사라아 948-7977
여명 976-2806
열린창의 976-9834
예쁜둥지 974-3393
자연아이 발트슐레
977-2299
지혜 979-5782

중화동
경동제일 434-2680
꿈초롱 493-8996
새봄 496-5209
세모네모 432-6167
소라 438-3025
피카소 494-9049
하늘빛 434-7117
한나 434-8060

망우본동
뉴솔로몬 495-0101
늘해랑 437-3232
딩동뎅 434-3365
미광 494-2011
미리내 495-6908
베비텔 493-0144
산돌 495-3898
새믿음 494-4545
어울림 496-9497
자연 496-4446
킨더빌 493-4833

망우3동
노벨 439-8053
보혜 493-1558
신혜원 432-8292
아해뜰 433-1202
해나라 492-2808
해맑은 209-3516
혜란 494-6716
혜원 433-4845

신내동
대건 2208-0457
데시앙 3421-0331
둘리 3421-9514
모모 491-6141
새한 3421-7900
새누리 434-0935
성애 433-2777
아이조아 436-5205
영안 3423-0315
초원 2209-4546
태화 3421-1141
피노키오 6462-1232
한빛 2207-1404
화랑 973-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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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에 관심이 있거나, 각박한 삶에서 따뜻한 이웃과의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중랑마을넷’은 활짝 열려있으니, 주민여러분
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이달의 브리핑’

2011년 10월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주민 소모임에서 시작된‘중

▶ 2013년 1월 진행예정 프로그램

랑 마을넷’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출자·재능기부·물품기부를 통해

구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중랑구 마을공동체 허브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마을예술 창작소

- 영화배움터‘꿈의 공장’
, 생활용품 DIY, 셀프테리어 등

중랑마을 북카페

- 동화구연, 주부솜씨나누기, 건강스트레칭과 마사지, 가정식요리, 생활원예

프로그램 내용

열었습니다.
▶ 중랑마을넷(http://cafe.daum.net/jrcoop)
▶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세요?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74-14(2층)

‘중랑 마을넷’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문의 : ☎ 393-9227 (간사 이남현)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이자, 함께 만드는 마을·웃음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주민들에게는 주민 간 소통의 장소입니다.
2013년 1월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중랑마
을 북카페’와‘마을예술창작소’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더
욱 알차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관(전화번호)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참가비

1권역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7동, 망우3동)
(2094-6200)

한과만들기,
눈썰매타기

면7, 망3 : 2013. 1. 10(목)
면3·8, 면4 : 2013. 1. 11(금)
09:00~19:00

포천시 한과박물관
산정호수 눈썰매장

동별 40명(초등생 및 학부모)

23,000원
(예정)

2권역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2094-6040)

예술인마을 도자기 체험,
근현대사박물관 관람

3권역
(중화1동, 묵1동, 묵2동)
(2094-6440)

서울우유공장견학 및
시화호갈대습지공원 탐방

4권역
(망우본동, 신내2동)
(2094-6480/6600)

부래미마을에서의 추억만들기

한과 만들기 체험 및 눈썰매타기
파주 헤이리마을

2013. 1. 11(금)

동별 20명(초등생)

15,000원

머그컵 만들기 및 흙가래 체험, 근현대사박물관 관람
2013. 1. 17.(목)
07:50~17:30

경기도 안산

초등생 60명(동별 20명)

15,000원

서울우유공장견학,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및 시립 어촌 민속전시관 탐방
2013. 1. 11(금)

경기도 이천

40명(초4~초6)

10,000원

짚풀로 달걀꾸러미 만들며 농촌풍경 체험하기, 장수풍뎅이 곤충 표본 만들기

신나는 국악교실

2013. 1월 매주 토요일
14:30~16:00

자치회관 2층 문화교실

25명
(초·중고생 및 학부모)

무료

세마치 등 장구 장단 및 민요 배우기

면목본동
(2094-6000)

어린이 리코더 교실

2012. 12. 24~2013. 1. 18
매주 금요일
A반 10:30~11:10
B반 11:20~12:00

자치회관 2층 사랑방

반별 초등생 15명

10,000원

리코더 기본자세 및 운지법, 연주곡 연습

신나는 동요 친구

2012. 12. 24~2013. 1. 18
매주 월요일
A반 10:30~11:10
B반 11:20~12:00

자치회관 2층 사랑방

A반 : 유치~초2(15명)
B반 : 초2~초6(15명)

10,000원

발성법, 발성게임, 발음교정 (창작동요, 창작국악)

상봉1동
(2094-6240)

엄마와 함께
도자기 풍경만들기

중화2동
(2094-6360)

어린이를 위한
「茶 예절」교실

2013. 1. 17(목)

주민센터 3층 강당

초1~초4(20명 / 엄마와 함께)

