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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마음껏 스포츠를 즐기세요!

체육청소년과 2094-006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지원대상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내
유‧청소년(만5세~18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내 유‧청소년(만5세~18세)

등록장애인(만12세~39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웹

이용
가능시설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웹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이 무엇인가요?
√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강료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8만원, 최대 8개월 지원

• 신청과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스포츠강좌이용권사이트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권 신청
- 주민센터 및 구청 방문 신청
√ 이용방법 : 선정 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이트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이트 접속하여 수강신청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svoucher.kspo.or.kr
dvoucher.kspo.or.kr

문의전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

복지·건강·환경

2020 달라지는 중랑 00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지급기준 변경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건강한 성장권을
보장합니다.

체육청소년과 2094-0084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지원액

변경 전

변경 후

월 10,500원

월 11,000원

연 최대 126,000원

연 최대 132,000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02.1.1.~ 2009.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만11세~만18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월 11,000원, 연 최대 132,000원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가맹점이나 온라인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

•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청소년 본인(만14세이상) 또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분(부모님등)이 신청(신분증 지참)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1회 신청하면 매년 지원 자격유지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복지로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의 전화 콜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www.bokjiro.go.kr
1566-3232
1388

2020 달라지는 중랑 005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실시합니다.

사회복지과

2094-1680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2.94% 인상)

(4인가구) 138만원

(4인가구) 142만원

근로·사업소득 공제
(25~65세)

소득 100% 반영

소득 70% 반영(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5,400만원 공제

6,900만원 공제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1억원

1.2억원

부양비 부과율 완화

15~30%

10%

자세히 알아보아요

•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복지·건강·환경
해당분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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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합니다.
사회복지과

2094-1702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사업목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9~39세)

자세히 알아보아요

• ‘청년저축계좌’ 란 무엇인가요?
√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매월 10만원 저축 ② 3년간 근로활동 지속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 청년두배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보건복지부 콜센터
중랑구청 사회복지과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129
2094-1702
436-476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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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시행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통합·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복지과

2094-1582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시!
- 권역별 수행기관
1권역(중화1동, 상봉1동, 신내1,2동, 묵1,2동)
2권역(면목본동, 면목2동, 중화2동, 상봉2동)
3권역(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4권역(망우본동, 망우3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자세히 알아보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대 상 자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이용방법 : 신청서 제출(동주민센터) → 가정방문 및 조사 → 심의회 개최 → 대상자 선정
√ 프로그램
-

안전지원 : 안전·안부 확인, 말벗 등
사회참여 :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함께 걷기 등
생활교육 : 건강운동, 구강관리, 영양섭취, 낙상예방, 인지저하예방 등
일상생활지원 :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신체수발 등
연계서비스 : 물품지원, 식품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3421-4800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493-3763

면목종합사회복지관

436-0500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

976-2808

2020 달라지는 중랑 008

어르신 노리터(老利攄) 조성․운영
경로당 유휴공간에 작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욕구 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의 여가공간을 제공합니다.

어르신복지과

2094-1573 시행 : 2020년 3월

새롭게 시작해요

이제 어르신 노리터에서 즐기세요!
아이들만 놀이터에서 놀 수 있나요? 어르신도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요!
어르신들에게에게 이로움을 펼칠 어르신 노리터(老利攄)가 찾아갑니다!
해당동
면목본동, 면목3·8동,
면목7동, 망우3동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상봉2동
중화1동, 중화2동,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상봉1동, 망우본동

경로당명

소 재 지

장소

은행길경로당

중랑구 겸재로 212-7 (면목동)

2층

봉황경로당
백학경로당
망우경로당

중랑구 봉우재로33길 55-10
(상봉동)
중랑구 중랑천로20길 6-1
(중화동)
중랑구 망우로72길 15-3
(망우동)

2층
2층
2층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르신 노리터(老利攄)가 무엇인가요?
√ 경로당의 유휴공간에 작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여 취미·여가·교양·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께 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은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노리터 담당에게 신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2094-1573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3421-4800

2020 달라지는 중랑 009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 생활이 풍족해지도록
지원합니다.

어르신복지과 2094-1565

시행 : 2020년 1월(예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소득분위

소득하위 20% 어르신

소득하위 40% 어르신

지급액

월 최대 30만원

월 최대 30만원

노인 1인가구 137만원

148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

236만 8천원

대상자 선정 기준액

자세히 알아보아요

•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신청(주소지 무관)
√ 온라인신청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신청자) 수급 희망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지급계좌) 수급 희망자 명의의 계좌만 인정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근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문의 1355)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복지로

online.bokjiro.go.kr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복지·건강·환경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2094-1565

2020 달라지는 중랑 010
00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지속성을
향상시킵니다.

어르신복지과 2094-1584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처리 기간

변경 전

변경 후

7일

30일
▸시설·인력 기준

심사 기준

심사 절차

▸시설·인력 기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정 심사위원회는 언제 개최 되나요?
√ 월 1회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2094-1584)에 유선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사전 상담) → ① 지정 신청 접수 →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③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 ④ 지정여부 결정 → ⑤ 전산입력 및 결과 통보→ ⑥ 사후관리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2094-1584

2020 달라지는 중랑 011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에 기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2094-156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경로당 운영비 지원

월 380~540천원

월 380~540천원

경로당 중식도우미

111명

217명

경로당 청소도우미

44명

86명

구립경로당 해충방제

보건소 경로당 방문
해충방제 관리

해충방제 전문사업체
연10회 방문 관리

자세히 알아보아요

• 경로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경로당 운영비는 이용인원과 면적에 따라 개소당 월 380~540천원 차등 지원되며,
비품구입, 공과금, 식품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 중식도우미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경로당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중식 실시하는 모든 경로당에 중식 인원 및
횟수에 따라 중식도우미 217명을 지원합니다.

