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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입니다.(2.11. 세계보건기구 WHO결정)

< 코로나19 대응 일지 >
1. 23.(목)

1. 28.(화)

1. 30.(목)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중랑구 주민
확진자 발생
서울의료원 격리

선별진료소
24시간 가동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1. 31.(금)

현장대응 5개팀
역할분담

2. 1.(토)~3.(월)

2. 10.(월)

상황실 비상대기 및
콜센터 24시간 운영

확산방지
방역활동

임시 통장 회의 개최

홍보매체 총동원

구청사 출입 통제

소식지 전세대 배부

감염병 예방수칙
온·오프라인 홍보

지하철 6개역
전체 방역 실시

감염 예방 홍보 및
정확한 정보 전달

자체슬로건 제작
‘씻고, 가리고, 연락하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우선 방역 시행

2. 11.(화)~

지속적인
방역활동 진행

비상감시체계 가동

역학조사 및
대상자 모니터링 등
체계적 대응

경로당,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전지역 방역 실시

(서울의료원 및 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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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의 안전 컨트롤타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감염병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
확산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중랑구청장을 본부장으로 9개팀 77명으로 구성
•상황실·콜센터·현장대응반·선별진료소 안내소(대기실)등을 설치·운영하여
신속·정확한 안내와 대응

2

감염 환자의 선별부터
관리, 치료까지 빈틈없는 시스템!

➊ 감염 여부 검사는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에 가기 전 진료를 따로 받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보건소 건물과 분리된 음압격리실에서 검체채취
•의사와 간호사 50여명이 24시간 대기하며 맞춤상담과 진료 진행

•질병관리본부·서울시·소방서·경찰서 등과 협업하여 빈틈없는 대응체계 가동

➋ 중랑의 토닥토닥 모니터링으로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 대상 가구와 모니터링요원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관리합니다.
•14일간 1일 2회 대상자 증상 발현여부 등 건강상태 체크
•쌀, 물, 치약, 김 등 필요한 물품 즉시 배송해 생활불편 최소화
•자가격리 해제 후 보건소 직원과 전문의의 건강 체크!

➌ 우리구의 안전한 치료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은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격리병동을 운영하여 감염균이 유출될 우려가 없습니다.
•일반 진료 건물과 떨어진 별도의 음압격리병동과 선별진료소 운영
•2. 19.(수) 현재 확진환자 3명 치료, 1명 퇴원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3

예방이
가장 좋은 대책!

➊ 방역은 진행중

➌ 행사 취소·연기

비상방역 추진반(4개팀 총 58명)을 구성하여 중랑 곳곳을 안전하게 합니다!

일부 대규모 행사 및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중단 및 임시 휴관중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학교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을

입니다. 만일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시 운영을 전면 금지할

방역하였고, 방역이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jungnang.go.kr)를 확인하시
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숨은 주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로 더 안전해집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대(15개동, 270여명)와
면목3·8동 주민자치회는 구청 인원과 장비가
닿지 못하는 지역 곳곳을 방역하고 특히 손길이 많이 닿는
난간·손잡이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소독합니다.

우리, 카카오톡 친구 해요!
중랑구청

카카오톡 채널 OPEN!

카카오톡에서 중랑구청 친구추가 하고, 구정소식 받아보세요!

가정·사업장 내 소독방법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도 문손잡이, 난간, 화장실 등을 꼭 소독해주세요!
소독제는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사용
* 소독제가 없다면 락스(1:10 비율로 희석) 또는 알코올(70~75%) 사용 가능
소독하면 바이러스가 죽으니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➋ 안전 취약계층 돌봄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 등을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개인위생 관련 안내와 집중 모니터링을

친구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진행합니다.

중랑구청

•취약계층 모니터링 실시(2. 18. 기준) : 2,033건(방문 839, 전화 727, 내소 467)

1. 카카오톡 실행 2. 상단 검색버튼 3. 중랑구청 검색

•개인위생 철저(마스크, 손씻기) 등 예방수칙 안내 및 안내문 배부

홍보담당관 이인서 ☎ 02-2094-0564

•다중이중시설, 어린이집, 어르신 이용시설 등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 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 대책」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인들을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확대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기 지원 및 규모 확대 ‘14억원 → 22억원’으로 확대

•중랑사랑상품권(제로페이) 10% 할인 홍보·이용 촉진

신청기간 2020. 2. 5. ~ 2. 28.

•전통시장상품권 및 중랑사랑상품권 총 5억원 상당 구매·소비촉진

융자규모 업체당 3억 원 한도

•구청 및 유관기관 ‘전통시장 가는날’ 장보기 행사 확대 실시 :

융자대상 중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중랑구 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3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업체)
융자조건 대출금리 1.5%(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명절 → 월 1회 방문!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긴급 지원 및 예방활동 총력 추진
-전통시장 및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15개소 방역소독 완료(2. 8.~2 .13.)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13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지원’ 확인

이번주 우리 같이 전통시장 장보러가요~
•중랑구 자체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실시 총 ‘19억원’

방역완료!
이제는 안심하고 장 볼 수 있어요.
좋은 물건, 맛있는 먹거리!
넉넉한 인심은 '덤'이랍니다.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규모 업체당 1억 원 한도
융자대상 중랑구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사업자(3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업체)
융자조건 대출금리 3~5% 내외(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 구청, 우리은행(중랑구청지점), 서울신용보증재단(중랑지점)에 전담창구 운영·신속 대응

기업지원과 정재희 ☎ 02-2094-1294

기업지원과 이정환 ☎ 02-2094-1304

특별기획 Ⅰ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코로나19 중랑구민 자가진단
코로나19의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14일 이내)

* 발생국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게시

발생지역 이외 국가를 방문했거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없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나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나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또는 그 외 발생국가 방문

예

아니오

➊ 중국 후베이성 방문 자가격리(14일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문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중랑구보건소 ☎ 2094-0800
전화 안내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코로나19 감염 선별 대상이 아니예요

마스크 착용 필수
개인위생 철저

감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반 의료기관 방문

➌ 그외 국가 방문
개인위생 철저 등 예방수칙 준수

예

양성

함께 지키는
코로나19 예방법

아니오

➋ 중국(후베이성 제외) 또는 홍콩, 마카오 방문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간 능동감시

* 마스크 착용 필수!

