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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해 우리 중랑은
자랑스러운 41만 구민 여러분의 열정으로
어느 해 보다 눈부신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2020년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뛰는 중랑”,
“서울의 아침을 열어가는 행복한 중랑”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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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Ⅰ 2020년에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

2020년에도 행복한
2020년도 역대 최대
2019년에 이어 2년간 1,900여

342억 편성 (57억

미래
중랑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생활문화 기반 확대를!

증 감

예산액

•공공도서관 건립
•취학 전 천 권 읽기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1

51억

7%
단위(억)

•망우역사문화공원 활성화
•서울장미축제 확대추진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육경비지원 확대

24억

복지
중랑

6,000
5,000

5,003억

4,667억

4,000
3,000
2,000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160억

7%

•공공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등

1,000

107억

4,330억 편성 (534억

2016년

)

촘촘한 복지로 주민들의 삶에 따뜻함을!

도시
개발

2017년

452억 편성
안전하고 깨끗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활동 보조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복지시설 운영 등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등

2,305억

352억
•영유아, 청소년,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지원 등

1,379억
•경로당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135억

3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찾동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159억

27억

미래, 새로운 중랑
예산 편성 7,538억!
억원 증액! 자치구 7위 수준!

경제
중랑

13%(863억↑)
18%(1,018억↑)

2019~2020년 2년간
약 1,900억 증액

13%

7,538억
6,675억

5,657억

62억 편성
기업유치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5

•창업지원센터 건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중랑행복 제2농장 조성

•서울창업카페 운영 등

•모바일 서울사랑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11억

2018년

(66억

2019년

)

•주차 공간 확충

•노후 공원 정비

•지중화 및 특화거리 조성

•가로 및 녹지대 정비 등

344억

81억

8억

개최 등

30억

2020년

도시개발에 박차를!

•CCTV 설치 확대 등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

상품권 발행 등

협치
중랑

386억 편성 (33억

)

구민 참여를 늘리고 협치 기반시설 확충을!

4

•중랑비전 100인 원탁회의
•마을공동체육성 지원 등

54억

•면목7동, 중화2동 등
동 청사 건립

42억

•깨끗한 중랑 만들기

290억

특별기획 Ⅰ 민선7기 41만 구민과 함께 만든 중랑의 빛나는 성과와 꿈

1

중랑의 빛나는
SH본사 신내동 이전 확정
•위치 : 신내동 318번지
•규모 : 부지 13,658m2

2

민선7기 41만 구민과

•착공/이전완료 : 2022/2024년
•방문객 연 10만명
직원 1,300명

11

면목동에 문화·체육 복합센터가 생긴다!
•7호선 사가정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
•면목지역생활권
계획 실행 확정,
총 489억 확보

SH본사(조감도)

•면목유수지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

6

•사가정공원 공영주차장 공공도서관+주차장 복합 건립 :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

6

3

6

면목선 경전철 2022년 착공
•신내동~면목역~청량리 9.05km
•신내역~청량리역 약 20분

8
•착공 : 2022년

6

•준공 : 2028년

6
2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2022년 착공
•송도~청량리~망우~마석

•착공 : 2022년

•망우역~서울역 10분/망우역~인천송도 37분

•준공 : 2027년

5

6
10

교육지원 컨트롤타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
•착공 : 2019. 12. 12.
•규모 : 지하2층~지상7층

•2021년 2월 개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조감도)

•위치 : 중랑구 상봉동 99-1외 2필지

6

5

6

•정거장 12(중랑8, 동대문4)

4

12

도시재생사업 8개소 선정 총 574억 확보
•확정 : 면목3·8동,
중화2동, 묵2동,

•묵2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 도시재생사업 진행(250억)

면목패션(봉제)개발

•면목3·8동 서울시 도시재생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20~40억)

진흥지구

•중화2동 서울시 도시재생 : 2019. 4. ~ 2024.

•희망지 : 망우본동,

•면목패션(봉제)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 : 2019. 11. ~ 2024. 12.

사가정시장 일대,

•망우본동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 2019. 5. ~ 11.

중화2·3존치

•사가정시장 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 : 2020년 최종선정 발표

정비구역

함께 만든

성과와 꿈

9

7
8

7

1

지하철 6호선 신내역 2019년 12월 개통
•신내역에서 경춘선, 지하철6호선 환승가능

•개통 : 2019. 12. 21.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조성 총 200억 확보
•상봉2동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 건립 :
•서울시 중심지형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지하 4층~지상 7층

도시재생사업 선정(2019. 11.)

•패션봉제종합정보센터 건립
•산업·업무분야/문화관광체험분야 특화거리 조성

6

4

상봉2동 중랑패션지원센터(조감도)

9

3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신내IC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신내차량기지이전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

첨단산업단지 조성 :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

일자리 2만 3,800개 창출

•지식산업 1센터 : 2020년 준공 / 지하4~지상12층

연간 5조 9,800억 원

•지식산업 2센터 : 2021년 준공 / 지하3~지상12층

생산효과 발생

•중랑 창업지원센터 건립 :

•신내IC 첨단산업클러스터

2022년 준공 / 지하3~지상11층

조성 : 기업유치 1,420개,

•양원지구 기업유치 : 2022년 기업유치 완료

고용효과 10,790명

지식산업2센터(조감도)

10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추진
•면목행정복합타운 TF팀
(중랑구~서울시~국토부~LH~SH)

구성(2018. 9.)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2019. 2. ~ 2020. 1.)

•착공 : 2022년
•준공 : 2026년

면목행정복합타운(조감도)

1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조감도)

망우·상봉역
복합역사(조감도)

동부간선도로(월계IC~영동대로)
지하화로 시민공원 조성
•노원~강남 10분대

•착공 : 2021년

•민자터널(21.-26.), 재정터널(24.-28.)

•준공 : 2028년

12

망우·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철도·버스 통합·환승터미널 개발

•착공 : 2022년
•준공 : 2026년

특별기획 | 민선7기 41만 구민과 함께 만든 중랑의 빛나는 성과와 꿈

13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가칭)

설계공모(2019.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9. 3.~2020. 3.)

16
사가정/상봉동/태릉시장 특화거리 조성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
•중랑청소년수련원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
•이태원 합장묘역(유관순) 기억공간화사업 추진
2020년

•사가정역세권 먹자골목 젊음의 거리
조성 : 먹자골목(사가정역 1, 2번 출구

젊음의 거리 조성 : 2020년

주변) 약 210m

착공 및 준공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

•상봉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
2020년 착공, 2021년 준공

봉우재로33길 외 2개 노선

14
상봉2동 복합청사 개청

•사가정역세권 먹자골목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조성 및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조성

지중화사업 : 동일로129길 35 ~

및 지중화사업 : 2020년 착공

중랑역로 33 거리가게 108개소

및 준공

(2019. 10.)