• 청소도우미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전체 경로당(126개소)에 거실,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청소도우미 86명을 지원합니다.

※ 경로당 위생환경 개선 및 어르신 건강을 위해 구립경로당(39개소)에 해충방제 전문사업체가
연10회 방문하여 관리 지원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2094-1563

2020 달라지는 중랑 012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

초등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놀이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호점이 신내동에
설치됩니다.
여성가족과

2094-1792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방과 후 틈새를 메워 보편적 돌봄을 실현한다!
맞벌이가정 초등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호자
돌봄서비스신청
(유선·방문상담)

센 터
▪입소상담
▪신청서류

접수

아 동
이용결정 및 통보

입소

자세히 알아보아요

•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 위

치 : 중랑구 신내역로1길 145(신내동) 1층

√ 개소시기 : 2020년 1월중(예정)
√ 이용대상 : 초등학령기 아동(만6세~만12세) 맞벌이가정, 초등저학년 우선
√ 정

원 : 22명

√ 이용방법 : 유선·방문상담 후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seoul.seoul.go.kr/icare) 온라인신청
√ 내

용 : 상시·일시 돌봄, 기본프로그램 제공

- 학기중 : 11:00 ~ 20:00(예정)
- 방학중 : 09:00 ~ 20:00(예정)
√ 이 용 료 : 프로그램 활동비, 급·간식 등 월 7만원 이내 변동가능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seoul.seoul.go.kr/icare

문의전화 신내동우리동네키움센터

복지·건강·환경

2020 달라지는 중랑 013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과정 및 시간을 구분하여 맞춤형,
종일형 운영방식이 아닌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합니다.

여성가족과

2094-1786 시행 : 2020년 3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보육료 지원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 기존 맞춤형과 종일형으로 나눠져 있던 보육료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통합합니다.
√ 반영시간 : (기존) 맞춤형 9:00 ~ 15:00 / 종일형 9:00 ~ 19:30
(변경) 기본보육 (07:30) 9:00 ~ 16:00 / 연장보육 16:00 ~ 19:30
√ 보육료 단가 ’19년 대비 평균 7.6% 인상

• 연장보육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대상 : (0~2세) 자격 아동 및 (3~5세)신청 아동
√ 이용신청 : (0~2세)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연장보육 자격 승인
(3~5세) 어린이집에 신청, 별도 자격 기준 없음

• 또 다른 혜택이 있나요?
√
√
√

자동 전자출결 시스템을 설치·운영합니다.
(부모) 부모에게 아동의 등하원 시각을 문자서비스로 제공
(아동) 자동 출결을 위한 TAG 소지(’20년 비용 지원)하고 등하원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 기록을 위한 기기 설치(비용 지원)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환경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02-2094-1780
2020 달라지는 중랑 014
00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실시!

기존 출산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과 2094-248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애인도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새해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 지급 !

내

용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변경 전

변경 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국·시비)

(시비)

(국·시비)

(시비)

100만원
(국·시비)

미지원

100만원

신설
50만원(구비)

(국·시비)

자세히 알아보아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장애인’ 가정을 지원합니다.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족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 기준으로 50만원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복지·건강·환경

2094-2483

2020 달라지는 중랑 015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시즌제

특별포인트 지급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구에 특별포인트를
추가 지급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함께 줄이고 아끼는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맑은환경과

2094-2454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미세먼지 많은 때! 에너지 절약하고 마일리지 받아가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에너지를 현저하게 절감하는 가정에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를 독려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시즌제가 무엇인가요?
√ 기간 :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12월 ~ 3월, 총 4개월)
√ 서울시에서 가정과 기업 등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는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기준 대비 20% 절약한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에게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합니다. *기준사용량 :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단체회원의 경우 12~3월(동절기, 미세먼지 시즌제), 6~9월(하절기, 에너지 피크기간) 적용

•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 검색창에 에코마일리지 검색
아파트 : 아파트·동·호수 입력(관리비에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주택·연립 등 : 전기(필수), 가스·수도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입력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환경과 신청

• 에코마일리지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에너지 절약물품 교환,
사막화 나무심기 기부 등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exomileage.seoul.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2094-2454

복지·건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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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따뜻함을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

2094-2573

시행 : 2020년 11월

새롭게 시작해요

추위에도‘따끈따끈 따뜻하게’
버스정류소에 전기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겨울철 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디에 몇 개나 설치되나요?
√ 관내 버스정류소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선정 되는대로 알림 및 홍보할 예정입니다.

•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2020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온열기능 의자 설치가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각 자치구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 추진절차
대상 선정

⇨

市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업체
설치협의

⇨

조달청
물품구매

⇨

시공
설치

⇨

유지 관리

※ 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서울시청 버스정책과

복지·건강·환경

2133-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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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동물의 이상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문제행동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94-0754 시행 : 2020년 3월

새롭게 시작해요

•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 ̊ ̊ 솔루션
̊ ̊ ̊ 제시!!!
동물소유 가정으로 행동교정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동물의 이상행동교정 지원으로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기르기 문화 정착에 기여
전문교육기관
선정

20. 2.

⇒

교육대상 가구
모집 및 선정

20. 2.~3.

⇒

교육일정
협의

20. 4.~10.

