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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걷기만 해도 힐링

중랑구 걷기 좋은 11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걷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죠.
‘중랑구가 추천하는 걷기 좋은 길’을 따라 걸으며 겨우내 움츠려 있던 몸도 깨우고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만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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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상

1

숙련자 코스 | 높낮이 변화가 심한 구간
1

난이도 : 중
가벼운 코스 | 숲길을 포함한 평이한 구간

중랑 둘레길 대순환로 (19.5Km) 6시간

4

가볍게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봉화산 코스

리를 따라 걷는 가장 긴 코스인데요. 망우리 공

를 추천해드립니다. 고구려 보루터, 숙선옹주묘
2

등 봉화산의 역사유적지와 황실배 유래 설화 등

봉화산역, 양원역까지 중랑구 전체를 돌아볼 수

이 깃들어 있는 코스!

있습니다.

봉수대공원

망우리 공원

깔딱고개

중화둔치체육공원

먹골배 유래지

봉화산 도당

고구려 보루터

아차산 봉수대터

숙선옹주 묘

태릉입구역

봉화산역

화랑대역

용마산 정상

용마산역

용마폭포공원

신내역

양원역

망우리공원

1_ 깔딱고개
2_ 봉수대공원

5

봉화산 자락길 (6Km) 3시간
봉화산 자락길은 봉화산역에서 시작해 금성초등
학교를 지나 옹기테마공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중랑 둘레길 소순환로 (10.2Km) 3시간

코스는 봉화산 유아숲 체험장과 옹기테마공원의

두 번째 코스는 중랑 둘레길 소순환로입니다. 대

공예체험장이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순환로와 같이 망우리 공원에서 시작해 용마산

봉화산역

금성초등학교

정상, 아토피 치유의 숲 등을 거치는 망우산, 용

3_ 장미터널

마산 코스입니다.

봉화산 근린공원(배밭)

황실배 유래지

4_ 용마산정상

봉화산 유아숲 체험장

옹기테마공원

망우리 공원
용마폭포공원
숲

깔딱고개

용마산 정상

사가정공원

돌산 체육공원

저류조 공원
3

봉화산 코스 (2Km) 1시간 30분

중랑 둘레길 대순환로 코스는 중랑구의 가장자
원을 시작으로 용마산 정상, 용마산역, 태릉입구,

2

5

아토피 치유의

금성초등학교
3

용마랜드

망우리 공원

서울 둘레길 2코스 일부 (6Km) 3시간
서울둘레길은 중랑구의 양원역에서 시작됩니다.
양원역 2번 출구로 나오면 피크닉하기 좋은 중
랑캠핑숲이 나오고 망우리공원, 용마산정상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소요시간은 약 3시간!
양원역

중랑캠핑숲

순환도로 삼거리

망우리 공원

깔딱고개

용마산 정상

4

봉화산역 삼거리

봉화산역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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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코스별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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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리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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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 하

11

가벼운 코스 | 평지길 구간
6

용마산 자락길(무장애 숲길) (2.2Km) 1시간
용마산 자락길은 무장애 숲길로 조성된 자락길과
아토피 치유의 숲을 거치는 코스로 어린이·노
약자·장애인도 접근하기 쉬운 힐링코스입니다.
망우리 공원

사색의 길 삼거리

자락길 코스

아토피 치유의 숲

동원시장

9

인문학길·사잇길 코스 (2Km) 1시간 20분
망우산의 인문학실, 사색의 숲, 전망대 등을 돌

7

장미길 (3.5Km) 2시간

아보는 코스로, 역사적 인물의 명언과 함께 숲속

중랑구 대표축제인 ‘서울 장미축제’가 열리는 중

휴식과 멋진 경관까지 누릴 수 있는 코스입니다.

랑천 제방 코스로 장미테마공원, 사랑의 신전 등

유명인사 안내가벽

장미 향기가 퍼지는 낭만코스입니다.

사색의 숲

묵동천 장미원

구리전망대

연육교
8

수림대공원

장미터널

치유의 숲

중화 둔치 체육공원

중랑 망우 사색의 길 (5Km) 2시간

10

인문학길 진입로

생명의 숲

안창호 묘터

망우전망대

11

동락정

중랑전망대 혹은 동원시장

역사문화코스 (2.7Km) 1시간 30분

용마폭포 및 용마산 힐링코스
(5.4Km)

2시간 30분

용마폭포 벽화길을 지나 동양최대 인공폭포와
인공암벽장 등이 있는 용마폭포공원을 거쳐 용

망우저류조공원에서 시작해 사색의 길, 망우역

역사문화코스는 13도 창의군 탑을 시작으로 박인

마산 등산 후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체험코스입

사탐방로를 거치는 이 코스는 서울시가 선정한

환, 이중섭 묘 등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을 만

니다.

도심 속 사색·명상의 공간입니다. 이 길을 따

나볼 수 있습니다.

라 걸으면 몸도 마음도 한층 가벼워질 것 같죠?

13도 창의군 탑

망우저류조 공원

사색의 길 입구

박인환, 이중섭 묘

망우역사탐방로

순환도로 삼거리

용마랜드

망우리 공원
어린이 모험의 숲

충익공 신경진 신도비

우림시장

용마폭포 벽화길(용마산역)

책깨비 도서관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용마폭포공원

용마산 정상
사가정공원

용마산 5보루

깔딱고개

사가정시장 또는 면목시장

시즌특집 2019 서울장미축제·겸재책거리축제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SEOUL ROSE FESTIVAL

2019
2019.5.24.(FRI)~26.(SUN)
서울장미터널

| 5월 24일(금) | 장미의 날 장미퍼레이드 / 중랑구민의 날 기념식 / 장미가요제 / 장미재즈콘서트
| 5월 25일(토) | 연인의 날 로즈&뮤직 파티 / 한복 패션쇼 / 사일런트 디스코
| 5월 26일(일) | 아내의 날 장미꽃길 걷기 / 아내의 날 가든디너쇼 / 장미음악회

D'LIVE 청춘노래자랑과
함께하는 장미가요제

서울장미축제
장미봉사단 모집

시상내역 :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50만원, 인기상2팀 30만원
초대가수 : 미정 (추후 알림)
내

접수기간 : 4월 1일(월) ~ 4월 30일(화)

접수기간 : 3월 25일(월) ~ 4월 12일(금)

봉사기간 : 5월 24일(금) ~ 5월 26일(일)

모집대상

모집분야 : 행사장 안내, 환경정비, 체험존,

- 사랑하는 아내(예비신부), 우리가족의 어머니에게

용 : 꽃을 주제로 가요, 퍼포먼스 등
동별 경연으로 진행

참가자격 : 거주지 및 직장(학교)이 중랑구인
남녀노소 누구나

로즈피크닉 가든콘서트
참여자 접수

포토존, 장미쉼터, 노약자 도우미

소중한 추억과 행복한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은

외국인관광객 안내(외국인통역 가능자)

모든 분들

혜

택 : 자원봉사 시간 인정

내

방

법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

- 감동적인 우리 어머니 이야기, 프로포즈 등

접수기간 : 4. 1.(월) ~ 4. 26.(금)

용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7팀을 선정해

문화관광과 문화공연팀 ☎02-2094-1823~5

예

선 : 5. 9.(목) 13시 중랑구민회관 대강당

아내의 날 로즈피크닉 가든콘서트 에

본

선 : 5. 24.(금) 19시 30분 중화체육공원

초청합니다. 아름다운 수림대공원에서

특설무대
접

사연의 주인공 가족을 위한 장미테이블과

수 : 중랑문화원 및 각 동 주민센터

뮤지컬 갈라콘서트 특별 초청가수의
공연을 선물합니다.