17
서울의료원 일류 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원
응급의료센터동

•위치 : 중랑구 동일로
114길 10(상봉동)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내용 : 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등

•중화2동 복합청사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
•묵2동 복합청사·체육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
•면목7동 복합청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난딸로)

2021년 착공 2022년 준공
•응급의료센터 : 지상 3층/총 39병상
•암센터 : 방사선 치료 장비 구매 및

1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2019. 9.)

차폐시설 설치 등

등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18
NPO지원센터 개소

(2019. 5.)

•수어통역센터 확장 이전 및
농아인 쉼터 개소(2019. 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개시
(2019. 12.) ※2020년개소

•응급의료센터 2020년 준공
•암센터 설치 2021년

등 주민참여 확대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111명 → 134명
•남성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1인 기준 50만원 등

•마을활력소 ‘마중’ 개소(2018. 1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
(’18)

5억 →

(’19)

7억 →

(’22)

10억

•마을활력소 2호 조성
(2020, 망우3동)

19
용마산 자락길 1.2km 조성

23

학교교육지원경비 확대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

(2019. 4.)

•학교교육지원경비 : 2018년 38억 → 2019년 50억

학교교육지원경비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2019. 1.~2020. 12.) :

2019년 50억 →
2022년 80억

사업비 총 30억(15억/1년)

•묵동천 서울둘레길 연결(2018. 12.)

•봉화산 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2020. 7.)

•장미거리 연장 5.15km(2019. 12.)

•용마산 등산로 정비 1km(2020. 1.)

20
중랑행복 제2농장 2020년 조성

(예정)

•동물복지 제도적 기반 마련 :
조례제정(2019. 7.)

등

도시농업 본격 추진
•텃밭 170구좌

•중랑행복 제2농장 2020년 조성(예정)

•상자텃밭 1,064개 분양

•제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2020년 5월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2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세상, 동물복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2020. 10)

•길고양이 급식소(7개소) 운영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2020)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25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개소(2019. 11.)

21
주차문제해결을 위한 주차장 확보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위치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규모 : 연면적 738m2, 지상 2층

공유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공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청년공간 등
노동자·청년 활동 지원

•망우3동 공영주차장
55면 확보(2019. 4.)
•면목유수지 공영주
차장 1,008면 확보

•서일대 캠퍼스 신축 주차장 개방 :
2021년 준공, 109면
•사가정공원 공영주차장 : 2023년 준공, 104면

중랑구민이 직접 뽑은

•중랑역 하부 공영주차장 : 2020년 완공, 210면

중랑구 10대 뉴스

•LH매입임대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개방 :

(2019. 11.)

•치매안심센터 확대운영 :
치매안심센터(신내2동),
치매안심센터 분소(면목4동),
보건지소(상봉2동)
•어르신 일자리 확대 연 15%
1,280명 →

(’22)

2,238명

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직접 설문지 등
2019년 중랑구 주요뉴스 19개 중 5개 투표(참여인원 총 1,457명)

2021년 완공, 682면

22
경로당 지원 확대 등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
(’18)

TOP 10

(’20)

1,694명 →

•어르신 노(老)리터 조성 : 4개소

1위

SH(서울도시주택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유치 확정 _904명

2위	GTX-B, 면목선 등 중랑구 교통여건 획기적 개선 기대 _761명
3위

2019 서울장미축제, 주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진화 _629명

4위

면목동에 공공도서관·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 건립 _543명

•운영비 지원 확대 : 개소당 380~

5위

망우리공원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 _456명

540천원(’19) ⇒ 430~590천원(’21)

6위

중랑구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 활발 _412명

•중식도우미 지원 확대 :
111명(’19) ⇒ 217명(’20)
•청소도우미 지원 확대 :
44명(’19) ⇒ 86명(’20)
•경로당 해충방제사업(’20)

7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문열다 _378명
8위	주민센터·보건지소·도서관이 한 곳에… 상봉2동 복합청사 개청 _373명
9위	민선7기 ‘깨끗한 중랑 만들기’ 총력 기울여 _371명
10위	중랑구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용마폭포공원 _342명
홍보담당관 김원정 ☎02-2094-0552