⇒

행동교정
방문 지원

20. 4.~11.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은 무엇인가요?
√ 반려동물에 대한 훈육이 미숙하여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동물소유
가정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실습 병행으로 문제
행동이 올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랑구에 거주하고, 동물등록을 실시한 가구는 신청 가능
√ 이용료는 무료이며, 가구당 총 2회(1회 90분) 방문하여 행동교정 지원
√ 중랑구 보건행정과로 지원 신청하면, 최종 30가구 선정하여 지원 예정
※ 교육신청건수가 많으면 유기견 입양 및 3두 이상 기르는 가구가 우선 선정될 수 있음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보건행정과

복지·건강·환경
해당분야

2094-0754

2020
018
2019 달라지는
달라지는중랑중랑

중랑구치매안심센터
확장 이전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신내동으로 확장‧이전하여
운영합니다.
건강증진과

2094-0869 시행 : 2019년 12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센터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608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화성빌딩2,3층

190 관상복합청사 4,6층

자세히 알아보아요

•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만60세 이상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 치매군, 치매고위험군, 정상군 인지건강프로그램
√ 치매 치료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조호물품(기저귀) 제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환자 기억키움학교(기억쉼터)
√ 가족교실 운영 및 자조모임 지원
√ 지역사회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치매안심센터로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치매안심센터

https://jungnang.seouldementia.or.kr/

문의전화

중랑구치매안심센터

435-7540

복지·건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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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치매안심센터
면목동 분소 개소
치매안심센터가 신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어르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면목4동에
분소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건강증진과

2094-0869 시행 : 2020년 1월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2020년 1월 2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어디에 있나요?
√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242, 2층에 있습니다. (舊 북부등기소 건물)

•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만60세 이상 중랑구민이 대상입니다.

• 내용은 무엇인가요?
√
√
√
√

치매조기검진 및 정밀검진 진행
조호물품(기저귀) 제공(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매환자 기억키움학교(기억쉼터)
가족교실 운영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치매안심센터

https://jungnang.seouldementia.or.kr/

문의전화 중랑구치매안심센터

02) 435-7540

복지·건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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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
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건강증진과

2094-0836 시행 : 2020년 3월

새롭게 시작해요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임신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임신 전
건강 설문

임신 전
건강 검진

임신 전
엽산제 복용

평가 및 상담

위험요인 평가

혈액, 소변,
방사선, 정액검사

임신 3개월 전 ~

중재프로그램 제공

자세히 알아보아요

•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임신에 장애가 되는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중재·관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강검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일반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ABO&RH, 풍진면역, 소변, B형간염, 흉부X선, 성병,
갑상선기능, 난소기능, 정액검사입니다.

• 이용비용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이용료는 무료이며, 대상은 중랑구 거주자로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와
둘째와 셋째를 계획하는 부부입니다.

•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3월부터 매주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 방문 전 8시간 금식하고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방문 전 꼭 전화상담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보건소

health.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모자건강센터

2094-0836

복지·건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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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행정
023 중랑을 중랑답게! SNS 서포터즈 ‘랑랑이’
024 중랑청 열린투어
025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026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027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028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9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30 중랑구 청년공간 운영
031 공유스튜디오 조성
032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센터 설치·운영
033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기준 변경
034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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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자동차 등록민원실 이전

중랑을 중랑답게!
SNS 서포터즈‘랑랑이’
중랑구의 주요 명소 및 축제·행사 등을
구민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개인 SNS 매체에
공유·홍보하는 구민 기자단을 운영합니다.
홍보담당관

2094-0564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중랑을 중랑답게! 구정홍보 활동을 함께 할 랑랑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랑랑이 서포터즈 모집절차
모집 (10일간)
5개 분야별 모집
(경제·복지·문화·교육·관광)

선정 (1. 25. 수)

발대식

활동

총 30명 선정

2월 초 (필참)

2020. 1. ~ 12.
랑랑이 활동

자세히 알아보아요

• 랑랑이는 어떤 활동을 하는건가요?
√
√
√
√
√
√

개인 SNS·구 공식 SNS를 통한 구정소식 전달·홍보
분야별 주요 문화·행사, 생활정보 등을 구민의 시각으로 전달
구 명소, 주요 축제 취재, 지역 사회 미담 사례 발굴 등
사진 및 영상, 이미지 등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분기별 교육 및 월1회 이상 행사·간담회 참여 필수
콘텐츠 제작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 및 봉사활동 시간 지급

• 랑랑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랑구민, 관내 소재 대학생·직장인 등 중랑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 누구나!
√ 온라인모집 / 2020.1.13.~1.22.까지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 및 SNS 참고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ung_nang_gu
https://www.instagram.com/jungnang_gu/
https://www.facebook.com/jungnanggu/
https://twitter.com/JungNang_Gu

문의전화 중랑구청 홍보담당관(홍보팀)

경제·생활·행정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
중랑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209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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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청 열린투어
CCTV관제센터, 구의회 본회의장, 옥상
텃밭과 녹지광장까지…
주민들이 구 청사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정지원과

2094-0323 시행 : 2020년 4월

새롭게 시작해요

주민 여러분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구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드리는
청사 투어프로그램입니다.
CCTV관제센터

구의회 본회의장

옥상텃밭

기획상황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5인이상 25인이하의 중랑구민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모임이나 단체의 대표자께서 02-2094-0323으로 전화신청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2020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투어는 4월 중순부터 진행됩니다.