중랑문화원 ☎02-492-0066

방

㈜딜라이브 ☎070-7410-1591

법 : 서울장미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화관광과 문화공연팀 ☎02-2094-1823~5

축제기간 5. 24(금)~26(일) 동안 중랑천로 인근에 주차와 차량통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저자와의 만남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의 저자강연회

따뜻한 봄날,
벚꽃과 함께하는

벚꽃과 함께하는

제2회
겸재책거리
축제

제2회 겸재책거리축제가 4월 6일(토),
면목동 겸재작은도서관 인근
산책로에서 개최됩니다.
일

시 : 4월 6일(토) 11:00~18:00

장

소 : 겸재작은도서관
(면목동 1031-22) 인근 산책로

강연내용 :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자존감의 뜻,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와 이유,
자존감을 키우는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본다.

# 2113 도서무료교환전
헌책 2권당 새책 1권, 1인당 3권까지

사전신청 :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jungnang.go.kr)
주민참여

인터넷 접수

문화행사

시즌특집 나는 도시농부다!·2019 일자리 종합박람회

- 일자리 JOB고! 행복 JOB고! -

중랑으로 불어오는 도시농업바람!

2019 일자리 종합 박람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유명 아나운서 초청강연 등 다양한

4월 도시농업주간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직자 뿐 아니라 구민 모두 함께 참여하고

중랑구는 4월을 도시농업주간으로 운영하여 매주 다른 테마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일자리 축제가 열립니다.

<1주차>
‘상자텃밭 주간’

일
장
내

시 : 4. 5.(금) 10:00
소 : 구청광장
용 : 상자텃밭, 모종, 재배 매뉴얼 보급

<2주차>
‘도시농부 주간’

일
장
내

시 : 4. 13.(토) 10:00
소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용 : 도시농업 이론 교육 및 실습

<3주차>
‘주말농장 주간’

일
장
내

시 : 4. 19.(금) 17:00
소 : 주말농장(신내동256-9)
용 : 2019년 주말농장 개장식

일
장
내

시 : 4. 26.(금) 16:00
소 : 구청사 옥상
용 : 신규 옥상텃밭 개장식 행사

<4주차>
‘옥상텃밭 조성 주간’

일 시 : 4월 24일(수) 14:00 ~ 17:00
장 소 :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취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 사 : KBS 아나운서
- 취업에 필요한 면접·스피치
노하우 전수

section 1
현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job 콘서트

- 취업 전반에 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

-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1:1 면접 및 채용

2019 서울 도시농업축제
일

시 : 4. 19.(금) ~20.(토) ※본행사 : 4. 19.(금) 18:00

장

소 : 중랑구 신내동 청남공원

내

용 - 도시농업 스트리트 갤러리 전시

- 경력단절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채용부스
- 채용직종 : 사무직, 현장직, 기술직,

section 2

- 배아이스크림, 꽃차, 텃밭용 천연 방제제 판매 등 장터운영
- 클래식 공연, 전자현악, 비보이공연 등 음악회
주

- 구직자를 위한 응원 메시지

기업 채용 및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
- 채용(공시생 멘토)부스 :

홍보 부스

수험생활 노하우, 면접팁, 업무경험

최 : 서울시·중랑구

도시농부학교

- 개인 맞춤형 구직상담,

모집기간 : [1차] 3. 27.(수) ~ 4. 1.(월)

취업지원 컨설팅

[2차] 4. 10.(수) ~ 4. 15.(월)
교육기간 : [1차] 4. 13.(토) ~ 5. 4.(토) 10:00 ~ 14:00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차] 5. 4.(토) ~ 5. 25.(토) 10:00 ~ 14:00 /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 이력서 작성 지원 및 자소서 컨설팅

section 3

면접 이미지 메이킹(헤어, 메이크업)

취업지원
서비스 부스

교 육 비 : 무료

-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타로운세,
이력서 사진촬영

프로그램 : 텃밭만들기, 채소 가꾸기, 허브의 기능과 활용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정원 초과 시 전산 추첨)
일자리창출과 조은주 ☎02-2094-2235
일자리창출과 남효현 ☎02-2094-2254, 2258

일자리플러스센터 ☎02-2094-1919

# 도전! 골든책

# 마술·복화술 공연

# 다양한 체험부스

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술공연과 복화술 공연

플라워 엽서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등

상 : 어린이·초등학교 3학년

사전신청 : 02-2094-1834
책제목
좁쌀 한 톨로 장가간 총각
장수탕선녀님
메리
검피아저씨의 뱃노래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
곰사냥을 떠나자
동강의 아이들
야! 우리기차에서 내려
재주꾼 오형제
종이봉지공주

출판사
보림
책 읽는 곰
사계절
시공주니어
보림
시공주니어
길벗어린이
비룡소
시공주니어
비룡소

작가
이상교
백희나
안녕달
존 버닝햄
이혜리
마이클 로젠
김재홍
존 버닝햄
이미애
로버트 먼치

문화관광과 도서관팀 ☎02-209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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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랑구 안전문화체험 한마당

중랑구 관광지도 받아가세요~

안전체험부스 운영

중랑구는 중랑구의 다양한 관광 명소와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중랑구

- 일시 : 4. 18.(목) 10:00 ~ 16:00

관광지도」와 경제, 복지, 안전, 의료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장소 : 중랑구청 1층 로비 및 중앙광장

하는 「공유생활 마을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 내용 : 지진체험, 물소화기 체험, 화재대피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횡단