08
중랑안테나

중랑안테나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기준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신고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전화접수
※ 2020. 1. 1.부터 동별 수거업체(전화번호) 및 인터넷 접수처가 변경됩니다.
인터넷 접수처 중랑구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 www.the-cleanjungnang.com 또는 www.the-cleanjungnang.co.kr ※ 인터넷(PC 및 모바일)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지 주소 입력에 따라
내
용 환
 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
수거업체가 자동으로
배분되어 접수 처리 후 납부필증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 1월 신청 : 2020년도 1기, 2기 모두 10% 감면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 및 수거업체청소행정과 조동연 ☎02-2094-1953
중랑자동차등록ﾷ나눔센터 개소
- 3월 신청 : 2020년도 2기분만 10% 감면
수거업체
배출일
동 명 주
배출시간
연락처(☎)
소 중랑구
면목로 242(舊 북부등기소)
신청 및 납부 방법
월,수,금
묵1·2동, 신내1·2동
업무개시일 일반주택,
2019. 12. 점포(가게)
23.(월) ※개소식 : 2020. 1. 8.(수) 11:00
434-2214
용마용역
행정지원과 장현성
☎02-2094-0327
- 문자 신청 : 2019. 12. 23.~2020. 1. 23.(18:00까지 수신된 문자에 한함)
일,화,목
중화1동, 중화2동
18시~20시
신내동 중랑푸드마켓 임시 이전 안내
월,수,금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가로변 점포(가게)
➊차량번호, 차주명, 고지서 송달주소(변동있을시) 입력후 문자전송(신청자)
중랑환경
491-1714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푸드마켓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중랑자
22시~01시
일,화,목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동차등록ㆍ나눔센터(舊북부등기소) 내 1층 중랑푸드마켓 면목점
※ 일반종량제봉투,
월,수,금
망우본동, 면목3·8동
➋접수완료 안내문자 발송(맑은환경과)
으로 임시 이전 하여 운영됩니다. 435-4424
우리환경
음식물,
재활용품
일,화,목
면목본동, 망우3동
업무개시일 2019. 12. 23.(월)
➌고지내역 확인 및 납부 2020. 1. 16.~1. 31.(신청자)
공 사 기 간 2020. 1 ~ 3월(4월 개소 예정)
※ 기존에 구매한 업체별 종량제봉투는 기한 없이 사용 가능
복지정책과 임미란 ☎02-2094-1633
※ 신청번호 : 010-7560-2414(문자 수신과 발신 전용으로 통화불가)
중랑구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인터넷 신청 : 2020. 1. 16. ~ 1. 31. ※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개 소 일 2020. 1. 2.(목)
운영내용 치매조기검진, 기억키움학교, 조호물품 제공, 가족교실 등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 7. 1.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에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전화접수 중랑구치매안심센터 ☎02-435-7540
맑은환경과 이주희 ☎02-2094-2414, 02-2094-2423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시고
10%
감면 받으세요
※ 2020. 1. 1.부터 동별 수거업체(전화번호)
및 인터넷
접수처가
변경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연납 시 10% 감면 혜택
인터넷 접수처 중랑구대형생활폐기물 ※
인터넷
신고센터
신청번호
: 010-7560-2414(문자 수신과 발신 전용으로 통화불가)
- 인터넷 신청 : 2020. 1. 16. ~ 1. 31. ※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 www.the-cleanjungnang.com 또는 www.the-cleanjungnang.co.kr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 7. 1.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에 부과됩니다.
※ 인터넷(PC 및 모바일)으로 접수할 경우, 신청지 주소 입력에 따라 수거업체가 자동으로
맑은환경과 이주희 ☎02-2094-2414, 02-2094-2423
배분되어 접수 처리 후 납부필증을 문자로1월은
전송해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세 의무자 2020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납세
면허를
받은 자1월 1일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의무자부여2020년
수거업체 배출일
동 명
배출시간
전화접수(☎)
※ 예 : 식품접객업, 병원, 약국, 학원, 체육시설, 부동산중개업, 노래연습장, 개인택시 등
※ 예 : 식품접객업, 병원, 약국, 학원, 체육시설, 부동산중개업, 노래연습장, 개인택시 등
묵1·2동, 신내1·2동
납부기간 2020. 1. 16. ~ 2020. 1644-8923
1. 31.
용마용역 월~금
중화1·2동 납부방법 은행, 전용계좌, 신용카드,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등
납부기간 2020.
1. 16. ~ 2020.
1. 31.
월~금 09시~18시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납부상담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094-1402)
중랑환경 월~금
※대형생활폐기물
491-1714~5
은
 행, 전용계좌,
인터넷(http://etax.seoul.go.kr),
※ 납세자 본인에게 과세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은행 납부방법
현금지급기(CD/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가구류,
이불
등)
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ﾷ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등
망우본동, 면목3·8동
우리환경 월~금
세무과 장세희 ☎02-2094-1422 435-4424~5
면목본동, 망우3동
납부상담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094-1402)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청소행정과
조동연 ☎02-2094-1953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10% 세액 공제 혜택
※ 납안내
세자 본인에게 과세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고납부 대상 중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간 2020. 1. 16. ~ 1. 31.
신청방법
세무과 장세희 ☎02-2094-1422
- 인터넷 : 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서 신고 납부
- 전화 또는 구청방문 :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094-1402)
※ 직전년도(2019년) 연납 납부자는 1월에 고지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납부방법 은행, 전용계좌, 신용카드, 인터넷(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등
세무과 문소정 ☎02-2094-1426
자동차등록민원실, 행정복합타운사업센터,
미소금융이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
구청에서 이전하였습니다.
기
간 2019. 11. 21.(목) ~ 2020. 2. 28.(100일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10% 세액 공제 혜택 안내
대
상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주
소 중랑구 면목로 242(舊 북부등기소)
신고납부 대상 중랑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천재지변이나 상하수도 누수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 생활
업무개시일 2019. 12. 23.(월) ※개소식
: 2020.
1. 8.(수)
신고납부경우는
기간 예외적으
2020. 1.로16.허용
~ 1. 31.
에 직결되는
소규모 (길이
30m 11:00
이하,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의
도로과 문순재 ☎02-2094-2713
www.jungnang.go.kr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시고 10% 감면 받으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개소 및 이전기관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신청방법 ※ 직
 전년도(2019년) 연납 납부자는 1월에 고지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이전기관 안내

•자동차등록민원실_1층(이전)

•중랑푸드마켓면목점_1층(신설)

- 인터넷 : 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서 신고 납부

•치매안심센터_1층(신설)

•행정복합타운사업센터_2층(이전)

- 전화 또는 구청방문 :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094-1402)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_2층(이전) •미소금융_2층(이전)

납부방법 은
 행, 전용계좌, 신용카드, 인터넷(http://etax.seoul.go.kr),

행정지원과 장현성 ☎02-2094-0327

ARS(1599-3900),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등
세무과 문소정 ☎02-2094-1426

신내동 중랑푸드마켓 임시 이전 안내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푸드마켓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중랑자
동차등록ㆍ나눔센터(舊북부등기소) 내 1층 중랑푸드마켓 면목점
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

업무개시일 2019. 12. 23.(월)

접수기간 2019. 12. 23.(월) ~ 2020. 1. 10.(금) 09:00~18:00

공 사 기 간 2020. 1 ~ 3월(4월 개소 예정)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 등

복지정책과 임미란 ☎02-2094-1633

위

어르신복지과 김윤미 ☎02-2094-1562, 1567

치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운영내용 치매조기검진, 기억키움학교, 조호물품 제공, 가족교실 등
중랑구치매안심센터 ☎02-435-7540

찾아
오시는
길

면목4동 주민센터

면
서울중곡 목
초등학교
로

접수방법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방문,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모집내용 청소관리관, 경륜전수활동, 실버카페, 노노케어 등 1,694명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분소 개소
개 소 일 2020. 1. 2.(목)

2020년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

2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면목도시
개발
3
용마산역 아파트
중랑구민회관

중랑청소년
수련원

동절기 도로굴착통제 시행
기

간 2019. 11. 21.(목) ~ 2020. 2. 28.(100일간)

대

상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

※ 천재지변이나 상하수도 누수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길이 30m 이하, 너비 3m 이하) 굴착공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도로과 문순재 ☎02-2094-2713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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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소식

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jn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2020년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8대 중랑구의회가 『소통하는 바른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 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범한지도 벌써
일년이 훌쩍 넘어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중랑구민 모두가 더 큰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실함과 지혜로움의 상징이라는 경자년 흰 쥐처럼 근면성실한 노력과
현명함으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17명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 언제나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뜻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면

마침내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2020년 새해를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 함께 손잡고 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해야할 말은 피하지 않고 꼭 할 것이며, 현명한 판단과 따뜻한
가슴을 갖고 구민 여러분의 희망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의회는 중랑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견제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되 늘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주요정책들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불합리하거나 구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의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의 뜻을
오롯이 담으며 정도정행(正道正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여러분께서 중랑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랑구의회 의장