• 투어는 언제 하나요?
√ 매주 화/목 오후 3시부터 투어를 진행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경제·생활·행정

전화번호 20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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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마을협치과

2094-044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명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인원

25명 이내

50명 이내

선정방식

추천/공개모집 통한 선정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공개추첨

자세히 알아보아요

•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요?
√ 우리동네 문제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하여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대표기구

•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 시범실시 5개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떤일을 하나요?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 월1회 이상 정기회의 및 교육, 연수 등 참여
√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 수행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면목4동주민센터

02-2094-6134

면목7동주민센터

02-2094-6225

상봉1동주민센터

02-2094-6259

묵1동주민센터

02-2094-6415

신내1동주민센터

02-2094-6573

경제·생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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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PC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여권 디자인·품질·보안성을 개선하고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민원여권과

2094-0603 시행 : 2020년 하반기

새롭게 시작해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시행!
여권 디자인·품질·보안성을 개선하고 온라인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서비스 등으로
민원인의 여권창구 방문횟수를 줄이고 여권 민원 창구 대기 시간을 줄여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 서비스 구축

자세히 알아보아요

• 차세대 전자여권 시스템 구축은 무엇인가요?
√ PC타입의 전자여권으로 여권디자인 · 품질 · 보안성을 개선(주민등록번호 삭제 등)합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은 언제부터인가요?
√ 외교관, 관용 여권 : 2020년 상반기 예정
√ 일반 여권 : 2020년 하반기 (2020년 12월 시행 예정)
※ 여권 신규 또는 재발급 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시행
- 발급대상 : 기존 여권을 소지한 일반국민(미성년자, 병역대상자, 분실자 등은 제외)
- 신청절차
· 온라인(정부24시, 영사민원24시)에 접속하여 여권발급 신청
· 대행기관에서 심사 및 교부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행정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2094-0603

외교부 콜센터

733-2114

2020 달라지는 중랑 026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중랑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랑사랑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기업지원과

2094-1292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소상공인은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7%할인 구매, 소득공제 30% 혜택!!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사랑상품권이 무엇인가요?
√ 중랑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입니다.

• 구매 및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상품권
구매앱 접속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선택

상품권선택
(종류,권종)

구매
충전완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

√ 사용처 :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 대규모점포, 유흥·사치업 등 제외
√ 할인율 : 7% (판매초기 및 명절 등 10% 특별판매)
√ 할인구매한도 : 1인당 월50만원 / 발행형태 : 모바일
√ 발행권종 : 3종(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모바일상품권 구매앱

쿠콘
체크페이

농협
머니트리 비즈플레이 올원뱅크

경남은행
투유뱅크

부산은행
뱅크

대구은행
IM샵(#)

광주은행 전북은행
개인뱅킹 뉴스마트뱅킹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시스템 대량구매 환불 가맹문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시스템 대량구매, 환불, 가맹문의)
다산콜센터 (상품권 제도 및 기타문의)

경제·생활·행정

1670-0582
1670-058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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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94-2233 시행 : 2019년 11월

새롭게 시작해요

지역주민 삶을 활기차게!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도 활발하게!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왜 만들었나요?
√ 위

치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이용방법 : 누구든지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공간을 설립·운영합니다.
-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장터 개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 1인 예비 사회적경제창업가, 기업가를 위한 공유 오피스
√ 유튜버들을 위한 공유스튜디오
√ 청년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공간
√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카페, 주민회의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제·생활·행정

433-0795

2020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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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상담, 취업기회 연계, 문화‧복지
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일자리창출과

2094-2242

시행 : 2019년 11월

새롭게 시작해요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 시작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중랑구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디로 찾아가면 되나요?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중화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Q&A상담, 센터를 방문하여 노무사와 직접상담, 노무사와 전화상담,
매주 2~3회 지하철역에서의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전화하셔서 원하시는 상담을 안내받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노동상담 : 부당해고‧부당인사‧임금체불‧산업재해 등에 대한 상담 및 법률구조
√ 노동교육 :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실시
√ 취업지원 : 취업 또는 재취업, 고령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및 상담
√ 문화‧복지프로그램 : 인문학 강좌, 감정노동 개선사업, 건강관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www.jnlabor.org

문의전화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96-8474~7

경제·생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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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청년공간 운영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스터디 등 소규모
모임, 회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94-2273 시행 : 2019년 11월

새롭게 시작해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편하고 활기찬 공간!
중랑의 청년들이 만들어갑니다.
- 청년공간 이용절차
예약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실 방문 및 유선 신청

예약확정
⇨

담당자

공간이용
⇨

이용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구 청년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 위치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중랑역 2번출구)
√ 면적 : 59.4㎡(18평)
√ 용도 : 스터디 등 소규모 모임, 회의, 교육 등

• 이용비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
√
√
√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방법
이용비용
대관시간
대관인원

:
:
:
:
:
:

중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거나 관내 활동 중인 청년 (만19세 ~ 39세)
월~금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예약제 운영
무료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1회 1인부터 최대 24인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운영사무실 사전신청
문의전화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경제·생활·행정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층 운영사무실
433-0795
2094-2273

2020 달라지는 중랑 030

공유스튜디오 조성
카메라, 컴퓨터, 웹캠 등 직접 활용
가능한 장비 제공으로 영상촬영 및
편집, 제품 촬영까지 가능한 미디어
제작 공간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94-2273 시행 : 2019년 11월

새롭게 시작해요

중랑구 청년들의 청년사업가 도전을 응원합니다!
• 공유스튜디오 이용 절차
예약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실 방문 및 유선 신청