* 마스크 착용 필수!

다만, 아래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1339
중랑구보건소 ☎ 2094-0800으로 문의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났다면?

1. 중국 입국자를 자주 접촉하여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
2. 발생국가를 다녀와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접촉한 경우
3. 의사의 폐렴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음성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서울의료원 음압병실 입원

예

자가격리(14일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서울의료원에서 검사 가능!

개인위생 철저 예방수칙 준수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에서 나오는 비말(침방울)로 전염됩니다. 손씻기, 마스크쓰기, 기침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
또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개인의 생활 주변 소독과 위생을 철저히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행동요령 확인하고

안전신고·제안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안전점검에 참여하세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중랑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은 옹벽, 노후건축물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고,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대한 안전관리 대책기간(2. 17. ~ 4. 17.)을 운영하고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
<www.safetyreport.go.kr>에서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➊ 주변의 위험 지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➌ 해빙기 등산! 더 철저히 준비하세요

우리집 옹벽, 주변 노후건축물이 균열 등으로 기울어져 있

해빙기의 산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럽고 낙석 위

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우리집 주변 공사장에 표지판

험이 높으므로 계곡이나 바위 능선을 피합니다. 산 위는

이나 안전펜스 설치 여부를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

기온이 낮으니 보온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시고 평소보다

가지 마세요. 위험요인 발견 시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구

등산코스를 짧게 계획하세요!

사진 및 동영상 첨부

➍ 얼음낚시 등은 가급적 자제하세요

신고 발생지역 입력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위험요소 촬영

재난관리부서 등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➋ 해빙기 가스 사고에 대비하세요

해빙기가 되면 강이나 호수의 얼음은 가운데로 갈수록

해빙기에는 가스시설의 이완 등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가

얇고, 아래쪽부터 녹아 육안으로 두께를 가늠하기 어렵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관리사무

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얼음낚시를 자제하는 것이

소에 연락하여 안전 점검을 받으세요!

좋습니다.

신고내용작성
위험요소 해결

도시안전과 김아영 ☎ 02-2094-0278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시즌특집 Ⅰ 망우리공원의 얼굴 없는 독립 영웅

영원한 기억봉사단

망우리공원의 얼굴 없는 독립 영웅을 기리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영원한 기억봉사단’은
망우리공원에 안장된 근현대 유명인사 60여명의 묘역을 일대일로 관리하는 봉사단입니다.
망우리공원은 한용운, 방정환, 박인환 등 1933년부터 1973년까지 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 중에는 묘비만 있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영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봉사단 3인의 체험수기를 통해 이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서광조

김봉성

묘소 찾아가는 길

묘소 찾아가는 길

삼거리에서 용마산 쪽으로
200m 정도 직진하면
녹색 이끼낀 연보비가 나오고
바로 위에 위치

도산 안창호 비석
(동락천 약수터 오른쪽 위
좁은 길을 따라 약 45m)
오른쪽에 위치

김병진
묘소 찾아가는 길
관리사무소 오른쪽 순환로 반환점에서
용마산 방향으로 약 300m 직진하면
왼편에 산신제 바위 보이는데
그 맞은편 등산로로 내려가
좌측에 보면 쌍묘 중 왼편에 위치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것이오, 김봉성

조선국민회의 핵심, 서광조

안동 대표 독립운동가, 김병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사위로 평북 선천 지역 3.1

1917년 조선국민회를 비밀조직하여 항일운동을

1919년 3월 18일 안동시장에서 벌어진 기독교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30년 이후에는 흥사단에

전개한 독립운동가

천도교인들이 주축이 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

가입하여 독립운동 전개
김봉성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카

망우리공원 영면인사 묘소를 관리하는 봉사단

오늘은 우리 봉사단이 김병진 선생님 묘소를

사위로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하셨

얘기를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주민이 독립

처음 찾아가는 날! 묘소까지 가는 길은 멀고

다고 해요.

지사 묘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흥사단우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기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안동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셨다고 하는데,

들으니 제가 잘 보살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망우리공원에는 많은 분들이 영면해 계시다고

이렇게 힘들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들었어요.

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많았을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치된 지 오래라 정비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려

관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주말 달콤한 늦잠 대신 아이들과 애국지사의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족은 묘소와 주변 잡초를 뽑고 묘소 앞

묘를 정리하며 잠시나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다녀가는 안창호, 유상규 선생님 묘소와 비교

상석도 깨끗이 닦고 먼지가 낀 조화도 깨끗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관리를 해나가려고

털어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날씨 좋은 날 다시

차차 망우리공원이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

합니다.

와야 되겠어요.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망우사랑봉사단 박은희 님

- 가민봉사단 권정숙 님

- 쀼티풀거얼쓰봉사단 안효정 님

『영원한 기억봉사단』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실 단원을 찾습니다.
모집기간 : 2020. 2. 24.(월) ~ 3. 20.(금)

참여방법 : 관리 희망묘소를 3순위까지 지정

모집대상 : 자원봉사자(봉사단, 캠프, 기업, 개인 봉사자 등)

※ 지정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신청자가 많을시 희망묘소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접수방법 : 중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용 : 60기 유명인사 묘소를 1:1로 관리할 자원봉사단체 모집

•1개 봉사단별 5명 이내 활동이 원칙
•묘소 주변 청소, 잡초 제거, 진입로 정비, 묘비 닦기, 헌화 등 활동 전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전화 및 방문
기타사항 : 선착순 접수, 3. 25.(수) 자원봉사단 확정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 02-2094-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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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½     ¾    
 «¿ ÀÁ Â ÃÄ Å  
주민제안 집중접수
주민참여예산위원 공개 모집
 ÃÁ ´Æ Ç ÈÉ
기 간 : 2020. 2. 17. ~ 4. 30.(74일간)
모집인원 결원위원 수(00명)
 ÊËÌÍÎ ÏÐÑ Ò ÓÓ
 µ  ÊË«Ô ® 
신청자격 : 개인, 단체 누구나
모집기간 2020. 3. 10.(화) ~ 3. 30.(월) (21일간) 예정

       ¾     Õ Ö 
참여방법 :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접수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중랑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Ð     ×  ÉØ ¤´Æ ÈÙ ³Ë Å  × ¬Ú  
(우편접수는 4. 29.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중랑구 소재 직장인 및 학생
Ó
ÛÜÝ
ÊË«Ô
Þß«Ô
Ôàáâ«Ô
ã