조희종

지난 한 해 동안 중랑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구민의 행복한 삶과 중랑의 미래에 희망의 길을 만들기 위해 17명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중랑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 구의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중랑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중랑구의회 ☎02-209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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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제236회 정례회로 한 해 마무리
2020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구정질문 등 처리
중랑구의회(의장 조희종)는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일반ﾷ
특별회계 세입ﾷ세출예산안,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일반ﾷ특별회계 세입ﾷ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한편 조희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기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적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의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여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중랑구의회(의장 조희종)는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중랑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11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3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심의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일반·
위원장 오화근 의원,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중랑구의회는
정례회 기간 및
중인일반안건
지난 12월 10일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중랑구제236회
기금운용계획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등을 심사하고 이어서 12월 9일부터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한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오화근의원,
부위원장에 제2차
김미숙 본회의를
의원을 각각열어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
활동이 있었다.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2020년도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미숙 의원, 서상혁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원,
및 오화근
2020년도
중랑구의원,
기금운용계획안,
의원, 이병우
임익모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12월 16일까지 꼼꼼한 심사를 마쳤다.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총
한편 조희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금년을 7,370억원,
마무리하고
새해를 168억원 등이며 예산안에
7,53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대해
계수
조정을
거쳐
62억여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기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중랑구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기본원칙인 적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주민의견
수렴의
청렴문화 그리고
확산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원칙이
구현
중랑구의회는 최근 관상복합청사에서 전체 구의원들을 청렴문화 확산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검증하여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구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중랑구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국감사협회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고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자문위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집행부는
전문강사인 최정수 교수를 초빙해 진행하였으며, 주요
강의내용은 우리나라 부정ﾷ부패의 현실태,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 웃는 조직과 청렴도와의 상관관계
중랑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합심하여 최선을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희종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회 내부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랑구의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쓰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www.jungnang.go.kr

중랑구의회, 제236회 정례회로 한 해 마무리
2020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구정질문 등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위원장 오화근 의원, 부위원장 김미숙 의원
중랑구의회는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10일 2020년도

의원, 오화근 의원, 이병우 의원, 임익모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으며 12월 16일까지 꼼꼼한 심사를 마쳤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오화근의원,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총

부위원장에 김미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8일 제

7,53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370억원, 특별회계가 168억원 등이며 예산안에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미숙 의원, 서상혁

대해 계수 조정을 거쳐 62억여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오화근 의원

김미숙 의원

서상혁 의원

이병우 의원

임익모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

중랑구의회, 부패방지교육 실시
청렴문화 확산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
중랑구의회는 최근 관상복합청사에서 전체 구의원들을 청렴문화 확산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중랑구의회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한국감사협회
자문위원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최정수 교수를 초빙해 진행하였으며, 주요
강의내용은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현실태, 관련법령 및 정부정책, 웃는 조직과 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희종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며 이번 특강을 통해 의회 내부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랑구의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한 앞으로도 모든 의원들이 구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신경쓰고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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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연으로 부자되세요!

상봉보건지소 프로그램
1일 / 1갑 금연으로, 1년 170만원 10년이면 1,700만원 절약!!

대사증후군 검사 및 관리
장

소 상봉2동 복합청사 1층 보건지소

대

상 만20세 이상 중랑구민

내

용

금연결심! 중랑구보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사항】

- 대사증후군 검사(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상담)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094-0126~9

- 12시간이상 금식해야 검사 가능(예약제 운영)

‘영양이랑, 운동이랑 상봉교실’ 프로그램 운영
모 집 기 간 2020. 1. ~ 2. (선착순 마감)

보건소에서 건강을 계획하고 관리 받으세요!

모 집 인 원 10~15명

운 영 기 간 2020. 3. ~ 6. (매주 화요일, 14:00~15:00)

대

상 20세 이상 시민

내

일

시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 영양 교육 4회 (대사증후군, 당뇨병, 뇌질환, 골질환 예방)

장

소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

- 운동 교육 16회 (유산소 및 근력 운동 등)

서비스내용

용

- 대사증후군 검진 및 국가건강검진결과 상담 : 사전예약 필수!

건강동아리 자조모임 상시모집

※ 12시간 이상 금식 필수

모 집 인 원 5~10명

-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진료

내

용 대사증후군 검사 및 실생활 운동법, 올바른 식습관 공유
상봉보건지소 ☎02-2094-0500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위한 영양·운동·금연 상담실 운영
- 지역건강검진(대상 : 어르신, 장애인, 노숙자, 외국인근로자, 수급자등)
- 보건소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의약과 신승혜 ☎02-2094-0850, 0925

면목보건분소에 건강체크 하러 오세요!
대

상 만20세 ~ 64세 중랑구민

검 사 비 용 무료

기

간 2020년 1월부터 평일 9:30 ~ 11:30

중랑구 6,7세 유아 대상 불소도포 실시

이 용 방 법 전화예약 후 방문(☎02-2094-0944)
※ 체성분검사 측정간격은 최소 6개월이상

대

상 중랑구 거주 6,7세(생년월일 2014. 01. 01.~2015. 12. 31. 유아)

검 사 항 목

일

시 매주 화·목 오후 1시~4시

- 체성분 검사(인바디) : 체중, 근육량, 체지방율, 비만도, 체수분율, 신장

장

소 중랑구 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 대사증후군 검사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LDL )

참 여 방 법

- 사전예약 후 보건소에 내소하여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실시

※ 대사증후군 검사시 밤 10시 이후 금식

- 사전예약 전월 25일부터 5일간 예약 전화 접수
※ 불소바니쉬도포 후 6개월 경과되어야 가능

중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2-2094-0138

우리동 찾동 방문간호사가 건강체크 해드립니다
대

상 어르신 가정(65세·70세 도래자),

빈곤·위기가정 등
※ 동주민센터 우편 발송 대상자 우선 방문

보건행정과 백지완 ☎02-2094-0944

방

법 동별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직접 가정 방문 실시

내

용 건강상태 체크(혈압 ·혈당 등)와 상담, 건강서비스, 복지 혜택 안내

동별 찾동 방문간호사 안내
동주민센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 모집
심정지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

상 중랑구민 누구나(단체 환영)

장

소 보건소 1층 심폐소생술교육장

준 비 사 항 사전 예약 필수/ 간편한 복장
예

약 홈페이지 또는 전화예약(선착순 접수)
의약과 김승희 ☎02-2094-0905

연락처

동주민센터

연락처

면목본동

2094-6033, 6007

중화제1동

2094-6355

면목제2동

2094-6075

중화제2동

2094-6396, 2094-6399

2094-6118, 2094-6656

묵제1동

2094-6433, 2094-6439

면목제4동

2094-6157

묵제2동

2094-6475

면목제5동

2094-6194

망우본동

2094-6518

면목제7동

2094-6235, 2094-6239

망우제3동

2094-6555, 2094-6559

상봉제1동

2094-6272

신내제1동

2094-6596, 2094-6590

상봉제2동

2094-6315

신내제2동

2094-6635

면목제3.8동

의약과 김유경 ☎02-209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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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사랑 사람