예약확정
⇨

담당자

공간이용
⇨

이용자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구 공유스튜디오는 어디에 있나요?
√ 위치 :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층(중랑역 2번출구)
√ 면적 : 29.7㎡(9평)
√ 용도 : 제품, 모델, 영상촬영 및 방송

• 이용비용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
√
√
√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방법
이용비용
대관시간
대관인원

:
:
:
:
:
:

중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거나 관내 활동 중인 주민(청년 우선)
월~금 09:00~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예약제 운영 (구청 홈페이지 상시접수 신청)
최초 2시간 무료(시간당 1만원)
1일 최소 1시간부터 최대 4시간
1회 1팀 (1인 신청 가능)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운영사무실 사전신청
문의전화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경제·생활·행정

중랑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층 운영사무실
433-0795
2094-2273

2020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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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센터 설치·운영
세무서와 구청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신고로 신고·납부의 납세편의를 제공
합니다.
)
세무2과

2094-1403 시행 : 2020년 5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납세자는 둘 중 1곳만 선택·방문하여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처리
내

용

신고방법

변경 전

변경 후

‘19년까지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일괄 신고접수

‘20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업무 지자체에서 추진
세무서 및 지자체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 운영기간 : ‘20. 5. 1. ~ 6. 1.
√ 장
소 : 세무민원실 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 운영방법 : 신고·접수 전용PC설치 및 신고시스템(홈택스·위택스)을 통한 신고납세 편의 제공
자세히 알아보아요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일반 납세자
사전안내문 발송

위택스 전자·구청방문 신고·납부

구청(4월말~5월초)

납세자(세무대리인)

신고·납부완료

□ 소규모 사업자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서 발송

납부할 세액 납부
(세액의 수정 필요시 전자·방문·우편신고)

구청(4월말~5월초)

납세자(세무대리인)

신고·납부완료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센터

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2094-1403

경제·생활·행정

2020 달라지는 중랑 032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기준 변경
쓰레기 배출 기준과 사업체를 변경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한
중랑을 조성합니다.
청소행정과 2094-195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제공
동별 수거 업체와 배출 요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불편함은 줄이고 깨끗한 중랑을 만들어갑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 일반쓰레기

수거업체
용마용역
중랑환경
우리환경

배출일

동 명

배출시간

월.수.금
일.화.목
월.수.금
일.화.목

묵1·2동, 신내1·2동
중화1·2동
면목5, 면목7, 상봉2동
면목2, 면목4, 상봉1동

일반주택, 점포(가게)

월.수.금

망우본동, 면목3·8동

※ 일반종량제봉투,

일.화.목

면목본동, 망우3동

음식물, 재활용품

동 명

배출시간

연락처

월~금 09~18시

1644-8923

18~20시
가로변 점포(가게)

연락처
434-2214
491-1714

22~01시
435-4424

√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배출일

용마용역

월~금

중랑환경

월~금

우리환경

월~금

묵1·2동, 신내1·2동
중화1·2동
면목5, 면목7, 상봉2동

가로변 점포(가게)

면목2, 면목4, 상봉1동
망우본동, 면목3·8동

※ 일반종량제봉투,

면목본동, 망우3동

22~01시
음식물, 재활용품

491-1714~5
435-4424~5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신고센터

문의전화 중랑구청 청소행정과

경제·생활·행정

www.the-cleanjungnang.com
www.the-cleanjungnang.co.kr
2094-1953

2020 달라지는 중랑 033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운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합니다.
부동산정보과 2094-1472 시행 : 2020년 3월(예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중개수수료를 지원 대상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기준

주거용 전·월세 계약

주거용 전·월세 계약

자세히 알아보아요

•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이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등
저소득주민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전·월세 계약자
√ 지원방법 : 임대차 거래가 완성되고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후,
무료중개서비스 신청서 작성
√ 지원내용 : 중개보수 100% 지급(무통장입금)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거용 임대차(전·월세)거래가 완성된 저소득주민에게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행정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2094-1472

2020 달라지는 중랑 034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 개정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시, 신고 및 해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94-1485 시행 : 2020년 2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계약일로부터 30일

거래 해제, 무효, 취소시

해제의무 없음

해제 등 확정일로부터 30일

자세히 알아보아요

•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해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 해당대상 : 공인중개사 및 매도·매수인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구청 방문
√ 주요 변경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시행
①부동산거래 체결시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30일로 단축
②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권고사항이었던 해제신고를 확정일로부터 30일내로 의무화
③허위계약신고를 금지하는 규정 및 과태료부과, 신고포상금 규정 마련
√ 기대효과 :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이루도록 함

• 어떻게 이용하나요?
√ 부동산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을 시, 공인중개사(중개거래시) 및 매도‧매수인 (당사자 직거래시)은
물건지 해당 관청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경제·생활·행정

2094-1485

2020 달라지는 중랑 035

자동차등록민원실 이전
중랑구청 내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면목4동에 위치한 중랑자동차
등록∙나눔센터 1층으로 이전합니다.

