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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기는 동참과 협력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봉화산 기슭에 가을햇살 머금은 배가 익어갑니다.
중랑의 미래를 밝히는 민선7기 사업들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면목선 도시철도, SH공사 이전,
면목행정복합타운, 중랑망우공간 등 코로나의 역경 속에서도
40만 중랑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이뤄가고 있습니다.
행복 넘치는 활기찬 중랑을 열어가도록
더욱 땀흘려 일하고 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청장

올림

특별기획

중랑안테나

의회소식

건강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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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의 결실과 비전
- 주민이 행복한 중랑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

-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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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Ⅰ 3년의 결실과 비전 주민이 행복한 중랑

공교육환경 만족도
책읽기부터 평생교육까지
누구나 꿈꾸는

교육중랑

19 위

3위

(2016년)

(2020년)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21. 5. 4. 발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열린 교육 공간
학교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
세 살 독서습관, 여든까지. 구립도서관과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운영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중랑구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방정환 교육지원센터가 2021년 5월 4일 상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1층 ~ 지상7층,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센터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생 대상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4차 산업 인재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중랑교육사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학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맞춤형 진학지원 프로그램

-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 온라인 입시 상담

-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전공지식 심화특강

- 자기소개서·모의면접 컨설팅

- 찾아가는 입시설명회·입시컨설팅

- 면접·논술 특강

학부모도 함께 배우는 학부모 교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진로·진학 코칭

- 로봇, 코딩 등 4차산업 체험

- 학부모 인문학·평생교육

- 현장, 온라인직업체험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 진로검사 및 상담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21. 5. 4. 개관
망우로 325
평일 09:00 ~ 22:00
토·일 10:00 ~ 18:00
홈페이지 educenter.jungnang.go.kr
☎ 02-2094-0091~4

딩가동 1번지

즐거운 독서생활의 첫걸음

취학 전 천 권 읽기, 책 읽는 중랑
중랑구는 ‘책 읽는 중랑’ 발전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립
도서관에서는 중랑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합니다. 5 ~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은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 영유아기에 독서습관을 형성하자는
취지로 취학 전에 천 권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중랑구립도서관 6곳과 작은도서관·
어린이집·유치원 등 93곳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관내 11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초등학생들이 자율적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초등 천 권 읽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 총 6,338명 참여, 149명 목표 달성(’21. 8월말 기준)
초등 천 권 읽기 「하루독서」 (’21. 5월부터 시행) : 11개 학교 참여 진행 중, 추후 확대 예정

10분 거리 공공도서관 확충
- 양원숲속도서관 개소(’18. 10월)

- 스마트도서관 3개소(망우역, 용마산역, 중화역)

- 중랑상봉도서관 개소(’19. 10월)

- 작은도서관 7개소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개방 3개소

취학 전 천 권 읽기

더욱 신나는 학교생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
중랑구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83개 학교에 교육경비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38억 원 대비 32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학력
증진·초등 영어교과 집중지원·문화예술 특기활동 지원 등 학력신장 분야에 40억 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원격 수업실 구축 등 환경개선 분야에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경비 보조금을
80억 원으로 확대,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3년간(’18년 ~ ’21년) 32억 원 증액
'22년 80억 원으로 확대

80억
70억
60억

50억
38억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내용
학력신장(40억) : 기초학력 증진, 초등 영어교과 집중수업, 학교 특색사업 등
환경개선(30억) : 학교 시설 개선,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4차 산업 인재 양성, 원격 수업실 구축 등

중랑 청소년 맘껏 누리세요!

휴식·놀이·취미활동은 ‘딩가동’에서
중랑구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딩가동’을
권역별로 1곳씩 조성하여 운영합니다. ‘자유롭게 딩가 딩가 놀고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딩가동’은 ‘청소년공간창작단’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졌습니다. 신내1동의 1번지를 시작으로 면목2동에 2번지가 문을 열었고 2022년까지 묵동과
양원지구 등 총 4곳이 조성됩니다.

딩가동 1번지

딩가동 2번지

딩가동 2번지

’20. 10월 개소

’21. 5월 개소

용마산로117길 42

면목동 1505-9

포토존, 게임공간, 모임공간, 휴식공간 등

회의실, 다목적 놀이공간, 옥상정원 등

수 ~ 금 13:00 ~ 21:00 / 토·일 10:00 ~ 18:00

화 ~ 토 14:00 ~ 20:00

월·화·법정공휴일 휴관

일·월·법정공휴일 휴관

☎ 02-2094-0085

☎ 02-2207-7942

기획특집 Ⅰ 3년의 결실과 비전 주민이 행복한 중랑

경제환경 만족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중랑

22 위

5위

(2016년)

(2020년)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21. 5. 4. 발표)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더 빠르게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더욱 살기 좋은 우리동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22년 착공 / ’27년 준공