10,000원

직접 만들고 색칠하는 도자기 풍경만들기
2013. 1. 9~2013. 1. 30
매주 수요일
15:00~16:30

중화문화복지센터 강당

초등생 15명

10,000원

차 예절, 전통놀이, 다식 및 양갱 만들기 체험 및 생활예절 배우기

친구랑 즐기는
「두뇌개발 보드스쿨」

2013. 1월 매주 월요일
15:00~17:00

주민센터 2층 강의실

16명(초1~초3)

15,000원

교육용 보드게임을 통해 집중력, 문제해결력 등을 길러주는 보드게임

신내1동
(2094-6560)
꿈꾸는 기차
연극놀이 교실

1차 : 2013. 1. 11(금)
2차 : 2013. 1. 18(금)
10:00~11:30

주민센터 3층 대강당

1차 : 15명(6~7세)
2차 : 15명(8~9세)

5,000원

꿈속으로 가는 여행을 테마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연극적 환상과 재미를 체험할 수 있는 연극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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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마당

vol.436 2012. 12. 26(수)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하여 실내공기가 쉽게 오염되고 건조하므로 2~3
시간 간격으로 환기를 하고, 실내온도는 18~20℃, 실내습도는 40~50%
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온습도계를 갖추고 어항, 화분,
수경식물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습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 겨울은 기온이 평년(-3~8 ℃)보다 낮고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르신이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기에 걸렸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때, 서둘러 치료해야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 호흡기 질환

겨울철에는 빙판길이나 계단을 걷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미끄러

자, 어르신, 영유아 등은 특히 그러합니다.

운 길은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굽혀 중심을 낮

추위에 노출되면 사람의 몸은 혈관이 수축되는 반면, 평소보다 더 열을

추고 천천히 좁은 발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기

많이 만들어 내야 하므로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므로 심장질환,

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추운 날씨에는 외부 활동이나 무리

것이 더 안전하므로 장갑을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힘들고 어려운 체중감량을

중랑구 보건소에서는 최근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수두

가족, 친구 그리고 지역주

환자 발생이 늘고 있어 수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실

민들과 함께 모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 있도록 보건소가 도와

수두에 걸리면? 모든 피부병변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

드립니다.

혹은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대상 : 체중조절이 필요한 지역주민 100명
기간 : 2013. 3. 20~6. 7(12주간), 매주 수·금요일(09:30~11:30)
장소 :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구청 2층 대회의실
내용 : 식사요법, 신체활동, 행동수정, 특강 등

등교를 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두는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환자와 접촉을 하였더라도 발병을 예방할 수 있
으며 발병하여도 증상이 경미합니다.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환자접촉금지, 손씻기
를 통한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건행정과 ☎ 2094-0742

신청기간 : 2013. 1. 14~2. 8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조기마감 예상)
※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체력측정 등 모든 검사비 무료
보건지도과 ☎ 2094-0952, 2094-0147~9

기간 / 장소 : 연중(월~금, 09:00~18:00) / 면목보건분소 3층 한방진료실
진료내용 : 침, 뜸, 부항, 한방약제 처방, 한방 건강상담
면역력 증진을 위한 동절기 체질별 건강관리법 상담
이용방법 : 전화 또는 방문예약

시행일 : 2012. 12. 8부터

보건행정과 ☎ 2094-0942, 0948

▶ 동절기 체질별 증상과 건강차 ◀
체질
태양인
소양인

주요내용
기존 전체금연시설 :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주의해야할 질병 및 증상
뒷목 당김, 다리가 무력해짐
고혈압, 변비, 빈뇨, 허리·무릎통증, 발바닥 화끈거림

건강차
모과차, 솔잎차
산수유차, 구기자차

전면금연구역 추가 시설 : 국회·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태음인

중풍, 심장병, 눈 충혈, 피로감

칡차, 도라지차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

소음인

스트레스, 소화기계 주의, 설사

계피차, 생강차

자동차

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이달의 브리핑’

(45평) 이상 일반음식점·휴게
전면금연구역 확대 시설 : 150m²
(302평) 이
음식점(패스트푸드, 커피숍)·제과점, 연면적 1000m²
상 건축물 및 목욕장, PC방(PC방은 2013. 6. 8부터 시행)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융자규모 : 3억원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기간 : 연중(월~금, 09:00~18:00)
장소 : 중랑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시설개선
자금
육성자금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모범음식점

금리
2%
1%
1%
2%

융자조건
한도액
1억원(총 소요액의 80% 이내)
2천만원(총 소요액의 80% 이내)
3천만원(총 소요액의 80% 이내)
5천만원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의 경우 견적서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첨

운영내용
맞춤형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측정

부),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단, 융자 취급은행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금연껌 무료지원)

의 담보능력심사를 거침)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보건소 금연클리닉 ☎ 2094-0126