교통행정과

2094-256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기존 위치

자동차등록민원실 위치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과

이동 위치
면목4동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중랑구 면목로 242)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떤 업무가 이전되나요?
구 분
자동차
이륜차

√
√
√
√

업무내용
자동차 신규/변경/말소 등록, 저당권 설정/말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이륜차 신규/변경/말소 등록, 이륜차 과태료 부과 등

※ 건설기계, 자동차검사 업무 등은 기존 그대로 중랑구청 1층 교통행정과에서 처리
• 위치와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

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2094-2563

경제·생활·행정

2020 달라지는 중랑 036

03
교육·문화·관광

038 망우로 배너형 가로기 제작·게양
039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실립 및 운영
040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041 중랑 디딤돌 멘토링 운영
042 중랑구립실버합창단 설치 및 운영
043 중랑상봉도서관 개관
044 ‘딩가동 1번지’ 개소

망우로 배너형 가로기
제작·게양
망우로(망우리공원~중랑교)일대 망우리공원
유명 인사 업적과 작품들을 태극기와
함께 상시 게양하여 지역 자부심을
고취하고 망우리공원을 서울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마을협치과

2094-0435

시행 : 2020년 01월

새롭게 시작해요

역사 속 인물들을 함께하는 망우리공원
중랑구의 역사유적 망우리공원에 안장해 계신 인사들의 업적을
가로기로 제작하여 게양합니다.
* 망우리공원 대표적 인사 : 한용운, 이중섭, 유관순 등

자세히 알아보아요

• 게양위치는 어디인가요?
√ 망우로의 망우리공원~중랑교 구간에 설치합니다.

• 가로기란 무엇인가요?
√ 대로의 가로등에 게양하는 태극기 등의 깃발을 가로기라 합니다.
√ 현재 가로기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에
대로변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 어떤 내용을 게양할 예정인가요?
√ 한쪽 면에는 태극기와 중랑구기를 교차로 게양하고 다른 면에는 문학(소설/시),
미술작품, 독립운동 등 망우리공원 인사들의 업적을 테마별로 나누어 제작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교육·문화·관광

전화번호 2094-0435

2020 달라지는 중랑 038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우리구와 타 지역과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

2094-1893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교육격차는 DOWN! 교육환경만족도는 UP!!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리구의 교육환경만족도를 높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21년 2월 개관 예정이며, 우선 2019년 3월부터 중랑구청과 평생학습관 교육장을
이용하여 일부 교육프로그램을 선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어디로 찾아가나요?
√ 개관 전 : 중랑구청 또는 평생학습관 등 교육장 활용
√ 개관 후 (2021년 2월 이후)
․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99-1~3
․ 지하철 : 7호선 상봉역 하차 후 1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 지원내용은?
√ 진학지원 : 1:1입시컨설팅, 입시설명회, 자소서․논술․면접 특강 등
√ 진로체험 : 4차산업혁명 캠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캠프 등
√ 학부모교육 : 학부모 진학 교실, 명사 초청 특강, 학부모 역량강화 등
√ 자기주도학습 : 자기주도학습캠프, 학습역량강화 등
√ 평생학습 : 취미, 예술(음악, 미술), 교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강좌

더 많은 정보는

교육·문화·관광

홈페이지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educenter.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2094-1893

2020 달라지는 중랑 039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써나갑니다.
교육지원과

2094-1913 시행 : 2020년 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세히 알아보아요

• 무상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고등학교 3학년에만 지원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며, 추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 어떤 비용이 지원되나요?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되어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가 줄어듭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교육·문화·관광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2094-1913

2020 달라지는 중랑 040

중랑 디딤돌 멘토링 운영
우리구 대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연계하여 기초학력지도·진로 멘토링을
진행, 재능 기부와 교육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교육지원과

2094-1893 시행 : 2020년 4월

새롭게 시작해요

멘토-멘티의 매칭, 윈-윈 전략
대학생(멘토)

초·중·고등학생(멘티)

교육 재능 기부
<교육나눔 네트워크>

기초학력, 학습능력 향상
진로 탐색 기회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대학생 멘토 모집 및 수요처(지역아동센터, 각급 학교) 조사 후 4월(예정)부터 운영합니다.
수요처 조사

대학생 멘토 모집

(지역아동센터, 각 급 학교 등)

멘토-멘티 매칭

’20년 2 ~ 3월

4월

• 멘토와 멘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멘토 : 중랑 장학금 수혜 학생 및 제2충북학사 거주 등 관내 대학생
√ 멘티 :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지원내용은?
√ 학습멘토링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기초교과(국․영․수) 학습지도
√ 진로․진학 멘토링 : 중․고등학생 대상 장래 희망 전공별 대학생 멘토링

• 어디로 찾아가나요?
√ 중랑 디딤돌 멘토링은 수요처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교육·문화·관광

홈페이지

중랑교육종합포털

jump.jungnang.go.kr/edu/main.do

문의전화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2094-1893

2020 달라지는 중랑 041

중랑구립실버합창단
설치 및 운영
실버합창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갑니다.

문화관광과

2094-1816 시행 : 2020년 1월

새롭게 시작해요

흥겨운 실버라이프, 중랑에 퍼지는 은빛 하모니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고,
합창을 통한 화합의 장 조성 및 중랑구 대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자긍심을 높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구립실버합창단은 누가 참여하나요?
√ 만65세 이상 관내 주민(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합창단의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간계획 수립
▸단원선발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합창(경연)대회 참가
▸대회 대비 특별연습

’20년 1 ~ 3월

▸행사 참여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등)

▸정기연습

7 ~ 9월

4 ~6월
10 ~ 12월

더 많은 정보는

교육·문화·관광

홈페이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2094-1816

2020 달라지는 중랑 042

중랑상봉도서관 개관
중랑상봉도서관을 상봉2동 복합청사 내에
열린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더 가까운 도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화관광과

2094-1833

시행 : 2019년 10월

새롭게 시작해요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내 집 앞 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을 통하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14길 10(상봉동)

※ 상봉2동 복합청사 3층 ~ 5층

√ 시설현황
- 3층 : 유아어린이자료실, 생각+, 이야기+
- 4층 : 종합자료실
- 5층 : 스마트라운지, 50+실, 하나배움터, 두루배움터

•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자료실(4층)

평일(화~금) : 09:00 ~ 20:00

주말(토~일) : 09:00 ~ 17:00

√ 기타시설

평일(화~금) : 09:00 ~ 18:00

주말(토~일) : 09:00 ~ 17:00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상호대차서비스도 가능한가요?
√ 타 도서관 소장자료 대출/반납은 가능하며, 중랑상봉도서관 자료의 타 도서관대출은
2020년 하반기에 시행예정입니다.