중랑구는 용마산역 일대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추진하고

•지하 5층, 지상 40층, 연면적 113,700㎡

있습니다. 2018년 9월, 중랑구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

•복합청사(주민센터, 구민회관, 문화공간 700석),

•면목동 378-10 외 12필지

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면목행정복합타운 개발 TF’를 구성하고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기본구상 및

공공주택(702호), 청소년수련관, 공공주택,
상업시설,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등을 거쳐 2021년 12월 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를 결합한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공주택 및 상업시설을 포함한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현대화와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더욱 살기 좋아지는 면목동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1,008면 규모, ’19. 11월)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22년 착공 / ’24년 준공)
•면목유수지 주변 보행로 및 교통섬 정비(’21. 6월)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조성(’22년 착공 / ’24년 준공)

신내IC 일대를 중랑구 경제의 신성장거점으로

신내첨단클러스터
중랑구는 신내IC 일대에 신내첨단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1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부터는 신내SKV1센터(지식산업2센터)도 문을
열고 기업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식산업1센터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

지식산업2센터

중랑창업지원센터

패션 산업고도화단지,
R&D센터가 들어서는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는
2024년 준공, 신내3택지
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중랑
창업 지원센터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내첨단클러스터가 완성되면 1,000개의
기업, 1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랑대
태릉입구

봉화산

석계

신내차량기지
112 신내역

돌곶이

봉화산
111 능산삼거리

상월곡

중랑구청

월곡

110 중랑구청사거리

신이문
109 신내지하차도삼거리

'21.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망우

우림시장

상봉

우림시장오거리 108

중랑

한강외과

신내역 ~ 면목역 ~ 청량리역

겸재삼거리 107
면목역사거리 106

회기
시립대사거리
102

청량리역

겸재삼거리

면목역
배봉산

101
청량리역
103
전농동사거리

- '25년 착공 목표
(정거장 12개, 9.05㎞)
신내역 → 청량리역 22분

105
장안교사거리

사가정

104
장안동삼거리

용마산
용마산

답십리
마장

※ 면목선 역명은 가칭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으로 사업 추진 청신호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지난 8월 24일,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랑구는 최근 2년간 개발현황 및 추가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중앙정부에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을 수차례 건의해 왔으며, 이번
조사 대상 선정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신내동부터 청량리까지
편도 22분 안에 운행하는 면목선 도시철도가 개통되면 면목동, 신내동 지역주민
들의 도심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편리해지는 중랑구의 교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 2023년 착공
•망우리공원 버스정류장 신설(’21년)
•용마산역 역명 병기
- 용마산역 → 용마산(용마폭포공원)역(’20. 1월)

지식산업1센터(신내데시앙플렉스)
•’20. 5월 준공
•신내역로3길 40-36
•입주기업, 지원시설 등

지식산업2센터(신내SKV1센터)
•’21. 6월 준공
•신내역로 111
•입주기업, 지원시설 등

탄력받는 경제중랑

’22년 착공 / ’24년 이전

•’22. 2월 착공 / ’24년 준공

SH본사 신내동 이전

지하 3층, 지상 21층, 연면적 88,200㎡

•신내동 376-3 일대

민선7기 중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패션산업고도화단지, R&D 센터 등

본사 이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계획에 따라 2019년

양원지구 자족시설용지 첨단기업 유치

중랑창업지원센터
•’25년 준공
•신내동 195-1 일대
•창업지원주택, 벤처기업 입주공간 등

신내동 318 일대
업무시설, 600석 규모의 공연장

8월, SH본사의 중랑구 이전이 발표되었고, 2020년 9월 28일 중랑구와 서울시,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 11. 19.)하여 SH본사의
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H 중랑 신사옥은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의
업무시설 외에도 6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획특집 Ⅰ 3년의 결실과 비전 주민이 행복한 중랑

주거환경 만족도
자연과 가까이
삶의 품격을 높이는

행복중랑

25 위

4위

(2016년)

(2020년)

※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21. 5. 4. 발표)

인문학과 자연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으로 거듭나는 망우리공원
도시농업을 통해 경험하는 수확의 기쁨과 자연의 숨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복지 중랑

울창한 숲과 산책로가 있는 역사문화공간

망우역사문화공원
망우리공원이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중랑구는 서울시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고 전담부서를
신설(망우리공원과, ’21. 7. 1.)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역사문화교육 장소로 활용될 ‘중랑망우공간’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으며,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20) 및 101주년 기념행사(’21), 문학제와 시낭송 개최, 중랑구 역사문화아카이브
구축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궁화동산 조성, 산책로 정비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더 쾌적한 망우리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용운, 방정환, 이중섭 등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어간 인물 60여 명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은 공동묘지의 이미지를 벗고 숲과 산책로가
있는 주민들의 힐링공간이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망우리공원 중랑구로 관리 위임('20. 7월 ~)
추모기억공간화
- 이태원 합장묘 정비(’20 ~ ’21)
- 13도 창의군탑 주변 정비 및 묘역 재정비(’21)
콘텐츠 개발
- 유관순열사 순국 100주년(’20), 101주년(’21) 기념행사
- 문학제와 시낭송 개최, 인문학 강의 및 사진전 개최(’21)
- 중랑구 역사문화아카이브 구축
시설정비
- 망우리공원 무궁화동산 조성(’20)
- 산책로 정비 및 화장실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21)
망우리공원과 신설('21. 7월)
중랑망우공간 준공('21. 12월)