äå
ÊË«Ô
æç¦èé
êë 
사업범위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접수
 Ó ìã    èé   íî ï 
•일반사업 : 1억원 이내 / 행사성 사업 : 3천만원 이내
모집방법 동별·연령별·성별 안배
ÊËÌÍÎ Æðñ Ò ÓÓò § ÊË¦èé Ò ÓÓ 
•공모제외 사업 :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õ 
(동별 모집인원을 초과한 인원이 신청한 경우,
µ
¨óôÆ
Ð




×


ÀÁ
Â
áö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공개추첨 실시)

            ½
ôÆ¢Í   Ô òÓ òÓ
마을협치과 조대운 ☎ 02-2094-0433
õ÷¬  ø ù ú û  ü ýÐþî ú
õÕÿ  ú î ~ ¦
}|{Î [À Ò ÓÓ
Ãµ¢¦\ ¢¦ ¬º
¬º
         ò  ç ¾  ]~^
¬ºÐ×    Ãµ  ý  ¬º¦  ò¼ ¯
ØÔ
         _¾ \ × `@ ØÔ 
ØÔÆÃ  Ãµ×íóèé Ç ?>=< ØÔÆÃ
중랑구청소년참여위원회란?
ØÔ; Ãµ : \/ Ç ® .-, ¬+é* Ç )ØÔ ³
바쁜 출근길, 마음 급한 퇴근길!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Ãµ×íóèé Ò ÓÓ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 길을 함께할
‘등·하원
도우미’를
 ¶>Êë( '&  õ©Ù%  ¬º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Ð     ×  '&Ä $#ö  ò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 1. 1. ~ 3. 15. (합격자 3월 중 개별연락)
Ó "Ã µ × '&> ØÔ þ!Ý &
Ù%   ¶>Êë( '& 0> ØÔ
대
상 중랑구 거주 육아 경험자 00명
모집대상 중랑구 내 청소년 (만 9~24세) 모집인원 20~25명 내외
Ù%
경험자
  우대
      ò  Ö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베이비시터
활동기간 2020. 4. ~ 12. (매월 1회 이상 토요일 활동 예정)
             _ ß@     Ö ø  Î
접수기간 2020. 3. 2.(월) ~ 3. 27.(금)1/ÆÃ  2×óç3 ¦&èé Ù%4
활동장소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프로그램 활동장소
접수방법
Ù%;  ¶>Êë(/ 5 67é ×8] Ê활동내용
-9
청소년 정책 회의 및 제안, 워크숍, 모니터링 및 설문활동 등

      방문
¾제출
 ÊA
•방문접수 : 동주민센터 또는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방법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jn1318.or.kr)
  '½ Ç  
이메일(jnccic12@hanmail.net)
제출
•온라인접수 :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서 ò
다운, 메일(jnyouth1318@daum.net)로 제출
ó:Î BC² Ò ÓÓ ò §  ¦&èé Ò ÓÓ
³ ö¦ D ¬º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
02-495-0030~1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490-0416
EF {GH ÊI JÝ KGHL
¶ã/ 'Ý ³ ö¦ HË MNO  P³ ö¦ DQÄ
¬ºç+R
Ð     ×   á %¶ ²S ¼
               T U%Ù V Ã W±é ²S Ð

       ¾     Õ  

구청에서 여권발급과 동시에 진행하던 국제운전면허증
£  Ôèé  %¶æç¦èé  ®{
발급 Y
대행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접수기간 2020. 3. 2.(월) ~ 3. 13.(금) £êë
18:00까지  %¶æç¦èé ïXY
Y
®{ %¶æç¦èé Ò ÓòÓ
www.jungnang.go.kr

「2020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참여 안내

중랑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등·하원 도우미」 모집 안내

2020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접수

대

상 중랑구민, 생활기반(직장, 학교 등)을 둔 3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업무 중단

중단일시 2020. 2. 1.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따뜻한 마을공동체, 골목공동체, 동네거점공동체 만들기 사업 :

•서울 중랑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시 당일 발급 가능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 이웃만들기 사업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민원여권과 이윤주 ☎ 02-2094-060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마을협치과 장채린 ☎ 02-2094-0445 / 중랑마을지원센터 ☎ 02-434-1230

「2020 아로마테라피 전문봉사단 양성교육」
신청자 모집

2020년 중랑행복농장 분양신청 안내

대

대

- 최소 1년 이상 전문봉사자로 활동 가능한 봉사자
(교육 이수 후, 아로마테라피 전문봉사단으로 활동)

상 신청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는 구민

신청기간 2020. 3. 4.(수) ~ 3. 10.(화)

상 전문봉사를 희망하는 구민 35명

교육기간 2020. 4. 2. ~ 5. 28.

농장위치 중랑구 신내동 256-9, 256-43

(매주 목요일 10:00~12:00, 8주 총 16시간과정)

분양규모 총 130구좌(1구획 약 6.6㎡), 1세대(가구)당 1구획

강의장소 관상복합청사4층 자원봉사센터 교육실

분양금액 1구획 당 연 30,000원

교육내용 아로마테라피의 기본 개념부터 상황별 마사지 테크닉

신청방법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온라인 접수(전산 추첨)

신청기간 2020. 3. 2.(월) ~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일자리창출과 박현지 ☎ 02-2094-2263

복지정책과 김윤경 ☎ 02-2094-1654 /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 02-2094-1365

07
중랑안테나
www.jungnang.go.kr

2020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우리 동네 공원돌보미 모집 안내

부과대상 2012. 7. 1.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
공원돌보미란?

대상기간 2019. 7. 1. ~ 12. 31. 납부기간 2020. 3. 16. ~ 3. 31.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스스로 깨끗하게 가꾸는 자원봉사 활동

납부방법 전용계좌·인터넷(etax.seoul.go.kr)·은행현금인출기·
스마트폰·ARS(1599-3900) 등

활동대상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88개소 공원
활동내용 환경정화, 꽃씨뿌리기 등

감면혜택 1기 납부기간 중 2020년 1, 2기분 모두 납부 시 2기분 10% 감면

활동기간 신청일 ~ 2020. 12. 31.