해당 지도는 구청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체험 등

부동산정보과 유혜진 ☎02-2094-1472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 안전을 지켜라!>
- 일시 : 4. 18.(목) 10:40, 13:30 (2회 공연, 50분 공연)
- 장소 : 중랑구청 지하대강당
접수 : 4. 1.(월) 09:00 ~ 마감시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선착순)
※모든 프로그램은 기상 상황(미세먼지 등) 및 행사장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 전세미 ☎02-2094-0275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 안내
점검시기 : 4월 ~ 12월
점검대상
- 2003년~2004년 사용승인 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 판매시설 등 방범설비 설치대상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라돈측정기 무료로 빌려가세요!
대여대상 : 중랑구민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여장소 : 각 동 주민센터 및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대여기간 : 2일(48시간)
대여절차 1) 대여 할 장소에 전화로 대여 가능일자 확인
2) 대여 장소에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3) 실내 라돈 농도 측정
4) 반납 시 라돈 검출 여부, 피드백 작성
맑은환경과 성진명 ☎02-2094-2443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
장의 부설주차장
- 정기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판정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점검내용
- 부설 주차장 기능 미유지 확인 및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확인
-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확인
- 기계식 주차장치 적정 기능유지 관리여부(정기검사 실시 여부,
고장 방치, 출입구 폐쇄 등)
- 주차장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 등) 설치ㆍ관리 여부
※ 점검 후 위반행위 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후 시정기한 내 미시정 시
영업ㆍ행위의 허가 제한, 형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관리과 김선우 ☎02-2094-2655, 2656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절차가
진행되지만,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착공 전단계인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실제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 확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어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안내
대

상 : 중랑구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가구(건물소유자, 세입자, 건축물 시공자 등 신청 가능)

지원내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 공고일 ~ 11.30.까지(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지원가구 - 베란다형 1000가구(가구당 5만원 지원)
- 주택형 10가구(가구당 60만원 지원)
베란다형 지원금액
중랑구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

개인부담금

설치 1가구 당 5만원

260W 기준 약 36만원

지원금을 제한 차액

신청방법 : 설치 희망자가 서울시에서 선정 공고한 업체에 직접 신청
맑은환경과 박희앙 ☎02-2094-2455

신청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시 건설예정부지의 토지가 거의
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빠를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및
계약 시 저렴한 분양가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관계 및 계약내용 등을

간편함을 나눔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선순환 공유 플랫폼”

주택과 유종호 ☎02-2094-2133

기업지원과 조영아 ☎02-209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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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ㆍ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가격알리미(www.
realtyprice.kr) 열람사이트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구청 세무1과에 의견서 제출 → 재조사 후 통지
⊙ 이번 주택가격(안)은 열람기간이 끝난 후 4월 30일 확정되
어, 2019년도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기준액으로 활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9. 3. 15 ∼ 2019. 4. 4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중랑구청 세무1과, 각 동 주민센터
세무1과 주택평가팀 ☎02-2094-1314

망우3동 동청사 개청 및 공영주차장 준공
4월 1일(월),
망우3동 동청사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이번 동청사 개청으로
동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더
증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치 : 중랑구 겸재로61길 40(망우동)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3,021.83m2)

용

도 :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공영주차장(55면) 등

[망우3동 동청사 개청식 및 공영주차장 준공식]
일

시 : 2019. 4. 9.(화) 오전 11시

장

소 : 망우3동 신축청사 (1층 대강당)
마을협치과 조상록 ☎02-2094-0428

2019회계연도 중랑구 재정(예산)공시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공시내용 : 예산규모 등 22개 항목 (행정안전부 기준)
공시방법 : 구홈페이지 http://www.jungnang.go.kr 참조
(행정정보>재정정보>재정공시)
기획예산과 오선영 ☎02-2094-0495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하세요!
지 원 대 상 : ‘94년 이전에 건축된 아연도 강관 사용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지 원 기 준 - 단독주택 : 최대 150만원
- 다가구주택 : 최대 250만원
- 공동주택 : 세대당 최대 80만원
- 공용수도관 : 세대당 최대 40만원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지원절차
➊
지원신청 ☎120

열람대상 : 37,273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4. 15.~5. 7.(20일)
제출방법
- 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seoul.kr) 또는
일사편리(www.kras.go.kr) 온라인 접수

➋
현장조사
(수도관 내시경 검사)

➌
지원 가능여부
통보

➍
구비서류 제출

➎
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

➏
공사시행 및 완료

➐
공사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➑
준공검사

➒
공사비 지원금
지급

- 구청 부동산정보과(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02-2094-1469) 접수
부동산정보과 손일영 ☎02-2094-1502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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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 보물 제1306-2호 지정
「묘법연화경」은 ‘법화경’이라고도 불리는 불교
경전중 하나로 다양한 해석본이 존재합니다.

공모기간 : 3. 4.(월) ~ 5. 31.(금)

그중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송나라

공모분야 : 시(시조), 수필, 아동문학(동시·동화), 단편소설

계환이 풀이해 놓은 내용을 기본으로, 조선

소

재 : 중랑구

초기 1405년 명필가인 성달생·성개 선생이

대

상 : 문학지 등 미등단자(지역·나이 제한없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www.
jungnang.go.kr)에서 확인하세요!
문화관광과 권혁제 ☎02-2094-1815

필사한 것을 목판으로 찍어낸 판본입니다. 전체 7권짜리를 2책으로 합친 것으로,
중랑구에 소재한 묘법연화경에는 6면에 걸친 변상도가 수록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본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2019년 3월 6일 보물 제130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강혜림 ☎02-2094-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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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jn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중랑구의회 소식

제23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조희종 의장

중랑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중랑구의회(의장 조희종) 제231회 임시회가 3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 강조

일정으로 열렸다.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빈틈없는 방재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에

이번 임시회는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8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했으며,

철저히 대비” 당부

14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한편 조희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이어 마지막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5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향과 집행부에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건

요구할 자료의 목록작성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전하며, 또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한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안전사
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마무리하였다.

제231회 임시회 추경 예결특위 마무리
81억 6백만원 규모 추경예산안 심의
중랑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71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 9억

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임시회 기간

1천 1백만원 등 총 81억 6백만원 규모이다.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총 4건, 2억

중인 3월 14일, 15일에 예결특위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은주 의원, 부위원장에 김

5천 7백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위원으로는 신하균 의원, 오화근 의원, 임익모 의원

한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은주 의원은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을 선임했다. 총5명의 예결특위 위원들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소관 상

타당성 있는 예산검토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빈틈없는 추경

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으며, 집행부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부위원장

최은주 의원

김미숙 의원

위

원

신하균 의원

위

원

오화근 의원

위

원

임익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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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하 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전직 공무원 및 공인회계사가 참여하여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활동
중랑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은하
의원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했다.
올해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나은하 구의원을 대표위원으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지
출 등 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예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
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로 외부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 출신과 공인회계사 등 총

나은하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가 다가올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편

3명으로 구성하고 3월 22일부터 다음달 4월 20일까지 약

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최근 증가하

한달간의 결산검사에 돌입한다.