삶 사랑 사람
올 겨울,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기간 2019. 11. 20.(수) ~ 2020. 2. 19.(수)
참여방법
성금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랑구 전용계좌 입금 후 복지정책과 또는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위한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해 주신 주민
동 주민센터에서 기탁서 작성
- 성품 :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기탁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하신 성금·성품은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38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모금현황 392,588천원(2019. 11. 20 지원됩니다.
~ 12. 3.)
- 성 금 : 47,476천원 - 성 품 : 345,112천원
복지정책과 홍재현 ☎02-2094-1637
후원해주신분(단체, 개인)
기
간 2019. 11. 20.(수) ~ 2020. 2. 19.(수)
면목본동 유경준, 면목본동 적십자봉사단, 김병태, 면목본동 주민자치회, 면목본동 새마을부녀회, 면목본동 재향군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면
참여방법
- 성금 : 서
 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랑구 전용계좌
입금 후
복지정책과면목2동
또는
목교회면목2동 삼육보건대학교, 새소망교회,
가온누리어린이집,
해바라기어린이집, 진순민(미니스톱),
노광자, 면목2동
새마을부녀회,
행복나누리협의체
동 주민센터에서 기탁서 작성
면목3.8동 이다혜(서일 공인중개사무소), 김혜선(실버사랑복지센터), 한명수(경희솔한의원), 권길선,
- 성품
또는 동 주민센터에
면목3.8동 헬스동아리, 최지희, ㈜우리돈좀벌어축산,
권길선,: 복지정책과
김금순, 이경식(대경미싱),
면목3.8동 통마련된 접수창구에 기탁
장협의회, 동일교회, 면목3.8동 새마을부녀회,
면목3.8동
적십자봉사단,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38
(예금주:면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목3.8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면목4동 최우성(태은교회), 면목4동 새마을부녀
모금현황 392,588천원(2019.
11. 20IBK기업은행
~ 12. 3.) 면
회, 면목4동 적십자봉사단, 면목종합사회복지관면목5동
면목5동 새마을부녀회,
목동지점, 또또어린이집면목7동 지영민(세종네트웍스),
서울 세종라이온
- 성 금 : 47,476천원
- 성 품 : 345,112천원
스클럽, 동부교회, 면목7동 새마을부녀회, 최순혜, 송근회(태릉숯불갈비), 최재근, 면목초등학교 녹색
복지정책과 홍재현 ☎02-2094-1637
어머니회, 김영순(이모네반찬), 꿈터어린이집, 면목7동 적십자봉사단
상봉1동 박경호(이마트24), 김혜림, 곽성근(상봉1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종숙(상봉1동 새마을문고
회장), 강갑수, 김준한(상봉1동 통장협의회장)상봉2동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봉2동 새마
을부녀회, 상봉2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자유총연맹상봉2동분회, 상봉2동 민방위협의회, 상봉칼국수
중화1동 구립 하늘빛어린이집, 영세교회, 푸른솔몬테소리어린이집, 중화1동 새마을부녀회
중화2동 한용구, (A+)한성노인복지센터, 중화2동 통장협의회, 신성우, 중화2동 주민센터, 한내들어
린이집 중화2동 새마을부녀회, 중화2동 주민자치위원회, 태능시장노점상연합회, 박찬호, 한내들어
린이집, 중화2동 자율방범대, 이나윤, 에셈빌안경, EYE ON MAN, 주정형외과
묵1동 아기자기 나눔이웃, 이종민, 송필숙, 묵1동 적십자봉사단, 묵1동 주민자치위원회, 태릉중학교,
묵1동 새마을부녀회, 원묵고등학교 학부모회묵2동 김종석, 묵2동 통장협의회, 신자현, 이현주,
박옥자, 김동남 공인중개사무소, 최재석, 홍은옥, 한상훈(한마음한의원), 안철남(동부중앙의원), 푸른초
원 전복삼계탕. 이춘화(장위순대국), 묵2동 새마을부
녀회, 곽태수(종로태평양 약국), 김윤배(부자공인중
개사무소), 곽병룡, 홍승민, 김점성(명동아구찜), 소성
심(불티나마트), 정기출(럭키공인중개사무소), 최현
숙(지리산흑돼지), 한미숙(또봉이통닭), 25시 노래방
망우본동 망우본동 주민자치회, 망우본동 새마을
부녀회, 망우본동 통장협의회, 일광사, 화신TNP,
중랑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망우본동 적십자봉사
단, 금파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망우3동 유광희, 김상호(고향산천), 망우3동 행복
나누리협의체, 망우3동 새마을부녀회, 한성사(김성
수), 천인신당(홍순자), 목천교회, 망우3동 새마을부
녀회, 홍순자(천인신당)
신내1동 청소년육성회 신내1분회, 신내1동 새마을
면목본동 유경준, 면목본동 적십자봉사단,
김병태,
심(불티나마트), 정기출(럭키공인중개사무소), 최현
상봉1동
박경호(이마트24),
김혜림, 곽성근(상봉1
부녀회,
새중랑교회, 구립
하람어린이집,
신내1동
행복나누리협의체
면목본동 주민자치회, 면목본동 새마을부녀회, 면
숙(지리산흑돼지), 한미숙(또봉이통닭), 25시 노래방
동 주민자치위원장), 최종숙(상봉1동 새마을문고
신내2동 김원태, 씨앗(신내6단지 주민공동체), 신
목본동 재향군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내2동
면목교회
회장), 강갑수,
김준한(상봉1동 통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 신내2동
적십자봉사단
중랑구청 순복음 강북교회, 영안복지재단, 장은서
망우본동 망우본동 주민자치회, 망우본동 새마을
(컴포즈커피 중랑구청점), 랑우회(중랑구 사회복지
부녀회, 망우본동 통장협의회, 일광사, 화신TNP,
면목2동 삼육보건대학교, 새소망교회,공무원),
가온누리
상봉2동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 상봉2동 새마
보현정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동부지
사,
장순열(민주평화통일회의
중랑구협의회장,
㈜
중랑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망우본동 적십자봉사
어린이집, 해바라기어린이집, 진순민(미니스톱), 노
을부녀회, 상봉2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자유총
정우물류), 중랑구 재향군인회, 한국마사회 중랑지
단, 금파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광자, 면목2동 새마을부녀회, 면목2동 행복나누리
상봉2동 민방위협의회, 상봉칼
사, 국제라이온스협회 연맹상봉2동분회,
354-C지구, 대한불교 천태
종 삼룡사, KGC인삼공사, 정호기업주식회사, 차천
협의체
국수
문(㈜동일I.T), KT&G복지재단 동부복지센터, 서울
망우3동 유광희, 김상호(고향산천), 망우3동 행복
시립대학교, 아파트생활개선 사회적협동조합,
www.jungnang.go.kr

올 겨울,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로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세요!