참여방법

•신청기간 : 2020. 2. 25. ~ 3. 20.

-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에서 신청(parks.seoul.go.kr)

•신청방법 : 차량번호, 차주 성함, 주소 기재하여 문자 발송(010-7560-2414)
※ 문자 수신과 발신전용으로 통화 불가

- 중랑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공원돌보미 신청서 작성 후

맑은환경과 정수진 ☎ 02-2094-2423

공원녹지과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sjh1103@jn.go.kr)로 제출
기

타 활동사항을 공원녹지과(☎02-2094-2363)에 미리 알리면

서울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됩니다

1365 연계하여 봉사시간 인정

2020.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하세요!

공원녹지과 설주현 ☎ 02-2094-2363

중랑아티스트 모집
접수기간

대

상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일

시 2020. 2. 3.(월) ~ (기존 승용차요일제 7월 9일부터 전면 폐지)

방

법 차량 계기판 사진, 번호판 사진 각 1장 촬영 후 가입 신청

장

소 온라인(PC·모바일) 가입 혹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가입

혜

택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마일리지 지급 (ETAX를 통해 현금 전환 가능)
※ 인터넷에 ‘승용차 마일리지’ 검색!

- 문화예술거리공연 : 연중 접수 *야외 공연 3월~11월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장미축제 : 3. 31.(화) 까지 접수팀 중 선정
-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 8. 31.(월) 까지 접수팀 중 선정
접수분야 음악공연, 퍼포먼스, 시각예술

「2020년 사업체조사」조사일정 변경 안내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중랑구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 → 문화정보 →
중랑아티스트 → 중랑아티스트로 등록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makio0127@jn.go.kr) 접수
※ 신청서 : 중랑구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 → 문화정보 → 문화소식 또는
서울장미축제 홈페이지 → 공지사항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사업체조사」 조사를 3월로 변경하여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2020. 3. 2.(월) ~ 3. 27.(금)
조사대상 중랑구 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약27만개)
조사항목 사업체명, 사업체 대표자, 소재지, 창설연월 등 총 11개 항목

선정통보
- 문화예술거리 버스킹 공연, 찾아가는 우리동네 음악회 : 개별연락(문자)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 조사 등 병행 실시)

- 서울장미축제(4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9월) :

기획예산과 홍신재 ☎ 02-2094-0593

구청·서울장미축제 홈페이지 공고
※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22기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모집

문화관광과 마균석 ☎02-2094-1841

가족의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중랑 기억수집가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 해도두리란?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의미

대

상 중랑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자녀를 둔 가족(20가족)

기억수집가란?

활동기간 2020. 3. 14. ~ 7. 11.(매월 1회 토요일 중 하루)

중랑구의 변화상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는 마을보존 문화연구하는 활동

봉사내용 제빵 봉사, 유명인 묘소 학습 및 환경정화 활동 등
※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2020. 2. 20.(목) ~ 3. 6.(금)

신청기간 2020. 2. 24.(월) ~ 3. 6.(금) 선착순 모집(신규 참여 가족 우선)

모집대상 중랑구 및 인근지역 거주 성인 20명
신청방법 중랑문화원 및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하여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jr0066@kccf.or.kr) 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문화원 및 중랑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중랑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전화
신청서 작성 후 팩스(02-490-4335)·이메일(lks0422@jn.go.kr) 등 송부
복지정책과 이기선 ☎ 02-2094-1353

중랑문화원 ☎ 02-492-0066

보행환경을 위협하는『주인없는 간판』
무료로 철거해드립니다!!
대

상 폐업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

신청기간 2020. 3. 1. ~ 11. 30.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 전화 접수 시 간판철거동의서 Fax.02)490-4501/이메일(judann@jn.go.kr)로 제출

도시경관과 유미영 ☎ 02-2094-2552

만 18세 이상 이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어요!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18세
(2002. 4. 16. 이전 출생) 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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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jn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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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상정된 7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www.jungnang.go.kr

중랑구의회 소식

중랑구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2020년 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후 폐회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전적 의견제시 및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뜻깊은 회기” 강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조치 및 방역 철저” 당부
이날 조희종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더불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주는 등 뜻깊은 회기였다”고 전했으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방역대책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희 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진행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시장 방문객 의견 청취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1월 22일 동원시장, 우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줄어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전하며 “전통시장이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정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설명절에 필요한

넘치는 전통시장을 자주 방문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및 시장 방문객의 다양한 의견을

구의회에서도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청취했다.

다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희종 의장은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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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코로나19 관련 현안업무 보고받아!
신속한 정보전달과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확산방지 및 구민 불안감 해소 강조
중랑구의회 의원들은 1월 31일 중랑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코로나19
예방대책 및 관리현황 등과 관련하여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로부터 경과보고 및 환자조치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Ö× Ë¯
Ã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희종 의장은 보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모든 구민들이

보고를 받은 후 의원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방역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전달

질의하고 구청 및 의료기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및 예방 행동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만큼

통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선제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회동정

본회의장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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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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겨울나기를
「2020 희망온돌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Ø Á¬® 
ÇÚ 위한
¬®
 ½ 따뜻한
Ð¼
ÅÛ

¹Õ

¨  ³ 
½  감사드리며,

È성금·성품은
£¡
진심으로
후원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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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단체, 개인)

할인 가격으로

상품권 득템하고 공제 혜택까지!

중랑사랑상품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맹점
결제수수료 0%!

「중랑사랑상품권」이란?

상품권 구매·사용방법
모바일
상품권
구매앱
접속

▶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선택

▶

상품권
선택
(종류,
권종)

▶

구매
충전
완료

▶

제로페이
가맹점
에서
이용

※ 이용 가능 앱

중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7~10%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
※20억 소진시까지 특별할인판매 10%

발행일 및 발행규모 2020. 1. 17. / 100억원
구매한도 50만원
(2. 20.부터 3개월간 한시적 월 100만원으로 한도 확대)

발행권종 3종(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사 용 처 중랑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점포, 유흥·사치업 등 제외)
※가맹점 찾기 : www.zeropaypoint.or.kr

쿠콘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 제로페이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썸뱅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개인뱅킹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소비자
① 상시 할인구매시 7%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가능
② 특별할인판매 10%
(20억원 소진시 까지)
③ 소득공제 30% 혜택!