고 있는 복지비 예산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사업별로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꼼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현액 7천7십8억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 일반·

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231회 임시회 주요 의안
의안명

발의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외
9명

소관상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소관부서

발의자

소관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안명

구청장

각 상임위

전 부서

행정재경위원회

기업지원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홍보담당관

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생과

201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각 상임위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교육지원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

구청장

각 상임위

마을협치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관리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무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우 의원 외
10명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외
14명

복지건설위원회

여성가족과

행정재경위원회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외
14명

복지건설위원회

여성가족과

구청장

복지건설위원회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오화근 의원 외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명

행정재경위원회

기업지원과

구청장

복지건설위원회

주택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건강증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열완 의원 외
15명

의회동정

제23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3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중랑축구단 출정식

중랑구의회 모의의회 지금 신청하세요 !
중랑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 신청을 받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및
구민들에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일자 : 연중(희망하는 날의 15일 전 신청)

참여인원 : 1회 30명 내외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 신청 (☎ 02-2094-2072, Fax 02-2094-2009)

토론주제 : 자율선정

참여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단체, 구민 등

구청사 주요시설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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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암환자 힐링프로그램

학부모 지원단 「내 아이 건강 지킴이」 모집

신 청 대 상 중랑구 거주 암환자 및 그 가족(회당 20~25명, 선착순)
일시

장소

프로그램 내용

5. 2.(목) 09:30~16:00

산들소리 수목원(남양주)

숲치유

5. 9.(목) 13:00~15:00
5. 16.(목) 13:30~14:30

모 집 기 간 3. 25. ~ 마감시까지

상 중랑구 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선착순 30명

대

4. 12.(금) 2~3시

1회 - 신체활동 전문가 특강
(체성분 측정, 효과적인 운동법, 비만 예방과 관리)

웃음치료

4. 19.(금) 2~3시

2회 - 영양학 전문가 특강
(건강밥상 차리기, 아침밥 중요성, 건강간식 만들기등)

원예치료

5. 1.(수) 2~4시

3회 - 성교육 특강 (자녀 성교육 방법 및 부모 역할 이해)

5. 15.(수)
1:30~2:30분
3~4시

4회 - 심리상담 특강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자녀 심리상태 이해)
「내 아이 건강 지킴이」 위촉식 및 간담회

학부모 지원단
활동
(6월~11월)

- 학교 보건소 프로그램(신체활동, 영양) 모니터링단 활동
- 학교 축제 및 건강한마당 축제시 건강홍보관 운영 및 지원
- 청소년 건강사업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자문단 역할

떡 만들기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5. 23.(목) 13:00~15:00

소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장

5. 31.(금) 14:00~15:20 보건소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유방암환자 운동특강(실내운동)
신 청 방 법 4월 15일(월)부터 선착순 전화접수(평일 9:00~18:00)
의약과 강미영 ☎02-2094-0929

보건소와 함께하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교실

건강증진과 정길주 ☎02-2094-0843

신 청 대 상 고혈압약 또는 당뇨약 복용중인 구민
신 청 기 간 3. 25. ~ 4. 9.까지 (선착순 50명)

2019 중랑구 걷기클럽 회원모집

교 육 장 소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교 육 운 영

모 집 기 간 연중 상시 접수, 중랑구민 누구나
운 영 기 간 3. 4.(월) ~ 11. 29.(금) (※ 하절기 7~8월 미운영)

교육회차

일자

시간

교육내용

1회차

4. 10(수)

14:00~15:00

고혈압 당뇨병 바로알기

2회차

4. 17(수)

14:00~15:00

고혈압 당뇨병 관리 식생활

내

3회차

4. 24(수)

14:00~15:00

고혈압 당뇨병 관리 운동법

※ 걷기클럽 안내(신청시 “클럽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모 집 인 원 클럽별 30명(기존 걷기 클럽회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용 대사증후군 검사, 걷기 전·후 스트레칭, 바른 걷기법 공유

클럽
번호

코스이름

집결지

운영
요일

시간

1

망우공원 능선길

망우공원 주차장 / 망우동

화,금

10:00~11:30

2

용마산 자락길

용마경로복지센터 앞 공원 초입
화,목
(2번 마을버스종점) / 면목동

09:30~11:00

3

장미길1
(수경공원-수림대공원)

장미터널 9번 게이트 앞
수경공원 / 중화동

지 원 대 상

4

장미길2
(수림대공원-수경공원)

수림대공원 무대광장 / 묵동

화,목

09:30~11:00

-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2002. 1. 1.이후 출생자)중

5

용마폭포공원

클라이밍경기장 / 면목동

화,목

10:00~11:30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96,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인 가구

6

봉화산 둘레길1

신내근린공원(금성초교위) / 신내동 월,수

10:00~11:30

신 청 방 법 - 전화예약 : 의약과 ☎02-2094-0927

- 방문예약 :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
의약과 김용덕 ☎02-2094-0927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7

봉화산 둘레길2

구청 뒤 타일벽화 / 신내동

월,수 09:00~10:30

화,금

10:00~11:30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새솔초등학교 옆 수변공원 / 신내동 월,수 09:30~10:30

대 상 질 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J46)

8

의료비지원범위 의료비중 본인부담금(1인 150,000원/년)

9

1530 걷기 동아리

구청 뒤 타일벽화 / 신내동

신 청 기 간 2019. 3. 1. ~ 예산 범위 이내

11

장미길2
(수림대공원-수경공원)

수림대공원 무대광장 / 묵동

수,금 20:00~21:00

용마폭포공원

클라이밍경기장 / 면목동

월,수 19:30~20:30

적 용 기 간 2019. 1. 1. 이후 발생한 진단비 및 약제비
신 청 방 법 중랑구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방문신청·접수
건강증진과 김은정 ☎02-2094-0865

12
13

목

10:00~11:30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 신내동 화,목 20:00~21:00

※ 추후 접수 인원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건강증진과 최경필 ☎ 02-2094-0815, 0822

생명사랑 활동가 모집

찾아가는 기억력 검진 안내

신 청 대 상 생명사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중랑구민
신 청 기 간 4. 1.(월) ∼ 4. 30.(화)
신 청 방 법 전화신청 (개인 또는 단체 접수 가능)

내

용 기억력검진, 치매정밀검진, 의사상담

교 육 일 시 매월 둘째주 수요일 13:30~16:30

대

상 만70세 이상 어르신(1949년 이전 출생자)

교 육 장 소 중랑구청 4층 소회의실

준

내

용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 후 생명사랑 자원봉사에 참여
건강증진과 권희주 ☎02-2094-0174

비

물 검진일정에 따라 해당 장소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

검 진 시 간 09:30 ~ 15:00
일정 및 장소
기간

대상

장소

야간 및 공휴일 약국 조제료 가산 안내

4/01(월) ~ 4/02(화)

망우본동 주민

망우본동주민센터 지하1층

4/08(월) ~ 4/09(화)

묵1동 주민

묵1동주민센터 옆 영지교회 지하1층

평일 아침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 공휴일!