후원해 주신 분(단체, 개인)

면목3.8동 이다혜(서일 공인중개사무소), 김혜선(

중화1동 구립 하늘빛어린이집, 영세교회, 푸른솔

나누리협의체, 망우3동 새마을부녀회, 한성사(김성

실버사랑복지센터), 한명수(경희솔한의원), 권길선,

몬테소리어린이집, 중화1동 새마을부녀회

수), 천인신당(홍순자), 목천교회, 망우3동 새마을부
녀회, 홍순자(천인신당)

면목3.8동 헬스동아리, 최지희, ㈜우리돈좀벌어축
산, 권길선, 김금순, 이경식(대경미싱), 면목3.8동 통

중화2동 한용구, (A+)한성노인복지센터, 중화2동

장협의회, 동일교회, 면목3.8동 새마을부녀회, 면목

통장협의회, 신성우, 중화2동 주민센터, 한내들어

신내1동 청소년육성회 신내1분회, 신내1동 새마을

3.8동 적십자봉사단,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면

린이집 중화2동 새마을부녀회, 중화2동 주민자치

부녀회, 새중랑교회, 구립 하람어린이집, 신내1동

목3.8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위원회, 태능시장노점상연합회, 박찬호, 한내들어

행복나누리협의체

린이집, 중화2동 자율방범대, 이나윤, 에셈빌안경,
면목4동

최우성(태은교회), 면목4동 새마을부녀

EYE ON MAN, 주정형외과

신내2동 김원태, 씨앗(신내6단지 주민공동체), 신
내2동 새마을부녀회, 신내2동 적십자봉사단

회, 면목4동 적십자봉사단,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묵1동 아기자기 나눔이웃, 이종민, 송필숙, 묵1동
면목5동 면목5동 새마을부녀회, IBK기업은행 면

적십자봉사단, 묵1동 주민자치위원회, 태릉중학교,

중랑구청 순복음 강북교회, 영안복지재단, 장은서

목동지점, 또또어린이집

묵1동 새마을부녀회, 원묵고등학교 학부모회

(컴포즈커피 중랑구청점), 랑우회(중랑구 사회복지
공무원), 보현정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동부지

면목7동 지영민(세종네트웍스), 서울 세종라이온

묵2동 김종석, 묵2동 통장협의회, 신자현, 이현주,

사, 장순열(민주평화통일회의 중랑구협의회장, ㈜

스클럽, 동부교회, 면목7동 새마을부녀회, 최순혜,

박옥자, 김동남 공인중개사무소, 최재석, 홍은옥, 한

정우물류), 중랑구 재향군인회, 한국마사회 중랑지

송근회(태릉숯불갈비), 최재근, 면목초등학교 녹색

상훈(한마음한의원), 안철남(동부중앙의원), 푸른초

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대한불교 천태

어머니회, 김영순(이모네반찬), 꿈터어린이집, 면목

원 전복삼계탕. 이춘화(장위순대국), 묵2동 새마을부

종 삼룡사, KGC인삼공사, 정호기업주식회사, 차천

7동 적십자봉사단

녀회, 곽태수(종로태평양 약국), 김윤배(부자공인중

문(㈜동일I.T), KT&G복지재단 동부복지센터, 서울

개사무소), 곽병룡, 홍승민, 김점성(명동아구찜), 소성

시립대학교, 아파트생활개선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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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득하고 머언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면목5동

면목7동

중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
중랑사랑회

면목7동 이웃살피미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난 12월 13일, 중랑 사랑회에서 지역 내 저소득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
원을 면목5동 주민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중랑 사
랑회는 94년도에 결성되어 매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나눔 문화 확산에 지속적으
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회장 이경신님은 “나눔문
화가 확산되어 따듯한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면목7동 이웃살피미는 1인 저소득 가
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개
최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이웃살피미들이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직접
가정(총 70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
다.면목7동은 앞으로도 동절기 소외된 이웃들이 따
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의
지를 밝혔습니다.

면목5동 안혜란 ☎02-2094-6187

면목7동 최순혜 ☎02-2094-6222

박노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 사이」 중

신내1동

면목본동

중화2동

홀몸어르신께 찾아가는 생신축하

면목본동 명물 「우리동네 클린카」

중화2동 ‘사랑의 김장나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

지난 12월 3일, 18일. 신내1동은 홀로 사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해드렸습니다. 어르신
의 사진으로 현수막을 만들고, 직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
플래너와 방문간호사의 긴급전화번호를 비상연락
망으로 제작하여 전달해드렸습니다. 생일축하에 행
복해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수·금 오후가 되면 면목본동을 돌아다니는
수상한 차량이 있는데요. 무슨 차량인지 알아보니
면목본동 주민자치회(회장:김무겸)에서 직능단체와
힘을 합쳐 우리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운영하는
「우리동네 클린카」 였습니다. 클린카는 쓰레기 배출
규정 홍보, 무단투기 감시, 쓰레기 청소를 하며 벌
써 300Km를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동
네 클린카가 보이면 많이 응원해주시고 청소에도 동
참해주세요!

지난 11월 20일(수), 중화2동은 ‘사랑의 김장나눔 행
사’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
다. 중화2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회원 40여명이 참
여한 가운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재원으로 중화
2동의 홀몸노인, 장애인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위
해 김장김치 250박스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으며 또
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한 것
입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중화2동은 겨울 내
내 따뜻할 것 같습니다.

신내1동 최은미 ☎02-2094-6582

면목본동 김미리 ☎02-2094-6013

중화2동 박창용 ☎02-2094-6390

중랑구 재활용센터를 아시나요?
버리기엔 아까운 가전제품, 가구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중랑구 재활용센터(02-435-7272)에서는
가전제품, 에어컨, 가구류를 유상매입 하거나
수거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형가전(선풍기, 믹서기, 전기밥솥 등) 5개 이상
을 동시에 배출할 시에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1599-0903)’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가전제품은 6개월까지 무상A/S도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중랑구 재활용센터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 신건주 ☎02-2094-1947

서울 이야기

www.seoul.go.kr

“2019 우리를 든든하게 한 서울의 정책은?”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서울시 정책은 3년 연속 ‘따릉이’
서울시가 지난 11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투표 결과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가 2만 309
표(6.4%)를 받아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13,972표 4.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3,105표 4.1%)
정책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수 10위 안에 선정되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25일 간 15만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주
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투표수는 31만 8천 268표였다.