※중랑구청 홈페이지 앱 설치 메뉴얼 게시

기업지원과 조영아 ☎02-209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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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5동

중화2동

2권역 어린이들의
행복한 겨울방학 특색체험

행복하고 따뜻한 방을 만들었어요!

2권역 자치회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
학생 38명과 함께 1월 22일 양평 인성키움체험학교
에서 특별하고 이색적인 활동인 피자만들기, 과자집
만들기를 체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
램을 주관한 서무연 면목5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아
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 내년에도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2일, 저장강박증상과 알콜문제로 쓰레기더
미에서 생활하고 있는 홀몸어르신을 깨끗한 방에서
생활하시도록 재능기부자와 중화2동장, 직원이 도왔
습니다. 재능기부자인 「중랑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 이
상수 회장과 함께 2톤 가량의 쓰레기 제거, 유해 해충
방제, 도배와 장판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수 회
장은 “어르신께서 깨끗한 환경에서 설 연휴를 맞이하
시도록 돕게 되어 보람 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중화2동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면목5동 이시은 ☎ 02-2094-6173

중화2동 박창용 ☎ 02-2094-6390

õ


Ç

 æ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마는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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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동

망우본동

면목3·8동

새마을부녀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미용봉사

한국마사회 후원 우림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 행사

서울동부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새해를 맞이하여 상봉1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랑나
눔 미용봉사’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5년 경력의 현직미용사가 직
접 미용서비스(커트)를 제공하여 뛰어난 전문성으로
대상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었습니다. 일회성 행
사가 아닌 매달 4째주 화요일(오전) 상봉1동주민센터
에서 정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봉사하시는 분들
도 뿌듯하고 미용비용이 부담되는 많은 분들께도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월 17일,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이 망우본동
등 중랑구 취약계층 100명에게 우림시장 자체상품권
1,000만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설을 맞아, 주민들이 가
까운 우림시장에서 설맞이 장을 볼 수 있도록 자체상
품권을 지원하여 이웃돕기와 상권 활성화까지 1석 2조
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
려운 이웃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계
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 5일 서울동부새마을금고(이사장 강요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면목본동, 면목3·8동, 망우
3동 각 동에 온누리상품권 1,300만원과 백미 400kg씩
총 4,200만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부
된 성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요원 서울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
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
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상봉1동 시민욱 ☎ 02-2094-6264

망우본동 최시현 ☎ 02-2094-6514

면목3·8동 조영미 ☎ 02-2094-6095

중랑구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침대, 쇼파 등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실 때,
전화접수 신청이나 수수료 결제에 번거로움을
느끼신 적 없으셨나요?

올해부터는 중랑구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http://www.the-cleanjungnang.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
다양하고 손쉽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결제까지 할 수 있고,
접수내역을 문자메시지로도 받아 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달라진
우리 동네 대행생활폐기물 수거업체를 확인하세요!

대행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묵1·2동, 신내1·2동, 중화1·2동
(용마용역 1644-8923)
망우본동, 면목3·8동
면목본동, 망우3동
(우리환경 435-4424~5)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중랑환경 491-1714~5)
월~금 09시~18시 ※대형생활폐기물(가구류, 이블 등)

청소행정과 조동연 ☎ 02-209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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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출산가정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모 집 대 상 중랑구민 누구나
접 수 기 간 상시접수(전화 및 현장)

 
        ¡¢
운 영 기 간 2020. 3. 2.(월) ~ 11. 30.(월) ※하절기7~8월
£¤¥   ¦¡§¦
¨©ª ¦
내
용 걷기 전·후 스트레칭, 함께 바르게 걷기, 건강체력검사
ª ¦« ª ¦ 
※ 기존 걷기클럽회원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산후조리도우미
 ¯ ° ±서비스
2020년부터 자격확인 저소득 출산가정에
²  ³ ´ °   µ ¶
걷기클럽 안내 신청시 “클럽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부담금을 거주기간 상관없이 90% 지원해드립니다.
·¸ ¹« ¥º »  ¼클럽
²
운영
코스이름
집결지
시간
비고
» 
번호
요일
대
상 신청일 기준 산모가 중랑구 거주자인 자격확인
½¾¿ À Á ´Â´
1
망우공원 능선길
망우공원 주차장 / 망우동
화,금 10:00~11:30
(서비스유형-가형) 대상자
   ÃÄ
용마경로복지센터
앞
공원
초입
Ä
 Å Æº      Ç  ÈÇÉÊ
Ë Ì«
2
용마산 자락길
화,목 09:30~11:00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자격확인 대상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2번 마을버스종점) / 면목동
ÍÎ   µ Ï ° ¯¯ µÏ ÐÑÒ°ÂÏ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미터널 9번 게이트 앞 수경공원
¶    Ó  É ª ÔÕ Ö ª ×
¬
3 장미길1(수경공원-수림대공원)
월,수 09:00~10:30
/ 중화동
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Ð   Ã Ø  Ù Ú