4/15(월) ~ 4/16(화)

중화2동 주민

중화2동주민센터 2층

4/24(수) ~ 4/25 (목)

면목본동 주민

면목본동주민센터 2층

4/29(월)

면목5동 주민

면목5동 주민센터 2층

토·일요일엔 약국 조제료가 가산된다고?
- 가산시간 : 평일 18시~다음날 09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가산내용 : 조제 기본료 및 복약지도료 등 30%
의약과 김덕희 ☎02-2094-0135

※ 다른 동은 검진일정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중랑구치매안심센터 ☎02-435-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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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1동

망우3동

묵1동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위해
복지통장 명함 전달

중랑구 묵1동(동장 임금용)은 지난 10일 새봄맞이 대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묵1동 환경감시단
(회장 이상헌)이 주축이 되어 묵1동 내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묵동천 및 주택가 골목길, 봉화산 둘레길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하였다. 임금용 묵1동장은 “주
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내 점포
앞 쓸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2일, 망우3동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세대 발굴을 위해 복지통장에게 자체 제작한
명함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명
함전달을 시초로 복지통장 25명은 관내 노인세대
약 1000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실태 전수조사
에 협조하고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있을 경우 복지
팀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망우3동은 앞
으로도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이웃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우3동 김수경 ☎02-2094-6553

묵1동 한아름 ☎02-2094-6430

따뜻해진 날씨!

해빙기 이사철
가스안전에 유의하세요!
겨우내 혹한으로 손상된 부

면목2동

면목4동

행복나누리협의체와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누구나 원하는
돈버는 가게 만들기 특강

면목2동 주민센터(동장 신희승)와 행복나누리협의
체(위원장 서금식)는 2월 20일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 및 자원봉사자 학생 19명과 함께 동네 골목
길 상습 투기지역 9개소에 투기된 쓰레기 1,000L
를 수거하였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동참한 학생
들은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치던 주변 환경에 대
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주민자율청소를 주도한 면목2동 행복
나누리협의체는 앞으로도 매월 주변 골목길을 청
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쾌적한
중랑구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면목4동주민센터(동장 김연운)에서는 지난 2월 25
일(월),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 저자 윤정용 강
사와 함께하는 돈버는 가게 만들기 특강을 진행했
다. 윤정용 강사는 면목4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몸으로 익힌 경영능력과 회
계시스템 노하우를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선사
했다. 면목4동 김연운 동장은 “특강 뿐만 아니라
‘1인 1책 읽고 나눠보기’, ‘3월 커피인문학 특강’도
계획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
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펼쳐나가겠
다.”고 밝혔다.

면목2동 김종호 ☎02-2094-6054

면목4동 김은숙 ☎02-2094-6134

재활용폐기물 적정 처리방법

분은 없는지, 비가 들이치지는
않았는지, 또 물이 괴거나 용기 받침대
나 용기를 묶어놓은 체인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용기 주변을 살펴보았다면
조정기와 배관, 호스의
상태, 연결부위도 점검
해야 합니다. 겨울 동안
연결부위가 헐거워지지는
않았는지, 호스가 낡지는 않
았는지 확인 후 금속배관으로 교
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한승환 ☎02-2094-2264

그동안 알쏭달쏭 헷갈렸던 쓰레기 배출 방법을 속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쓰레기 종류별 배출 핵심 4가지에 대해 영문 안내와 함께 알아볼까요

How to properly handle recyclable wastes
박스류 : 테이프를 제거하고 폐기하기 전에

캔, 병 플라스틱 , 종이류 :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스티로폼 : 폐기하기 전에 테이프 및 운송장
을 제거하세요.

비닐류 : 깨끗한 비닐 봉투는 투명한 비닐

상자를 펼칩니다. 줄로 묶어 배출하세요.
Cardboard Box : Please remove the tapes, then collapse

Aluminum cans, Bottles, Plastic, Papers : Please put

Styrofoam : Please remove the tapes and waybill

Vinyl : Please gather clear vinyl bags separately and put

the box before disposed and bind with ropes.

these things in transparent

before disposed.

them in transparent plastic bag.

봉투에 담아주세요.

plastic bags according
to the types.

청소행정과 권복성 ☎02-209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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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위한

THE 깨끗한
중랑 만들기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치우기
내 집, 내 점포 앞 청소는 내가 먼저 실천하여
깨끗한 중랑구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청소행정과 황사현 ☎02-2094-1958

자랑스런 우리동네 지킴이를 찾아주세요!
청소민원

66.3% 감소

이는 묵묵히 동네를 청소하는 천사 같은 이웃

1,057건('18년 2월)

THE 깨끗한 중랑을 만드는 이웃에게 여러분의

청소민원

들 덕분일텐데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소민원

356건('19년 2월)

자랑스러운 우리동네 지킴이를 찾아 3월 28일
부터 4월 11일까지 중랑구청 페이스북(http://

2019년 2월, 응답소로 접수된 중랑구 청소 관

www.facebook.com/jungnanggu/), 블로그

련 민원은 356건!

(http://blog.naver.com/jung_nang_gu)에 댓글

작년 2월과 비교하여 66.3%나 감소했습니다.

이나 사진을 올려주세요
청소행정과 조동연 ☎02-2094-1953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으로 부담없이 하세요
스케일링(치석제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둠을 밝히는
장안교의
특별한 조명

스케일링은 치아에 달라붙은 프라그, 치석, 착색 등을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잇는 장안교

초음파나 수동기구로 깨끗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곳엔 늦은 밤 장안교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한

치석은 붓고 피나는 잇몸과 입냄새의 원인이 되며, 잇

특별한 조명이 있다고 합니다!

몸질환이 심하게 진행되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치아뿌

지금부터 장안교로 빛 여행 떠나볼까요?

리가 노출됩니다.
또한 잇몸질환의 원인세균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

2년제 학력인정

주부(성인)
중ㆍ고등학생 모집
중학교 전액 무료
나이ㆍ성별 제한없음

보행자들을 응원하는 장안교 고보조명

지면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치매 등의 발

검정고시 없이 대학까지 진학가능

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환영

그런데! 스케일링을 하고 싶어도 비싸서 못
하신다구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1년에 1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강보험 적용으로 누구나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잇

자연의 색상을 담은 슬로프 난간조명

청암중ㆍ고등학교

02-930-6511

몸과 잇몸뼈!!!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
년 건강보험 스케일링과 구강검진으로 백세 건강 챙
기세요.