이 밖에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4위 5.1%), 맑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6위
4.4%), 올해 개관한 책과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책보고(9위 4.1%)
등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생활밀착형 정책이 선정되었다.

시민들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1위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올해 누적 회원 수 170만 명을 돌파, 대여건수도 3천 만여 건을 기
록했다. 천만 서울시민 인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민 1명 당, 연 3회 정도를
이용한 수치다.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나 포털 네이버 및 다음에서 ‘서울시 10대 뉴스’를 검색하
면 확인할 수 있다.

2위는 서울 어디서나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S-Net구축(19,881표 6.2%)이 차지했다. 그 일환
으로 서울시는 지난 11월 말, 마을버스 전 노선과 시내•광역버스
81%인 6천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 운영 중이다.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깔리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다. 내년엔 서울의 시내버
스를 비롯해 올빼미 버스, 다람쥐 버스는 물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
는 광역버스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100%구축된다.
3위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
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주는 돌봄SOS센터
(17,619표 5.5%)가 차지했다. 돌봄SOS센터는 ‘가정 내 돌봄 걱정 없는 서
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서비스로, 전문인력 ‘돌봄매니저’가 갑작
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동행, 형광등
교체, 청소•방역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8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시범사업 5개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를 시작으
로 2021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모든 시민이 돌봄서비스
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월세 5만원 지원 챙겨가세요!
▶

▶

내

용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사업

지원금액 : 1인 가구 기준 매월 5만원

지급대상 : 아래 3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보증부월세) 주택, 고시원 거주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③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가구

▶

▶

선정기준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
유형 등 반영

※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최종 선정 결과
정책명

순위
1

따릉이 때론 차보다 빠른 친환경 교통생활

2

공공와이파이 S-Net 시민 통신기본권 전면 보장

3

돌봄SOS센터 돌봄 신청부터 관리까지 한번에!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복지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함께 기억하면 역사입니다

6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맑고 청량한 서울을 느낄 수 있도록!

7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8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도록!

9

서울책보고 책이 보물 되는 복합문화공간

10

밤도깨비 야시장 상인-고객-문화를 잇는 장터 축제

겨울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주세요!

서울시 옥내누수 감면제도 변경 안내

▶ 내 용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Q. 누수감면제도, 무엇이 바뀌었나요?

▶

운영기간 : ~ 2020년 2월

▶

운영방법 : 민간복지기관과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복
지공동체(통반장, 이웃살피미, 나눔이웃,
시민찾동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
역주민(상점,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등)
합동으로 발굴

※ 복지종합상담 및 신청·조사를 통해 해당되는 국민기
초 서울형기초,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가구를 우선 지원, 공적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위
기가구로 판단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희망온돌위
기긴급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 문의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A. 그동안 감면되었던 양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Q. 누수감면 제도를 왜 개편하나요?
A. 유한한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 양변기 누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에 발
견할 수 있지만, 전체 누수 건수 중에 40%에 해당
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Q.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A. 2020년 1월 1월부터 시행됩니다.
●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02) 3146-1189

배움의 즐거움
www.jungnang.go.kr

1월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
옹기테마공원 1월 체험프로그램
위

치 중랑구 신내로21길 116(신내동, 옹기테마공원)

내

용 옹기·한지·목공예 체험 / 전통옹기가마 / 옹기종기카페 등

예약방법 중랑구 홈페이지 → 문화관광 → 문화재/명소 → 옹기테마공원 클릭
※ 12월 15일 예약시스템 오픈
문화관광과 이윤주 ☎02-2094-2966

자치회관

EM대안 생활제 만들기
면목본동
(방향제, 화장품, 세제 등)
02-2094-6029
성인한자
02-2094-6013
임산부요가
통기타 교실
한자교실
면목2동
02-2094-6053 동화랑 스피치반

무료 경영상담소 운영
상담대상 관내 중소상공인 및 근로자, 중랑구민 등

면목3·8동
02-2094-6111

상담내용 노무, 관세·무역, 세무·회계, 창업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상담
(분야별 월 1회)
상담장소 중랑구청 3층 전문가 상담실 상담예약 기업지원과(02-2094-1292)

면목4동
02-2094-6134

기업지원과 조영아 ☎02-2094-1292

2020년 제1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대

프로그램

면목5동
02-2094-6173

활동기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간)
※ 기본교육(1월 15일 ~ 17일) 참석 필수
활동내용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1호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정기회의 참석,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 및 파티 기획, 워크숍 등

성인

화

11:30~13:00

성인

금

13:00~14:30

성인

화,목

13:30~14:30

누구나

월

19:00~20:30

누구나

화

10:00~12:00

수

16:00~17:00

초등

수

17:00~18:00

생활영어(초급)

성인

월

15:00~17:00

노래교실

성인

금

15:00~17:00

풍물

성인

월

14:30~17:30

민화

누구나

화

12:00~15:00

중국어(중급)

누구나

월, 금

14:00~16:00

동화구연

5~7세

목

16:00~17:00

초등
(1~3학년)

목

17:00~18:00

논술스피치
중급
일본어

초급

민요 및 가락장구(가요장구)
면목7동
02-2094-6225 창의미술

09:00~10:30
성인

화,목

하모니카
상봉1동
02-2094-6270
02-2094-6259 풍물

체육청소년과 박민지 ☎02-2094-1876(2020. 1. 1.부터 2094-0083으로 변경)

「우리동네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우리동네 통신원은?
우리 동의 다양한 행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으로 취재, 보다 생생하게
전하는 지역사회 홍보활동

상 구정에 관심 있는 60세 이하 중랑구민 (동별1명 선발)

중급

중급

노래교실
하모니카교실
상봉2동
웃음건강체조
02-2094-6294
캘리그라피
어린이&토탈공예
중화1동
미술(서양화)
02-2094-6333
일본어(초급)
이지댄스
중화2동
댄스스포츠
02-2094-6398

활동내용

성인영어(회화)

•미디어활용 교육과정 참여 : 2개월 10회
- 과정명: 유튜브로 만드는 우리동네TV
•우리 동의 행사·축제, 미담사례 등 생생한 지역소식 영상 취재
신청기간 2020. 1. 2.(화) ~ 1. 15.(수)
신청방법 구
 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02-490-4344) 또는
이메일(khy106@jn.go.kr) 접수
※ 미디어활용 교육 수료 후, 통신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하신 분만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 에서 확인

홍보담당관 김혜영 ☎02-2094-0565

 랑을 중랑답게!
중
「제2기 SNS 서포터즈 랑랑이 모집」
랑랑이 서포터즈란?
중랑을 중랑답게! 중랑구의 주요 명소 및 축제·행사 등을 직접 취재하고 홍보 콘텐
츠를 제작하여 개인 SNS 매체에 공유하고 홍보하는 구민 기자단.