도심에서 자연을 벗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민선7기 들어서 중랑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적극적으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신내동에 1개소, 망우동에 2개

2019년부터 매년 가정에서도 손쉽게 작물 재배가 가능
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으로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합
도시농업팀(’19. 1월) 및 도시농업과(’21. 7월) 신설

중랑행복농장 개장 : 신내1호(’19. 4월), 망우1호(’20. 4

상자텃밭 보급 : (’19) 1,064개 (’20) 1,980개 (’21) 2,5

「제9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서울시-중랑구 공동 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 (’20) 768명 (’2

주민과 함께하는

「THE 깨끗한 중랑」 만들기
중랑구는 주민과 함께 더 깨끗하고 쾌적한 중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매주 주민과 구청장이 함께 새벽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말하는 CCTV와 이동형 CCTV를 골목 곳곳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중랑구는
자발적으로 내 집 앞 청소에 앞장서는 주민, 점포를 발굴하여 「THE 깨끗한 집」으로
선정하고 명패를 수여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모바일
접수 및 결제시스템 도입, 음식물 쓰레기 직송 처리 확대 등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9.4㎞

3년간 주민과 함께 골목청소
매주 1회 주민 2,559명과 함께한 새벽청소 총 91회, 79.4㎞
상습무단투기지역 근절 : 151개소 → 75개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 사가정 젊음의 거리, 태릉시장, 봉화산로56길(신내구길) 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복지 중랑
민선 7기 중랑구는 소외되는 사람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의 수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2021년 복지 예산은 2018년 대비 53% 증가하고 장애인의 공공
일자리 수도 매년 20%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수어통역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1년 62개소까지 확충하고 공동육아방,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휠체어와 유모차도 불편 없이 봉화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무장애숲길인 ‘봉화산 동행길’ 1단계 구간(봉수대공원 ~ 봉화산 정상)이 개통되어
누구나 편리하게 봉화산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중랑구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창업카페, 일자리카페를 운영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물과
행복하게 공생하는 중랑을 만들고자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 응급진료, 길고양이
중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연 15% 확대

1,280명

1,946명

(’18년)

(’21년)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 (’18) 330 ~ 490천원 → (’21) 430 ~ 590천원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원율 50%까지 확대 : (’18) 43개소 → (’21) 62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확대 : ('18) 73백만원 → ('21) 440백만원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도시농업팀을 신설하고 관련

개소의 농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텃밭을 분양하였으며,

능한 상자텃밭을 보급, 도심에서도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중랑구는 ‘도시농업과’를 신설하여 스마트팜 모델 개발, 도시농업

합니다.

4월), 망우2호(’21. 5월)

500개

개최 : ’20. 9월

21) 1,185명

공동육아방 조성 : (’18) 10개소 → (’21) 12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 : (’20) 1개소 → (’21) 2개소
장애인 복지 예산 ’18년 대비 53% 증가 : (’18) 240억 원 → (’21) 369억 원
장애인 공공일자리 연 20% 확대 : (’18) 98명 → (’21)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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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바른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처리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9월 9일 제2차
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0회
홈페이지 council.jungnang.go.kr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의를
마친 뒤 9월 4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혁)를 열어 777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18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2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했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김영숙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고 전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9월되고
9일 경제
제2차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0회
구민의 삶을 바꾼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중랑구의회 최고의 조례를 뽑아주세요!
2021년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중랑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구민의 삶을 바꾼 조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선정합니다.
심의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BEST3를
마친 뒤 9월 4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방법
① PC·모바일에서
(위원장 서상혁)를 열어 777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제중랑구의회 홈페이지(council.jungnang.go.kr) 접속 → 참여마당 → 설문조사
② 중랑구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택
그 결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참여기간
2021.18억
9.15.(수)~10. 8.(금)  참여문의 02-2094-2072
구민의
삶을
바꾼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9일최고의 조례 후보
①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②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관한
조례안」을
조례 비롯한
③
중랑구
22건의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전통시장
④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⑤ 중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⑥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⑦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⑧ 중랑구어려움을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구민
조례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⑨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⑩ 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중랑구의회 소식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처리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 김영숙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구민의 삶을 바꾼

중랑구의회 최고의 조례를 뽑아주세요!
중랑구의회 개원 30주년!
지 방 의 회 부활 30주년!