중랑구보건소 치과의사 문혜경

4호선

지하철

7호선

상계역

중계역

2번출구

2번출구

www.seoul.go.kr

의

서울

서울이야기

나
너와

방과 후에도 걱정없도록

‘초등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과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해
책임있는 공동체 일원이자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공간 설계역시 아이가 가고 싶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
이 되도록 센터별로 서울시 마을건축가를 지정해 담당한다. 설계
과정에서는 부모, 아동, 돌봄종사자, 자치구청 등 온 마을이 참
여해 아이와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육아가 처음인 초보 부모나 집안에서 혼자 외롭게 고립육아 중
인 부모를 위한 돌봄서비스망도 더 촘촘해진다. 신청을 받아 영
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
보미는 2022년까지 3천 명에서 8천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일종의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열린육
아방(공동육아나눔터)은 40개소에서 450개소로 10배 이상 확
대한다. 야근이나 주말출근이 불가피한 부모를 위해 심야시간대
나 주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연
내 50개소까지(현재 9개소) 확충된다.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 안내
서울시에서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을 위해
방과 후나 방학, 휴일 등의 틈새보육을 메워주는 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가 보편적 ‘초등 돌봄’을 위해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장 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영유아 돌봄에 주력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을 우리시 어린이 3명 당 1명이 등원할 수 있는 수치인 1천500
개소까지 확대한 데 이어, 초등학생(만 6세~12세)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올해 94개소를 신설하고 오
는 2022년까지 400개소까지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리아이 학
교, 내 집 앞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마다 센터가 생기는 셈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개인 일정에 따라 요일별, 일별 이용시간
을 정할 수 있고, 미리 센터에 등록한 경우라면 긴급한 돌
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시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센터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학교를 마친 후 갈 곳이 없어 학원을 전전
하는 아이에게는 친구와 놀면서 쉴 수 있
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맞벌이 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
스를 제공해 돌봄 걱정 없이 일과 생활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을 실현한다는 목
표다.

Project-Based Learning(PBL) :
아동이 스스로 제안한 과제(Project)를 다른 친구들과 서
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교육방법으로, 아동이 학습의 전 과정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도

각 센터별로 돌봄선생님과 관리자가 상주해 돌봄과 교
육•놀이•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특히, 교사가 가르치
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동적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
제안한 과제를 친구들과 함께 협력해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배
움’(PBL, Project-Based Learning)1) 개념을 적용한 아이 주도
형 콘텐츠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 타협

▶

등록기간 : ~ 2019년 12월

▶

등록기준 :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5가구 이상의 도시농업
공동체
-한 공동체 당 텃밭조성 면적(100㎡ 이상), 곤충사육
(500~15,000마리), 양봉(봉군 5통 이상), 퇴비생산 등

▶

지원사항 : 영농자재, 서적 구입 등 도시농업 관련 경비

▶

도시농업공동체 경비 지원 기준
① 텃밭 면적이 큰 공동체
② 참여 가구수가 많은 공동체
③ 프로그램운영, 영농교육, 소외계층 나눔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순으로 지원

● 등록 및 문의 서울시

각 자치구청 내 도시농업 담당부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 2019년 10월 4일 ~ 10월 10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 2019년 10월 15일 ~ 10월 19일
▶

모집 기간 : 2019년 3월 12일 ~ 2019년 4월 26일 (46일간)

▶

모집 인원 : 6,000명

▶

모집 분야 : 경기장 운영지원, 개폐회식 지원, 시민축제 지원,
종합상황실 등

▶

신청 자격 : 2019년 10월 4일 기준 만18세 이상
(2001년 10월 4일 이전 출생자)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2019vol.sportseoul.kr)

● 문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전국체전 자원봉사팀 ☏1833-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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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학부모 진로교육지원단 모집
모 집 기 간 : 4. 12.(금)까지

교육대상 : 30세(1990년생) 이상 중랑구민

모 집 인 원 : 선착순 30명 (초,중,고 학부모 대상)

접수기간 : 2019. 3.25(월) 09:00 ~ 3.28(목) 18:00

장

접수방법

참가비/활동비 : 무료

소 :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기초과정 : 전화 또는 인터넷 접수

신 청 방 법 : 전화, 홈페이지 접수(http://dreamhigh.kr/)

- 중급과정 : 인터넷 접수(구청홈페이지→구민참여→인터넷접수→정보화교육)

지원단역할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는 개별구매)

선정방법 : 전산추첨

발 표 일 : 2019. 3.29(금) 13:00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

- 중랑구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및 일터 발굴
- 직업체험 모니터링 및 박람회 봉사 등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유의사항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02-496-5690~2

- 핸드폰 접수 시 지역번호 ‘02’를 꼭 눌러 주세요.
- 1인1개반 신청, 중복수강 신청 시 모든 교육 과정 자동탈락
- 첫날 무단결석 시 교육 자동취소, 단 콜센터로 미리 연락 주신 분은 제외

청년 일자리카페 4월 프로그램

- 접수 전 교육장, 교육기간, 교육시간 반드시 확인
- 스마트폰 강좌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삼성, 엘지 등)으로 진행.

대

- 특강반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하기)은 선착순 모집이며 중복접수 가능

프로그램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강좌명

요일

시간

과정명

10:00 ~ 12:00

엑셀2010 활용

[면목5동 구민정보화 월수금 : 10회
교육장]
4.3(수) ~ 4.24(수)
면목5동 주민센터
화목 : 8회
2층 컴퓨터실
4.2(화) ~ 4.25(목)
(20석)

10:00 ~ 13:00

스마트폰으로 쉽게 촬영하기
(30명)

10:00 ~ 12:00

인터넷 활용

13:00 ~ 15:00

스마트폰 활용

09:30 ~ 12:00

카페와 블로그 만들기

13:00 ~ 15:30

엑셀2010 기초

장

소

일

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프로그램명
일

월수금 : 10회
파워디렉터를 활용한 동영상
13:00 ~ 15:00
4.3(수)
~
4.24(수)
만들기
[신내동 구민정보화
교육장]
15:30 ~ 17:30
컴퓨터 기초
신내동 복합청사
09:30 ~ 12:00
스마트폰 UCC 만들기
지하1층
화목 : 8회
13:00
~
15:30
한글2010 기초
구민전산교육장 4.2(화) ~ 4.25(목)
(42석)
15:30 ~ 18:00
인터넷 기초
1일 특강 –
4.26(금)

상 : 청년(만19세~39세) 누구나 환영

시

프로그램명
장

소

일

시

프로그램명

4. 1.(월) 16:00

4. 12.(금) 13:00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현직자 멘토링 – 소셜벤처 창업

4. 15.(월) 16:00

4. 26.(금) 13:00

면접 메이크업

직무·기업분석 전문상담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3층 일자리카페)
4. 10.(수) 14:00

4. 24.(수) 14:00

나를 찾는 여행-소통(성향분석)

이미지메이킹 & 면접메이크업

※ 일자리카페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스터디룸, 1:1 취업상담은
http://job.seoul.go.kr에서 신청 가능
중랑구립정보도서관 ☎070-7178-9199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2-3409-1948