www.jungnang.go.kr

2020 중랑구 걷기클럽 회원모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4 장미길2(수림대공원-수경공원)
수림대공원 무대광장 / 묵동
화,목 09:30~11:00
½¾¿ Û Á ´Â¯Üª ¯ÒÜ
Ý Þß
5
용마폭포공원
클라이밍경기장 / 면목동
화,목 10:00~11:30
신 청 기 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àáâ¬  ãäÙ
6
봉화산 둘레길1
신내근린공원(금성초교위) / 신내동 월,수 10:00~11:30
신청 및 지원 절차
Ý Þ Ùß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옆 나무데크 /
å àáâ¬  ãäÙ
7
봉화산 둘레길2
화,금 10:00~11:30
보건소 방문
신내동
     Å
산모
보건소
산모
산모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새솔초등학교 옆 수변공원 / 신내동 월,수 09:30~10:30
    È ÝØ
 Ù 보건소
 Ã åÉ °¯ 8
Ð æ Ý  ç
9
1530 걷기 동아리
봉수대공원 그네 앞 정자 / 신내동 목 10:00~11:30
보건소에
«     ¯èé
Ý Åê산모계좌로
보건소
결정통지서
서비스
10
장미길3(겸재교-중랑교)
겸재교 / 면목동
화,목 09:00~10:00
유선으로
¶    Ó ë ¿ 
ìÈ
방문 신청
발급
이용
이체
환급 요청
11
장미길2(수림대공원-수경공원)
수림대공원
무대광장
/
묵동
수,금 20:00~21:00 야간
¢í¿ Û¨ Á ´´
12
용마폭포공원
클라이밍경기장 / 면목동
월,수 19:30~20:30 야간
î  ïðÉáñ¬ Ä
복지로(온라인) 신청
î  ïðÉáñ¬
13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우디안아파트 수변공원 / 신내동 화,목 20:00~21:00 야간
ïð àá
Ë Ý
산모
보건소
산모
산모 ñ¬ò
보건소  ãò14
장미길2(수림대공원-수경공원)
수림대공원 무대광장 / 묵동
화,목 20:00~21:00 야간
·óÑ ñ¬¼ ôõ
15 ° ¯¯Ï
상급자코스 1(봉화산 둘레길)
봉수대공원 잔디광장 / 신내동
화 10:00~11:30
Ä  ÜÊ ° µ ¯µ   Ð Ý  ´Ï
복지로
보건소에
16 상급자코스
2(망우공원 능선길)
망우리공원 주차장 / 망우동
목 10:00~11:30
(www.
결정통지서
서비스
산모계좌로  Åö
Ä ïð Ë ñ¬Ý
µÀ
유선으로
bokjiro.go.kr)
우편발급
이용
이체
Ð ïðÉáñ¬
÷ø
£¤¿

ç²
ùÜÈ
17
봉화산
둘레길3
봉화산
근린공원
봉화원
/
묵동
수,금
10:00~11:30
환급 요청
온라인신청
£¤ µ èú ¯µ°¯Â
※ 추후 접수 인원에 따라 클럽신설 및 일정 변경 가능
£¤« ïðûê ´§ üÝýà
※ 업로드 서류 : 출산예정(출산)일 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Ý¶Ó àá þ² û   ª ÷² Ý Ë 
건강증진과 김차룡 ☎ 02-2094-0815, 0175
 산모통장
     ïð¬® ÿ¹ Ë ~  }¥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Ý 등은
 ¯µèÜ
ñ¬È
½  
※ 부부가 따로 거주 또는 외국인, 한부모가정
복지로
신청 불가
à| ïðûê ÉÊ Ë àáÇ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자는
제 외 대 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나
ïðûê
Û
Á ´µÜÒÜ´
´Ï  {[ò\] û¶
중복수급 불가
 \  ãò ÷² ×^ [ò\] ÍÎõ
건강증진과 신명숙 ☎ 02-2094-0840
      ¶  Ë \ Ãë Àª
ö 치매전문자원봉사자란?
해피브레인
¶    Ó  ¯Ã ÍÎïª _Úïª  `@ª ³ï
치매환자 가정방문 자원봉사자로 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말벗 및 인지활동을
¬ÉÇ µ ¯èÏ° ö ÉÊÇ °¯Â
제공하는 봉사자를 뜻합니다.
¢í¿ Î Á ´

사 업 기 간 2020. 1. ~ 연중

▶

▶

▶

▶

▶

▶

▶

▶

해피브레인 치매전문자원봉사자 모집

우리동 중랑마을건강상담소!
방문간호사에게 건강상담 받으세요.

모 집 기 간 2. 25.(화) ~ 3. 13.(금)

※ 활동기간 : 4월 ~ 11월

모 집 대 상 치매어르신 및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중랑구민(선착순 30명)
※ 치매전문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이수 가능한 분(5시간)

우리동에 중랑마을건강상담소가 있어요!

교 육 일 정 3. 26.(목) 13:00~18:00

오셔서 방문간호사에게 건강상담 받으세요.

교 육 장 소 중랑구치매안심센터 4층 기억동행방

대

상 중랑구민

일

시 동별 지정 요일(주 2회) 오전 9:00~12:00

활 동 내 용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다양한 인지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치매관리사업 홍보 및 캠페인 참여

※ 인근 동에서도 상담 가능

활 동 인 정 1365 자원봉사시간 인증

장

소 16개 동주민센터

내

용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실시

신 청 방 법 치매안심센터 전화 및 방문접수
중랑구치매안심센터 김태선 ☎ 02-435-7540

운 영 일 정
동주민센터

운영 요일

동주민센터

운영 요일

면목본동

화요일, 목요일

중화제1동

화요일, 목요일

면목제2동

월요일, 수요일

중화제2동

월요일, 수요일

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면목제3·8동

화요일, 목요일

묵제1동

화요일, 목요일

대

상 중랑구 관내 암환자 및 그 가족(회당 20명, 선착순)

면목제4동

수요일, 금요일

묵제2동

화요일, 목요일

내

용 주 1회 운영(숲치유, 웃음치료, 떡 만들기, 원예치료)

면목제5동

수요일, 금요일

망우본동

수요일, 금요일

면목제7동

화요일, 목요일

망우제3동

수요일, 금요일

상봉제1동

화요일, 목요일

신내제1동

화요일, 목요일

상봉제2동

수요일, 금요일

신내제2동

월요일, 수요일

의약과 김유경 ☎ 02-2094-0924

4월 암환자 힐링프로그램 안내

일시
4월 9일(목)

09:30~16:00

4월 14일(화)

14:00~15:00

4월 21일(화)

14:00~16:00

4월 28일(화)

14:00~16:00

장 소

프로그램 내용

산들소리 수목원(남양주)

숲치유
웃음치료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떡 만들기
원예치료

사 전 접 수 3. 16.(월)~ 선착순 전화접수(평일 9:00~18:00)
의약과 강미영 ☎ 02-2094-0929

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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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치회관 프로그램 안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취미 생활을 즐겨보세요~
※ 코로나19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3월 강좌 안내
신

청 방문 및 인터넷접수

장

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상봉동 동부시장 입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EM대안 생활제 만들기
(방향제, 화장품, 세제 등)
면목본동
02-2094-6029 초·중생 한자 급수반
02-2094-6013
나도미술가(초등반)

강좌명

교육기간

요일/시간

수강료

미용헤어컷교실

3.4~5.27

수 19:20~22:00

12만원

홈패션(입문&중급)