※ 상호대차서비스란? 중랑구 내 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자료를 집 근처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남할 수 있는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상봉도서관

www.jungnanglib.seoul.kr/sblib/

문의전화 중랑상봉도서관

2209-0090

교육·문화·관광

2020 달라지는 중랑 043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딩가동 1번지’개소
청소년의 자유로운 놀이, 휴식, 재능
계발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이 4월
새롭게 문을 엽니다.
※ 외관은 디자인(안)으로 변경될 수 있음

체육청소년과

2094-0083 시행 : 2020년 4월

새롭게 시작해요

청소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는 그들만의 공간!
청소년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휴식과 놀이를 즐기고,
재능계발과 즐거운 여가생활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제공합니다.
√ ‘딩가동’이란? ‘딩가딩가’ 의태어에서 착안, 청소년이 딩가딩가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제공을 의미

자세히 알아보아요

•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은 언제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대상 : 만 11~18세 청소년(초5~고3 연령대 해당)
√ 이용시간 : 평일 13:00~20:30(월요일 휴무), 주말 10:00~20:30
√ 운영내용 : 자율 휴식‧놀이, 원데이클래스, 네트워크 파티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체육청소년과

교육·문화·관광

전화번호 2094-0083

2020 달라지는 중랑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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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안전·교통

046 중랑길 재생 프로젝트 추진
047 지하철 6호선 신내역 개통
048 민간임대 등록제도

중랑길 재생 프로젝트 추진
▸비

우 기 :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줄

이 기 : 유사기능 시설물 통합

▸ 개선하기

: 시설물 유지보수, 디자인개선

감사담당관

2094-0257 시행 : 2019년 7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통행·보행 불편 시설물 정비! 사람 중심의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

골목길 가운데 지장 전주 이설(중화2동)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길 재생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 보도 상 위치한 유사시설 통·폐합, 불필요한 시설의 철거,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를 통해
보행불편사항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은 무엇인가요?
√ 관내 30여 종 약 5만 개의 도로시설물입니다.
(전신주, 공중전화부스, 각종 안내표지, 가로수, 가로등, 볼라드, 간판 등)

• 어떻게 추진되나요?
√ 유관기관(한전, KT, 우체국 등)시설물 정비를 위한 MOU체결
√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한 사업대상 발굴
√ 시설물 정비 시 주변 시설물과 통합·일괄 정비 추진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주택·안전·교통
해당분야

2094-0256~7

2020
046
2019 달라지는
달라지는중랑중랑

지하철 6호선 신내역 개통
사진(조감도, 현장사진 등)

※

고화질 사진

지하철 6호선 신내역까지 연장 운행!
이제 신내역에서는 경춘선과 지하철

/ 수치(구체적 성과 목표 등)

6호선이 환승됩니다.

중랑비전추진반

2094-1072

시행 : 2019년 12월

새롭게 시작해요

2019년 12월 21일 지하철 6호선 신내역 개통!!
6호선 연장으로 신내역에서 경춘선과 6호선 환승!
교통망 확대로 더욱 더 교통이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떤 사업인가요?
√ 위

치 : 6호선 신내차량기지 내(환승승강장 설치)

√ 규

모 : 승강장 폭 4m, 길이 165m(1홈 1선)

√ 사업기간 : 2018. 7. 25. ~ 2019. 12. 21.
√ 총사업비 : 187억원

• ‘지하철 6호선 신내역 개통’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기존 봉화산역까지 운행하던 지하철 6호선이 신내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 신내역에서 지하철 6호선과 경춘선 이용 및 환승이 가능합니다.

• 열차 운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개통일 : 2019. 12. 21.
√ 평 일 : 왕복(116회), 신내역 출발 첫차(05:39), 출퇴근시간(16~18분 간격)
√ 휴 일 : 왕복(98회), 신내역 출발 첫차(05:41)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교통공사

www.seoulmetro.co.kr

문의전화 서울교통공사

1577-1234

주택·안전·교통

2020 달라지는 중랑 047

민간임대 등록제도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공적의무 준수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택과

2094-2127

시행 : 2019년 10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과태료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주택당 1,000만원

임대주택당 3,000만원

1,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등록 후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존계약서와 확인서 신고

자세히 알아보아요

•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면적,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으로는 말소불가
√ 등록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 적용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구청(직접 방문), 렌트홈(온라인)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서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문의전화

주택·안전·교통

렌트홈

www.renthome.go.kr

국토교통부

1599-0001 중랑세무서 2170-0200 국세청 126

세 무 1과

2094-1310 세 무 2 과 2094-1400

2020 달라지는 중랑 048

부록

050 문화·체육·복지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
▮ 도서관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소 재 지 : 신내로15길 197(묵동)
√ 문
의 : 490-9112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토, 일, 월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강당, 사무실

4층

열람실

3층

자료실, 사무실 등

2층

자료실

1층

주차장, 식당 등

지층

열람실) 08:00 ~ 23:00
(단, 월요일은 22:00까지)