아틀리에 「랑」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콜센터 ☎02-2094-0579

모집인원 : 10명(추첨)
- 유 치 부 6 ~ 7세 : 5명 - 초등학교 1 ~ 2학년 : 5명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대

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장

소 :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용마문화복지센터

일

시 : 2019년 상반기

간 : 4. 6. ~ 4. 27. / 매주 토요일 1시간

장

소 : 공방체험장 아틀리에 『랑』 - 망우역 2번 출구 앞

접

수 : 3. 25. ~ 3. 29. / 중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nang.ac.kr)

발

표 : 4. 1.(월)

※ 아틀리에 『랑』 1주년 무료체험 이벤트 : 4. 9.(화)

단계

일시

정규1·2·3단계

3월 4일 ~ 7월 1일 / 매주 월·수·금 09:30 ~ 11:30

정규4단계

3월 4일 ~ 6월 27일 / 매주 화·목 09:30 ~ 12:30

초급한국어(심화)

3월 4일 ~ 3월 14일 / 매주 화·목 09:30 ~ 12:30

생활 속의 한국어(심화)

기

- 신청방법 : 인터넷 카페에서 신청(http://cafe.naver.com/atelierrang)
프로그램(유치부 10:30 / 초등부 11:30)

3월 19일 ~ 6월 27일 / 매주 화·목 09:30 ~ 12:30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435-4149

날 짜

수업내용

4. 6.(토)

스트링아트-벽걸이화병

4.13.(토)

반짝반짝 포일아트

4.20.(토)

구름 캘리 자석

4.27.(토)

내가 만든 머그컵

수강료
10,000원
(재료비 별도 20,000원)

문화관광과 이진수 ☎02-2094-1814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전자상거래 교육
대

상 :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중랑구 주민(42명)

장

소 : 구청 구민전산교육장(중랑구청 맞은 편 관상복합청사 지하1층)

‘실버놀이터’ 2기 모집

신청기간 : 4. 18(목) ~ 4. 30(화) (선착순, 초·중급반 동시 수강)

내

용 : 실버체조, 웃음레크레이션, 전래놀이, 오감놀이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중랑구청 홈페이지)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일

시 : 4월 1일(월) 시작

교육일시 - 초급반 5. 8(수) ~ 5. 24(금)

- 중급반 5. 27(월) ~ 6. 12(수)

- 매주 월요일 10시~11시 (실버체조, 전래놀이)

※ 월·수·금 9:30 ~ 12:00
교육내용 : 전자상거래의 기본구조 이해 및 제품판매등록과 전략

- 매주 화요일 10시~11시 (실버체조)
장

교 육 비 : 무료(교재포함)
기업지원과 김보영 ☎02-2094-1280

소 : 망우 행복키움 생활지원센터 (망우로 77길 12, 2층)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지명기 ☎02-2094-1655

4월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
자치회관

행복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접 수 처 : 평생학습관(http://lifelong.jungnang.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 접수일정은 프로그램별로 다르니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수강료 무료 (단, 재료비 별도)
센터명

거점

면목

프로그램명

강의일정

정원

압화 (누름꽃) 작품 만들기
(재료비 : 28,500원)

4/15~6/10 월
13:30~15:20 (8회)

16

문제해결, 창의보드게임

4/15~7/08 월
10:00~11:50 (12회)

16

생활 속의 건강 발맛사지
(재료비 : 별도)

4/09~6/25 화
10:30~12:30 (12회)

30

<역사야 놀자>
한국사를 몰라도 재미있는
4/18~7/18 목
책울터
초등 세계사 과정
10:00~13:00 (12회)
(교재비 : 별도, 재료비 : 3,000원)

20

25

장소
평생학습관
(1강의실)

프로그램
임산부요가(월초)
면목본동
02-2094-6029
통기타교실
02-2094-6013
서예
통기타 교실
한자 교실
면목2동
발표력 스피치반
02-2094-6053
중급
어머니영어
초급

면목3·8동
02-2094-6111

면목7동
주민센터 2층
데시앙
책울터 작은도서관

책배움터

즐거운 수필쓰기

4/16~6/04 화
10:00~12:00 (8회)

중랑구립정보도서관
(2층 문화교실 3)

우먼업

양말인형
(재료비 : 50,000원,
준비물 : 가위, 자)

4/19~6/21 금
10:00~12:00 (10회)

16 중랑여성개발센터

중화

업사이클링 팝업북
(준비물 : 풀, 가위, 본폴더,
마스킹테이프, 파손그림책)

4/18~7/11 목
10:00~12:00 (12회)

15

책마루

그림책으로 배우는 한국어
(대상자 : 한국어로 소통
가능한 다문화가정 구성원)

4/17~6/26 수
10:00~12:00 (10회)

15

중랑숲어린이도서관
2층 배움터 Ⅱ

자락

봄·봄-한국문학콘서트
(교재비 : 2,000원)

4/16~7/02 화
10:00~12:00 (12회)

25

면목정보도서관
지하 다목적실

용마

우쿨렐레

4/17~7/03 수
10:00~12:00 (12회)

20

용마문화복지센터
(3강의실)

나비우채

엄마표영어
(재료비 : 10,000원)

4/22~6/17 월
10:30~12:30 (8회)

20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면목4동
02-2094-6134

대상
임산부
성인
성인
누구나
누구나
8~10세

요일
화,목
목
월
월
화
수

성인

목

단전호흡

성인

월,수,금

요가
라인댄스
한글
민화
중국어(중급)
탁구

성인
성인
성인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단전호흡

성인

수,금
수,금
화,목
화
월, 금
월,화,수,금
화,목
토
월
월,수
화,목

치매예방 웃음체조
면목5동
초급반
02-2094-6173 건강체조교실
(라인댄스)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캘리그래피

밸리댄스
중화문화복지센터
4층

교육지원과 이수진 ☎02-2094-1924

초보자를 위한 5~6월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
접 수 기 간 : 4. 15.(월) 09:00 ~ 4. 19.(금) 18:00까지

면목7동
02-2094-6225

생활영어(4월개강)
레고닥타

상봉1동
02-2094-6270
02-2094-6259

유아가베

＊2019년 7월~8월 생활체육교실 접수기간은
중화2동
02-2094-6383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 집 대 상 : 중랑구 거주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 1인1교실만 신청가능하며, 별도의 준비물은 필요 없음.
＊ 동일종목 수강생 제외(재수강 불가)

묵1동
02-2094-6415

＊ 마라톤 신청 시,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문의 및 개인 접수 가능
＊ 타인에게 양도 불가(수강 첫날 신분증 확인)
접수 및 선정 : 중랑구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접수 및 전산 추첨
＊ 선정자 발표 : 2019. 4. 25.(목) 16:00 이후
명단공개 및 선정자 핸드폰 문자전송

묵2동
02-2094-6466

교실명

개강일

모집인원

수강시간

수강장소

볼링

2019. 5. 3.(금)