3.6~4.24

금 10:00~13:00

8만원

실버건강노래지도사

3.10~4.28

화 오후반 15:00~18:00
야간반 19:00~22:00

10만원

영유아 돌봄이(베이비시터)

3.16~3.27

월, 화, 수, 목, 금
주간반 09:30~13:30
야간반 19:00~22:00

10만원

면목3·8동
02-2094-611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신규자)

3.30~4.17

월, 화, 수, 목, 금
09:30~13:30

15만원

면목4동
02-2094-6134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전산회계1급 취득

3.3~4.17

화, 목, 금 19:00~22:00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직업상담사2급(2차)취득

3.3~4.28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한글, 엑셀

3.4~4.8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직업상담사2급(1차)취득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일러스트

3.18~5.22
3.30~5.18

면목2동
02-2094-6053

면목5동
02-2094-6173

화, 목 19:00~22:00
수강료는
국민내일배움
카드소지자
대상에 따라
다름

월, 수, 금 10:00~13:00
월, 수, 금 19:00~22:00

면목7동
02-2094-6225

월, 수 19:00~22:00

상기과정 외 다양한 강좌가 있사오니 많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상봉1동
02-2094-6270
02-2094-6259

홈페이지 : http://jungnang.seoulwomanup.or.kr
카카오톡상담ID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2-3409-1947

상봉2동
02-2094-6294

‘중랑 북스타트’
아가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합니다!
대

상 중랑구에 주소를 둔 생후 0개월 ~ 취학 전 아동

일

시 3월 ~ 책 꾸러미 소진 시까지

장

소 중랑구립도서관 4개관

내

용 중랑구에 거주하는 생후 0개월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중화1동
02-2094-6333

중화2동
02-2094-6398

묵1동
02-2094-6415

그림책 선물이 담긴 책 꾸러미를 배부하는 사업
신청방법
- 수령방법 : 북스타트 데이에 방문하여 개월 수에 맞는 책 꾸러미 수령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수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개월 수

생후 0개월 ~ 18개월

19개월 ~ 35개월

36개월 ~ 취학 전

북스타트 데이(책 배부 일정)
도서관

북스타트 데이

문의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매주 화요일 10~12시

02-6235-1157

중랑상봉도서관

매주 목요일 10~12시

02-2209-0093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매주 수요일 14~16시

02-432-4144

양원숲속도서관

매주 토요일 10~12시

02-432-0713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재개관 시 일정 별도 공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02-490-9153

요일

시간

성인

화

11:30~13:00

토

통기타 교실
한자교실
동화랑 스피치반
발표력 스피치반
하모니카(초급)

초·중생
1~2학년
3~6학년
누구나
누구나
5~7세
초등학생
성인

월
화
수
수
목

단전호흡

성인

월,수,금

서예
민 화
중국어(중급)
동화구연
논술스피치(초등반)
중급
일본어
초급
첫걸음
A
요가
B
민요 및 가락장구
(가요장구)
발음반
생활영어
회화반
초급
하모니카
중급
고급
초급
풍물
중급
A
종이접기&클레
이(토탈공예)
B
하모니카반
손뜨개반
한문서예반(한글판본체)
에어로빅
리본&토탈공예
일본어(초급)
이지댄스

성인
누구나
누구나
5~7세
1~3학년

수
화
월, 금
목
목

성인
성인
성인

화,목

성인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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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목

성인

금

성인

화

성인

수

성인영어(회화)

6~8세
7~9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성인

단전호흡(국선도)

성인

일본어교실
수납정리
라인댄스 초급반

성인
성인
성인

댄스스포츠

묵2동
어린이 창작미술 A, B반 6세~초등생
02-2094-6466
어린이 한자교실 A, B반
초등생

- 책 꾸러미 구성 : 그림책 2권, 꾸러미 선물, 북스타트 가이드북 1부
- 책 꾸러미 단계

대상

줌바댄스(월수/화목)
망우본동
02-2094-6505

망우3동
02-2094-6533

신내1동
02-2094-6573
신내2동
02-2094-6628

K-POP댄스
(유치반/초등반)
성인한자
직장인 기타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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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월,수
화,목

5세~초등

금

성인
월
성인
화
유아
화
리듬줄넘기
초등 1~2학년
목
꽃꽂이
성인
수
민요교실
성인
금
사교댄스
성인
수,금
POP 예쁜손글씨
성인
수
유아 발레교실(4~5세)
유아
수
라인댄스(중급)
성인
화/목
단전호흡
성인
월/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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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프로그램 보다 많은 다른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자치회관
홈페이지 (http://community.jungnang.go.kr/commnew/main.do)를 참고해주세요.

중랑문화원 1분기 문화강좌
신청기간 상시접수

「新 취학 전 천 권 읽기」 같이 읽어요!

수강기간 매월 초 ~ 매월 말

신청방법 전화신청 : 02-492-0066,7 (담당자 : 이강은)
온라인신청 : 중랑문화원 홈페이지(ejnc.kr) → 문화예술강좌

장

대

상 : 5~7세 취학 전 어린이

일

시 : 2020년 1월~

장

소 : 중랑구립도서관 6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종료 후부터 참여 가능

참여방법 중랑구립도서관 및 공립 작은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 후 참여 가능

소 면목로 238(중랑구민회관 3층, 용마산역 1번 출구)
강좌명

요일

시간

수강료(3개월기준)

완전기초영어

월

16:40 - 17:40

75,000

하모니카

월

10:00 - 12:00

75,000

서양화(유화B)

화

10:00 - 12:00

75,000

힐링가요교실

화

14:00 - 15:30

30,000

한문서예수요반

수

10:00 - 12:00

75,000

한글서예수요반

수

13:30 - 15:30

75,000

시낭송반

목

10:00 - 12:00

90,000

플라워디자인

목

10:30 - 12:30

60,000

서예목요반(야간)

목

19:00 - 21:00

75,000

부동산 경매

금

19:00 - 21:00

120,000

단계구성

※단계별 문구 Kit 제공(독서 여권, 배지 등)

떡잎

씨앗
단
계

목
표

▶

새싹

꽃

▶

시작~
100권

101~
300권

▶

▶

301~
500권

천권
달성

열매

501~
700권

▶
701~
1,000권

목표달성
or
(재도전)