접수방법 : 본인 방문

보건위생과 ☎ 2094-0775

정보마당

www.jungnang.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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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시행시기 : 2013년 상반기 중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대상 : 총 11개소(표 참조)
시행일 : 2012. 12. 23(일)부터
규제내용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점포명

소재지

홈플러스 면목점

면목5동 168-2

홈플러스 신내점

신내2동 645

(주)이마트 상봉점

망우본동 506-1

(주)이마트 묵동점

묵1동 170-1

코스트코홀세일 상봉점

상봉2동 81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면목점

면목3·8동 499-4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태능점

중화2동 314-1

홈플러스(주)익스프레스 망우점

망우3동 410-1

롯데쇼핑(주)롯데슈퍼 상봉점

상봉2동 129-9

롯데쇼핑(주)롯데슈퍼 묵동점

묵2동 244-149

(주)에브리데이리테일 면목동점

면목7동 650

배출방법 : 종전과 동일(공동수거용기에 공동배출)
종량제방식 : 세대별 정액제 방식에서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
※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이란? 공동수거용기가 가득차면 관
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 후 월
별 스티커 사용금액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 고지하는 방식
청소행정과 ☎ 2094-1933

지역경제과 ☎ 2094-1260~3
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 등 보온재로 꽉 채웁니다.
/ 보호통 외부는 비닐 등으로 차단하여 찬 공기가 유입되지

구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강화 및 잃어버

않도록 합니다. / 혹한 시에는 욕조 등의 수도꼭지를 조금

린 경우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동

틀어 놓습니다.

물등록제를 시행합니다.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시행일 : 2013. 1. 1부터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약 50~60℃정도의 따뜻한 물

등록대상 :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키

을 사용하세요. / 화기 등을 사용하시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우는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계량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

등록절차 : 중랑구 지정 동물병원 방문(구청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 전자

가 깨진 경우에는 다산콜센터(120번)로 신고하십시오.

칩 시술(또는 외장형 장착) → 추후 등록증 수령

계량기 동파 신고 : 국번없이 ☎ 120

등록종류(수수료)

동부수도사업소(주·야간) ☎ 3146-2600

내장형 전자칩(2만원) / 외장형 전자태그(1만5천원) / 동물인식표(1만원)
감면사항 : 해당 서류 지참
전액 감면 : 장애인 보조견, 입양된 유기견
50% 감면 : 기존 전자칩 삽입 동물, 기초생활수급자 동물, 중성화 수술한 동물 등
지역경제과 ☎ 2094-1260~3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인터넷 : 2013. 1. 16 이후 [서울시세금납부]에서 납부
※ 2012년 연납납부자는 고지서 자동 발송

{

결혼이민여성 상담원 양성과정 무료 훈련생 모집
교육대상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교육기간 : 2012. 12. 21~2013. 2. 27(수, 금 09:30~13:30)
교육내용 : 기본 심리 및 상담, 상담기법의 이해와 실습, 한국가족문화의 이해
및 상담, 가정폭력의 실제, 상담실무 실습 등
강좌명

개강일 기간

시간

요양보호사1급
11주
월~금 09:30~13:20
12. 26
/ 4주
(신규 및 간호조무 소지자)
2개월 월, 수 10:00~13:00

강좌명

개강일 기간

}

12주

1. 14

2주 월~금 09:30~13:30

방과후 한자지도사

1. 2

전문산후관리사

1. 14

2주 월~금 14:00~18:00

베이비마사지지도사

1. 4

4주

금 13:00~17:00

공인중개사 1차 시험대비

1. 14

12주 월, 수 10:00~13:00
2개월 월, 수 09:30~12:30

1. 5

2개월

토 11:30~13:30

홈패션과 옷만들기

1. 14

1. 5

2개월

토 09:30~11:30

나도 수납의 여왕

1. 16

포토샵을 활용한 사진편집

1. 5

2개월

토 11:30~13:30

블로그와 SNS로
세상과 소통하기

1. 5

2개월

토 09:30~11:30

요양보호사1급
(사회복지자격소지)

쉽게 만드는 홈베이킹

1. 7

1개월

나도 수납의 여왕-자격증반

1. 9

5주

4D프레임을 활용한
창의사고력 수학지도사

3주

수 10:00~12:00

1월 예정 7주

토 09:20~16:30

한글 2007

1월 예정 1개월 화, 목 09:30~12:30

월 14:00~17:00

엑셀 2007

1월 예정 1개월 월, 수 09:30~12:30

수 14:00~17:00

ITQ 한글자격증

1월 예정 1개월 월, 수 14:00~17:00

ITQ 엑셀자격증

1월 예정 1개월 화, 목 09:30~12:30

포토샵 GTQ 2급 자격증

1월 예정 1개월 화, 목 14:00~17:00

1. 9

12주

수 10:00~13:00

[야간]웃음&레크건강지도사 1. 10

12주

목 19:00~22:00

(오후)웃음&레크건강지도사

2. 8

12주

금 14:00~17:00

※ 그외 실업자 및 재직자 계좌제 과정 등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시면 5%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9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감면제외 :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시 운휴일 3회이상 미
준수시