30명

매주 월·수·금
10:00~12:00

현대볼링장
(☎491-8133)

스쿼시

2019. 5. 2.(목)

25명

매주 화·목
10:00~13:00

중화스쿼시클럽
(☎432-7013)

탁구
(평일)

2019. 5. 3(금)

30명

매주 월·수·금
10:00~12:00

챔피온탁구장
(☎491-7535)

탁구
(주말)

2019. 5. 4.(토)

30명

매주 토·일
11:00~14:00

에이스탁구장
(☎435-7974)

마라톤

2019. 5. 2.(목)

제한
없음

매주 화·목
19:00~20:30

겸재교
(☎010-5212-4856)

수강료

무료

중랑구 체육회 ☎02-3422-4555

화,목

성인

목
왕초보반
기본반
A반
B반
A반
B반
초급
중급
A반
B반
화
목
목
화,수
수

성인
5~6세
6~7세
5~6세
6~7세

금
월
목
수

종이접기&클레이

6~8세

수

손뜨개

성인
성인
성인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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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목

16:00~17:00

성인

월

성인

월,화,목,금

13:00~14:30
18:30~19:20
19:30~20:20
10:00~12:00
13:30~15:30
10:00~12:00
16:00~17:00
10:00~12:00
14:00~17:00
10:00~12:00
15:00~16:30(A)
16:30~18:00(B)
16:00~17:00(A)
17:00~18:00(B)
15:00~16:30
16:10~17:00
15:20~16:40
10:00~11:50
19:00~20:30
15:00~16:00
10:00~11:30
09:30~10:30
15:15~16:15
16:25~17:55
17:00~18:30
09:00~10:00
15:50~16:50

성인영어
(중급반,패턴영어,
생활문법)

성인

레고닥터
수납정리
한글서예
우쿨렐레

6세~7세
성인
성인
성인

월
월
수
목
목
화
화

어린이 창작미술

초등학생

금

한자급수

초등학생

화,목

로봇과학교실
초등학생
5세~초등학생
어린이밸리댄스
7세~초등학생
초등미술
중국어(왕초보)
성인
직장인
기타반
성인
망우3동
02-2094-6533
초등 레고반
1~3학년
서예
성인
단전호흡
성인
신내1동
댄스스포츠(사교기초)
성인
02-2094-6573
댄스스포츠(종합)
성인
흥겨운민요교실
성인
신내2동
단전호흡
성인
02-2094-6628
창의아동미술
6~13세

망우본동
02-2094-6505

수 강 기 간 : 2019. 5월 ~ 6월(2개월)

성인

성인

필라테스(1,2반)

2019. 6. 17.(월) 09:00 ~ 6. 21.(금) 18:00까지입니다.

성인

풍물반

작품반
코바늘반
초급
중국어
중급
중화1동
리본&토탈
02-2094-6333 토탈공예 어린이클레
이&토탈
스포츠댄스
A반
상봉2동
02-2094-6294

성인

시간
13:30~14:30
18:30~20:30
11:00~12:50
19:00~20:30
10:00~12:00
17:00~18:00
10:00~12:00
12:00~14:00
09:40~10:40
11:00~12:00
15:30~16:30
13:00~14:30
11:30~13:00
12:00~15:00
14:00~16:00
12:00~15:00
10:00~11:00
09:30~10:30
16:00~17:00
17:10~18:10
11:20~12:20
12:30~14:00
16:30~18:00
10:00~12:00
10:00~11:20
11:30~13:00
16:00~16:50
17:00~17:50
16:00~16:50
17:00~17:50
12:30~13:50
14:00~15:20
16:30~17:20
17:30~18:20
13:30~15:30
13:30~15:30

목
수
월
월
월
화
월,수
월,목,금
수,금
수,금
목
월,수,금
금

※자세한 안내는 중랑구 자치회관 홈페이지(community.jungnang.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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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spring!
기다려지는 우리의 봄날

문화가 있는 날
www.jungnang.go.kr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전 시 명 : Hello spring! 기다려지는 우리의 봄날
전시기간 : ~ 5. 3.(목)
전시장소 : 중랑구청 1층 로비
전시작가 : 양은혜
전시내용 : 양은혜 작가의 그림은 에세이집에 실린 일러스트나 만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을 준다. 욜로
(YOLO :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처럼 마음껏 순간을 유희하는 그림 속 인물은 현실적인
삶의 무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작가와 감상자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이 가진 현실
의 무게는 언제나 엇비슷하다. 어쩌면 그림 속 ‘아무 것도 아닌 장면’들은 병들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개인적이고도 중요한 순간들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듯하다.
문화관광과 김형준 ☎02-2094-1818

중랑아트센터
「시대교감, 천년을 담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주세균 작가는 세라믹 위에 연필로 국보와 보물 도자기의 이미지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전시 관람 후 나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문자나 단어를 넣은 작품을 만들어보세요.
1

장

소 : 중랑아트센터

기

간 : 전시기간 동안 상시

재 료 비 : 개당 3,000원

토요키즈극장
일

시 : 매주 토요일 14:00

대

상 : 중랑구 거주 어린이 30명

신청방법 : 3월 26일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02-2094-1826
장

소 : 중랑아트센터 문화의 집

관 람 료 : 무료

2

일시

영화

관람등급

4월 6일 (토) 14:00

이웃집 토토로 (애니메이션, 가족, 87분)

전체관람가

4월 13일 (토) 14:00

라따뚜이 (코미디, 가족, 모험, 115분)

전체관람가

4월 20일 (토) 14:00

보스 베이비 (애니메이션, 코미디, 97분)

전체관람가

4월 27일 (토) 14:00

모아나 (애니메이션, 모험, 118분)

전체관람가

문화의 집
중랑아트센터 ‘문화의 집’이 새롭게 단장 했습니다.
전시도 관람하고 봄처럼 따뜻하고 쾌적해진
문화의 집에서 독서와 영화 감상(토요키즈극장),
미니 예술공작소를 체험하러 오세요.

중랑아트센터 ☎02-2209-1837

3

4월 금요문화공감
1_ 중랑구청 기획전시 「Hello spring!! 기다려지는 우리들의 봄날」
2_ 「시대교감, 천년을 담다」 전시연계 프로그램
3_ KBS 국악 관현악단

KBS 국악 관현악단 - 찾아가는 음악회
일 시 : 4. 26. (금) 19:30
장 소 : 중랑구청 대강당
내 용 : 흥겹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전통 국악으로의 초대
예 약 : 4. 17.(수) 09:00부터 선착순 접수
중랑구 홈페이지 http://jungnang.go.kr > 구민참여 > 인터넷접수 > 문화행사
※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지 않을 시, 예약한 좌석은 취소되고 선착순 입장으로 전환됩니다.
문화관광과 황정원 ☎02-2094-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