활동기간 2020. 1. ~ 12.

모집인원 중랑구민, 관내 소재 대학생·직장인 등
※ 총 30명/5개 분야(경제·복지·문화·교육·관광)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에서 확인하세요!
홍보담당관 이인서 ☎02-2094-0564

성인

목

5세~초등 목

10:30~12:00
A

15:50~16:40

B

16:50~17:40

묵1동
02-2094-6415

13:00~13:50
성인

화

고급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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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택 자원봉사 시간, 우수활동자 표창 추천, 활동확인서 발급

모집기간 2020. 1. 13.(월) ~ 1. 22.(수)

시간

5~7세

이메일(jkam0113@jn.go.kr) 접수

대

요일

발표력 스피치반

상 중랑구 거주 만 11세~18세 청소년

모집방법 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내 서식 작성하여

혜

대상

첫걸음

모집기간 2020년 1월 5일 까지

15

14:00~14:50
15:00~15:50

성인

수

성인

화

12:30~13:50
14:00~15:20
12:50~14:30

성인

목

15:00~16:00

성인

화,금

19:00~20:00

성인

월

11:00~12:30

5세~7세

목

16:30~17:30

성인

월

14:00~16:00

누구나

목

18:40~20:40

성인

화,목

17:00~18:00

성인

화

12:00~13:30

성인

목

15:30~17:00

성인

월

13:30~15:30

뇌건강웃음체조

성인

화, 금

11:00~12:00

일본어교실

성인

화

15:00~17:00

수납정리

성인

목

10:00~12:00

라인댄스 초급반(신설)

성인

월

14:00~16:00

6세~초등

금

15:00~16:30
16:30~18:00

초등

화,목

16:00~17:00
17:00~18:00

묵2동
어린이 창작미술 A, B반
02-2094-6466
어린이 한자교실 A, B반
성인한자
망우본동
단전호흡
02-2094-6505
캘리그라피
직장인 기타반
망우3동
리듬줄넘기
02-2094-6533
꽃꽂이

성인

월

11:00~11:50

성인

월,수

11:00~12:30

성인

수

18:30~20:00

성인

화

19:00~20:30

유아

화

16:00~16:50

초등
(1~2학년)

목

16:00~16:50

성인

수

14:00~15:30

민요교실
신내1동
단전호흡
02-2094-6573
POP 예쁜손글씨

성인

금

11:00~12:30

성인

월,목,금

09:30~10:30

성인

수

10:00~11:30

유아 발레교실(4~5세)
신내2동
흥겨운 민요교실
02-2094-6628
친황경아로마만들기

유아

수

16:50~17:50

성인

목

17:00~18:30

성인

목

11:00~12:00

※자세한 안내는 중랑구 자치회관 홈페이지(community.jungnang.go.k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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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랑 해맞이 행사

문화가 있는 날
www.jungnang.go.kr

2020 경자년 쥐의 해를 맞이하여 중랑구의 해맞이 명소인 용마산에서
‘2020 중랑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하며, 희망 가득한 새해 맞이하세요!

일

시 2020. 1. 1.(수) 07:00

내

용 - 새해소망 : 새해 구민 건강·행복 기원 낭독, 메시지 박 오픈식
-공

장

소 용마산 5보루(높이 316m)

연 : 중창단 공연, 전통사물놀이 등

- 체험·전시 : 경자년 포토존, 2020경자년 새해 윷점, 소원리본 작성하기 등
※ 프로그램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폭설 예보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겨울 새벽 산행으로 방한복, 아이젠, 핫팩 등 안전장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오재광 ☎02-2094-1825

2020 동 신년인사회
1

구청장이 16개 동 주민을 찾아갑니다
일

시 2020. 1. 8.(수) ~ 1. 18.(토) (동별 상이)

장

소 16개 동 주민센터 등

내

용 구정 사업 보고 및 주민 건의사항,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동명

개최일시

면목본동 ’20. 1. 8.(수) 19:00

장소

동명

개최일시

장소

주민센터 3층 세미나실

중화1동

’20. 1.14.(화) 15:00

주민센터 3층 회의실

중화2동

’20. 1.15.(수) 15:00

주민센터 2층 회의실

면목2동 ’20. 1. 8.(수) 15:00 주민센터 3층 문화관람실

2

면목38동 ’20. 1. 9.(목) 19:00

주민센터 5층 대회의실

묵1동

’20. 1.13.(월) 19:00

자치회관 별관

면목4동 ’20. 1. 9.(목) 15:00

중랑구민회관 웨딩홀

묵2동

’20. 1.15.(수) 19:00

주민센터 3층 회의실

면목5동 ’20. 1.10.(금) 15:00

주민센터 3층 대강당

망우본동 ’20. 1.16.(목) 15:00

주민센터 5층 대강당

면목7동 ’20. 1.10.(금) 19:00

새마을금고 회의실

망우3동

’20. 1.17.(금) 15:00

주민센터 1층 대강당

상봉1동 ’20. 1.13.(월) 15:00

주민센터 3층 강당

신내1동

’20. 1.16.(목) 19:00

주민센터 3층 강당

상봉2동 ’20. 1.18(토) 15:00

주민센터 3층 상봉도서관

신내2동

’20. 1.14.(화) 19:00

주민센터 4층
자원봉사센터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행사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을협치과 정진아 ☎02-2094-0425

1월 금요문화공감
Disney 콘서트
일

시 2020. 1. 30. (목) 19:30

장

소 중랑구청 대강당

관 람 료 무료

내

용 디즈니 명작 ‘알라딘’과 ‘라이온킹’을 오케스트라로 재해석

예

약 1. 14.(화) 09:00부터 ~ 마감시까지(선착순)
중랑구 홈페이지 http://jungnang.go.kr→구민참여→인터넷접수→문화행사

※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지 않을 시 예약한 좌석은 취소되고 선착순입장으로 전환됩니다.

문화관광과 황정원 ☎02-209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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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2020 중랑 해맞이 행사

독자 QUIZ

2_ 2020 신년인사회
3_ 1월 금요문화공감

다음 보기중 민선7기 중랑구의 5대 성과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① 활력 넘치는 경제중랑

② 중랑을 중랑답게 낭랑중랑

③ 교육과 문화의 미래중랑

④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⑤ 소통과 참여의 협치중랑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정답을 체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9. 12. 25.(수) ~ 2020. 1. 9.(목)
추첨방법 컴퓨터 전산추첨

당첨자발표 2020. 1. 10.(금)

기재사항 정답 체크 + 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정답 올리실 곳 중랑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인터넷 접수
당첨자 확인 중랑구청 홈페이지 >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구정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