교통행정과 ☎ 2094-2579

토 10:00~13:00

1. 12

베이비시터

컴맹탈출-기초편

세무2과 ☎ 2094-1402

시간

헤어컷 교실

컴맹탈출-인터넷활용

전화 또는 방문 : 구청 1층 세무종합민원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3409-1948(상봉2동 동부시장 입구)
http://jungnang.seoulwomen.or.kr

「민원24」
는 1년 365일 24시간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필요
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주요 서비스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수료 무료(56종)
전입신고, 지방세납세증명 등 인터넷으로 신청(3천여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인터넷으로 즉시발급(38종)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안내(5천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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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이달의 브리핑’

동영상 다시 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이달의 브리핑’

중랑구「사이버평생학습센터」
가 2013년 1월 2일부터「서울시
평생학습 종합포털」
로 통합운영됩니다.
일시 : 2012. 12. 28(금) 저녁 7시

외국어, 공인중개사, 건강, 취미, 교양, 컴퓨터, u-지식여행

장소 : 구청 지하 대강당

등 300여 개의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니 구민여러분

내용 : 가곡, 영화음악, 재즈, 오페라 아리아 등의 다채로운 공연

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출연 : 중랑구립여성합창단(지휘 유창완),

서울시 평생학습 종합포털

재즈밴드 Rhein, 소프라노 임경애, 테너 정중근
신청방법 : 인터넷예약(http://culture.jungnang.seoul.kr)
주최 / 주관 : 중랑구청

(http://sll.seoul.go.kr) 이용 방법

문화체육과 ☎ 2094-1833

회원가입 ▶ 사이버강좌 클릭
▶ 원하는 강좌 선택 후 학습(무료이용)
교육지원과 ☎ 2094-1915

스포츠바우처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바우처

인원 : 일반 단원 10명 내외
자격 : 중랑구에 거주하는 20세~55세 여성으로 합창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정기연습 : 매주 월, 목 10:00~12:00(중랑구민회관 웨딩홀)
주요 활동 : 중랑구 주요행사 참가, 서울시 및 전국 합창대회 출연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내 만 5세~19세 유·청소년

접수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접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바우처

문화체육과 ☎ 2094-1833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기간 : 2013년 1월~12월(대상자별 차등지원)
지원금액 : 월 최고 7만원까지
지원시설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스포츠바우처
웹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

접수기간 : 2012. 12. 26~12. 27(09:00~18:00)

신청기간 : 2012. 12. 26~12. 31

선정방법 : 전산추첨 ※ 1인 1개반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및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선정발표 : 12월 28일(금) 13:00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문자전송
인터넷접수 : 구청 홈페이지 ▶ 생활문화정보 ▶ 강좌모집정보 ▶ 신청하기 ▶ 과목명 클릭
※ 스마트폰 모바일웹(m.jungnang.seoul.kr) 또는‘스마트중랑’
앱에서 접수가능
교육과정

장소

기간

시간

기초 및 인터넷
방문, 전화, 인터넷접수

신내동
교육장

2013. 1. 7~1. 18
(2주간)

10:00~12:00
14:00~16:00

교육내용
PC의 기본개념 및 조작법
인터넷 사용법, 정보 검색
이메일 가입 및 활용 등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신청
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을 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스포츠바우처 웹가맹점 등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에서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과 ☎ 2094-1854

전산정보과 ☎ 2094-0550~1(www.jungnang.seoul.kr)

북스타트란?‘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와 북스타트코리아가
함께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 프로그램

▶ 구립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신설(최대20%~50%) : 지식

대상 : 중랑구 거주 생후 6, 7개월 영아~취학전 아동(※ 아이 동반)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국가

시행일 : 2013. 1. 15부터

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족 등

운영시간 / 장소 : 매주 화요일(09:30~12:00) / 중랑숲 어린이도서관

▶ 구립체육시설

운영내용

수강료 할인조항 신설(50%) : 3자녀 이상인 가구의 만 18세

성장단계별 책꾸러미 제공

이하의 자녀

독서지도 관련 육아교육 프로그램 진행

※ 2개 이상 중복시 1개만 적용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아이연령 확인 가능한 서류(아기수첩, 건강보험증, 등본 등)
문의전화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90-9135), 중랑숲어린이도서관(☎ 6235-1151)
교육지원과 ☎ 2094-19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도서관 : 20942946, 체육시설 : 2094-294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