중랑숲어린이도서관 ☎02-6235-1156

「꿈꾸는 중랑, 행복한 책읽기」 대상자 모집 안내

※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강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랑문화원 이강은 ☎02-492-0066, 7
대

상 교육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50명

내

용 주 1회 독서 코칭 선생님이 맞춤형 독서 지도 진행

접수기간 3. 9.(월) ~ 3. 13.(금) 18:00 까지

독서동아리 토론 리더 양성 과정
「중랑 학당」 수강생 모집

접수방법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연

령 만3세 ~ 초등학교 3학년

교육기간 4월 ~ 11월 (8개월 간)

교 육 비 1만원 (1개월 기준)

※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지원과 황지혜 ☎02-2094-1922

교육대상 중랑구 독서동아리 회원 및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교육기간 4. 10.(금) ~ 6. 9.(화), 8주간
장

소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지하 배움실

접수기간 3. 18.(수) ~ 3. 25.(수) 18:00 까지

청년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접수방법 인터넷접수(구청홈페이지→구민참여→인터넷접수→기타모집)
선정방법 선착순 모집(반별 20명씩, 총 40명)

수 강 료 : 무료

모집기간 3. 2.(월) ~ 모집완료 시

교육개요
강좌명

구분

요일

시간

토론 리더 양성프로그램
「중랑 학당」

A반

화

10:00~12:00

B반

금

10:00~12:00

※중랑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인터넷 접수(http://www.jungnang.go.kr)

수강료

대상/인원 만 19세 ~ 34세 / 청년 25명

무료

교육기간 4월 ~ 7월 / 월~금요일 17:40 ~ 21:30
교육내용 네트워크 및 서버구축, 클라우드 시스템 운용 등 취업가능한 자격 이수

유의사항 각 회당 토론 수업을 위한 도서는 개별 준비

일자리창출과 권경희 ☎02-2094-2273

문화관광과 김지원 ☎02-2094-1835

고용노동부 시행(4차산업 직종 분야)

100% 국비무료 교육생 모집
고용노동부 지정 대우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국가적 청년 실업난 해소 및 4차산업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노동부 100% 국비지원을 통한
4차산업 IT분야 전문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대상 - 구직자 및 졸업 예정자, 비진학자,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모집중인 훈련과정(실업자) - 현재 모집중

- 자영업자 및 학습지 교사 (매출 조건 충족 시)

과정명

훈련생 혜택 - 훈련 참여 수당 지급 (최대 400,000원) / 교재비 전액 무료

정보보안전문가

- 수료 시 관련 분야 100% 취업 연계 / 온라인콘텐츠 무료 교육
- 다양한 취업지원 제도 운영 및 업무 능력 향상 지원
참여절차 - 대우직업능력개발원 방문상담 ▶ 원서접수
(상담인원이 많으면 대기시간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상담 사전 예약 필수)

정보보안시스템전문가
스마트미디어콘텐츠제작

훈 련 내 용
네트워크 및 서버, 정보보안, 모의해킹, 정보보호, 리눅스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및 서버, 정보보안, 가상사설망 VPN, 리눅스
디자인, 반응형웹, 웹표준, 하드코딩, javascript, 영상편집, 포트폴리오

사물인터넷 임베디드 응용프로그래머 JAVA, C++, 파이썬,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 임베디드SW엔지니어링

공릉캠퍼스 : 02-978-001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공릉역 1번 출구)
상봉캠퍼스 : 02-434-0222,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상봉역 6번 출구)

고용노동부 인증

전국 최우수(5년인증)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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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www.jungnang.go.kr

제16회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3. 2.(월) 9:00 ~ 5. 31.(일)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자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공모주제 중랑구를 소재로 한 순수 창작품 ※ 자연, 환경, 문화, 생활상 등 자유 소재
공모분야 4개 분야[시(시조), 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단편소설]
작품분량 시(시조) : 시(시조) : 1인 3편 이상
수

필 : 200자 원고지 기준 15매 내외

아동문학 : 동시 1인 3편 이상, 동화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 내외
응모방법
1

- 중랑구청 홈페이지 접수 : 구민참여>인터넷접수>구청>기타모집>제16회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 응모분야,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 표지를 작성하여 응모작품과 함께 홈페이지에 등록
※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자 등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에 한해 방문·우편접수 가능

시상분야 통합부문 최우수 1명(70만원), 각 부문별 우수 1명(각 30만원), 각 부문별 장려 2명(각 20만원)
참여대상 문학지 등 미등단자 ※ 지역, 나이 제한 없음
기타문의 중랑구청 홈페이지 참조 및 전화문의
문화관광과 ☎ 02-2094-1816

「新 취학 전 천 권 읽기」관련 행사

동영상 다시보기
중랑구인터넷방송(JBN 매거진)

“만지作 꼼지樂” 그림책 도서관
대상 4 ~ 7세 취학 전 어린이
2

일시 3 ~ 6월 매주 목요일, 15:00~17:00
내용 유아 대상 책놀이 프로그램 진행
접수 3. 3.(화) ~ 마감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도.우.리 부모교육” (도서관에서 키우는 우리아이)
대상 취학 전 어린이를 둔 부모님
일시 3 ~ 6월 매월 셋째주 토요일, 10:30~12:30
내용 독서 교육법, 영어독서교육법, 부모힐링 독서 및 베스트 부모교육서 저자강연회 등
접수 3. 3.(화) ~ 마감시, 유선 및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 선착순 접수이며, 자세한 일정 및 방법은 도서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로 일정 변동가능)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02-6235-1156
3
1_ 제16회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개최

독자 QUIZ

2_ 중랑숲어린이도서관
3_ 「新 취학 전 천 권 읽기」 관련 행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사위이며,
평북 선천 지역의 3.1 만세운동 주도, 1930년 이후
흥사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 투사는 누구일까요?
① 한용운

② 김병진

③ 이육사

④ 김봉성

⑤ 서광조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정답을 체크해주세요.
정답을 맞힌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20. 2. 25.(화) ~ 3. 9.(월)
추첨방법 컴퓨터 전산추첨

당첨자발표 2020. 3. 10.(화)

기재사항 정답 체크 + 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정답 올리실 곳 중랑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인터넷 접수
당첨자 확인 중랑구청 홈페이지 >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구정소식
※ 많은 중랑구민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당첨자격은 일 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