열람실) 08:00 ~ 22:00

자료실) 09:00 ~ 22:00 자료실) 09:00 ~ 17:00
(단, 월요일은 18:00까지)

▸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소 재 지 : 면목로 397(면목동)
√ 문
의 : 432-4120
√ 이용안내

용도

평일(화∼금)

토, 일, 월

※ 휴관일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학습실,
정보실 등

5층

자료실

4층

자료실

3층

다목적실, 서고

지층

열람실)
08:00 ~ 23:00
자료실)
09:00 ~ 22:00

08:00 ~ 22:00
09:00 ~ 17:00

▸ 중화어린이도서관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494-1846
√ 이용안내

용도

평일(화∼금)

토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학습실,
정보실 등

3층

09:00 ~ 18:00

12:00 ~ 16:00

▸ 중랑숲 어린이 도서관
√ 소 재 지 : 망우로73길 46-1(망우동)
√ 문
의 : 6235-1150~8
√ 이용안내

용도

평일(화∼금)

주말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열람실, 강당 등

2층

열람실, 사무실,
로비 등

1층

열람실)
09:00 ~ 18:00

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층

자료실)
09:00 ~ 18:00

09:00 ~ 17:00
09:00 ~ 17:00

▸ 양원숲속도서관
√ 소 재 지 : 송림길172 (망우동)
√ 문
의 : 432-0710~3
√ 이용안내

용도

평일(화∼금)

주말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자료실,
동아리실 등

자료실, 북카페

2층

1층

자료실)
09:00 ~ 18:00

토) 09:00 ~ 17:00
일) 10:00 ~ 17:00

▸ 중랑상봉도서관
√ 소 재 지 : 동일로114길 10(상봉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화∼금)

사무실, 배움터,
스마트라운지 등

5층

종합자료실

4층

09:00 ~ 18:00
(단, 종합자료실은

유아어린이
자료실

3층

주말

09:00 ~ 17:00

20:00까지)

▮ 스마트도서관 : 중화역, 용마산역, 망우역

▮ 체육시설
▸ 중랑구민체육센터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관람석
대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3층
2층
1층

수영장, 주차장

B1층

변전실,
기계실 등

B2층

06:00 ~ 22:00

토) 06:00 ~ 22:00
일) 09:00 ~ 18:00

▸ 중랑문화체육관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다섯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강의실,
방송실 등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실 등
안내실,
주차장 등
헬스장 등
수영장 등
변전실,
기계실 등

3층
2층
1층

06:00 ~ 22:00

B1층
B2층

토) 06:00 ~ 22:00
일) 09:00 ~ 18:00

피트층

▸ 면목2동체육관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매월 둘째, 넷째, 다섯째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

4층

06:00 ~ 22:00

토) 06:00 ~ 21:00
일) 09:00 ~ 17:00

▸ 묵동다목적체육관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매월 둘째 월요일, 넷째 화요일,
신정당일, 설·추석당일

야외주차장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
락카룸
배드민턴코트(8면),
사무실, 휴게실,
회원관리실, 매점

20면
2층

06:00 ~ 22:00

토) 06:00 ~ 21:00
일) 06:00 ~ 21:00

1층

▸ 신내다목적체육관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매월 첫째 월요일, 셋째 화요일,
신정당일, 설·추석당일

배드민턴코트(8면),
회원관리실,
다용도매점,
휴게실

1층

06:00 ~ 22:00

토) 06:00 ~ 21:00
일) 06:00 ~ 21:00

▸ 중랑구립잔디운동장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신정, 설․추석연휴

관리사무실, 관람석,
그늘막,
야간조명탑(4개소)
연합회사무실

잔디운동장 대관) 06:00 ~ 23:00

▸ 용마폭포공원축구장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신정, 설․추석연휴

관리사무실, 관람석,
그늘막,
야간조명탑(4개소)

잔디운동장 대관) 06:00 ~ 23:00

▸ 중랑IC 테니스장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평일(월∼금)

주말

※ 휴관일 : 신정, 설․추석연휴

관리사무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야간조명탑

07:00 ~ 21:00

토) 07:00 ~ 21:00
일) 07:00 ~ 18:00

▸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 소 재 지 : 중랑역로3길 28(중화동)
√ 문
의 : 2209-0090
√ 이용안내

용도

동절기11∼3월)

하절기(4~10월)

※ 휴관일 : 신정, 설․추석연휴

관리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야간조명

평일) 10:00 ~ 19:00
주말·공휴일)
10:00 ~ 18:00

10:00 ~ 22:00
10:00 ~ 22:00

▮ 평생학습관
용도

소 재 지

문의전화

망우로67길10
(망우본동청사)

2094-1927

용도

소 재 지

문의전화

사무공간,
청년활동공간 및
카페 회의실 등

중랑역로4길 2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494-8474~7

대강당

5층

행복아카데미,
서울자유시민대학
(4개 강의실)

4층

사무실
(강사대기실),
세미나실

3층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자원봉사센터
소 재 지

봉화산로 190, 4층
(관상복합청사)

내

용

- 자원봉사자 모집
- 봉사자와 수요처 관리
- 교육 및 강좌 진행 등

문의전화

2094-1365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소 재 지

대

상

폭력·방임·학대 등
봉화산로 190, 9층
(관상복합청사)

위기상황에 노출된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내

용

- 112·117 신고 접수된
위기가정에 전화
상담 및 방문 실시
- 폭력·학대 등 가해자
경찰관 조기 위기
대응 및 수사개입
- 찾·동 복지플래너
연계, 지원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