2021년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중랑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구민의 삶을 바꾼 조례
BEST3를 선정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① PC·모바일에서 중랑구의회 홈페이지(council.jungnang.go.kr) 접속 → 참여마당 → 설문조사
② 중랑구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택
 참여기간 2021. 9.15.(수)~10. 8.(금)

 참여문의 02-2094-2072

구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후보
①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②중
 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⑥중
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⑦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③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⑧ 중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④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⑨ 중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⑤ 중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⑩ 중랑구 금주·금연 청정공원 지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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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예결특위)를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원이 예결특위

중랑구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위원장 서상혁 의원, 부위원장 임익모 의원 선출

결특위가 심사한
다.

해 코로나19 장기화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서상혁 의원

임익모 의원

왕보현 의원

이병우 의원

조성연 의원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추경예산은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었습니다.

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랑구’로 이동)]을 통하여

보 의원

4,400만 원, 특별회계 6,800만 원의 감액분 등 776억 7,600만 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상혁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성하고 9월 6일 예결특위 회의를 통해 위원장에 서상혁 의원, 부위원장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임익모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또한 왕보현 의원, 이병우 의원, 조성연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구민들을 위해 쓰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8일 까지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하였으며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한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77억

자, 조성연, 최경보,

2021년도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일정

연, 조희종, 최경보,

연, 조희종, 최경보,

주 의원

회의구분

회의기간

일수

주요 부의안건

제251회 임시회

10. 15.(금) ~ 10. 22.(금)

8

• 일반안건 처리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52회 정례회

11. 29.(월) ~ 12. 21.(화)

23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일반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 상기 회의기간 및 부의안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의결 의원발의 조례

모, 장신자, 조성연,

지난 제250회 임시회(8.30.~9.9.) 때 의결된 중랑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9건을 소개합니다. 조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의회 홈페이지(council.jungnang.
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 elis.go.kr(‘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이동)]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성연, 최경보,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자 최경보 의원

발의자 김미숙, 나은하, 박열완,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오화근, 왕보현,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의원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은주 의원

종, 최경보, 최은주

종, 최경보, 최은주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자 조희종 의원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최경보, 최은주 의원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최경보, 최은주 의원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 왕보현 의원

대표발의자 조희종 의원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은승희,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의원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최경보, 최은주 의원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자 장신자 의원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의원

왕보현, 은승희,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의원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자 박열완 의원
발의자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장신자,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의원

10
건강톡톡

건강톡톡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대 상 어린이 및 임신부, 어르신, 중증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접 종 기 관 인플루엔자 지정 병·의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2회 접종 대상 : 만 9세 미만 중 처음 접종 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44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대 상중증
만 65세
어르신(생일 상관없이 ’56. 12. 아름다운
31.이전 출생자)
중 폐렴
대
상 어린이 및 임신부, 어르신,
장애인이상
및 의료급여수급자
순우리말
“달月” 이름에 착안하여 5월 ~ 10월 매달 운영됩니다.
구균 예방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접 종 기 관 인플루엔자 지정 병·의원
매일 5,000보(일일 8,000보 제한)이상, 기간 내 15만보를 걸으면 목표달성!
기 간 연 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에서폐렴구균
확인 가능)
‘워크온’ 걷기 앱 설치 후 챌린지를 참여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장 또는
소 어르신
위탁의료기관(주소지 상관없음)
※
관내
위탁의료기관
:
중랑구청
및
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해도 걸음 수가 누적이 됩니다.
대 상
기 간
비 고
누구나 걷기만
준 비 물 신분증
’21. 9. 14.(화) ~
대
상 5년누구나
참여가능(워크온
앱 설치 후, 중랑구 걷기커뮤니티 가입)
대상만 65세 이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후 접종
가능
만 6개월 ~ 13세 2회 접종 ※
’22. 4. 30.(토)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25,
0838
어린이
(’08. 1. 1. ~
기
간 10. 1.(금) ~ 10. 31.(일)
’21. 10. 14.(목)
건강돌봄팀이
집으로~방문하는
’21. 8. 31. 출생자) 1회 접종 대상
장
소 제한 없음
’22. 2. 28.(월)
「건강돌봄서비스」
받으세요!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2-2094-0815
건강관리에
어르신이 본인의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21. 9.도움이
14.(화) 필요한
~
임신부
임신주수 상관없음
있도록 건강돌봄의사(보건소,
동네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22. 4. 30.(토)
영양사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집중관리 서비스를
만 75세 이상
’21.구성된
10. 12.(화)
~
인플루엔자
제공해
드립니다.
(’46. 12. 31. 이전 출생자)
’22. 2. 28.(월)
4가 백신
대 상 입·퇴원 등 건강문제로 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만 70세 ~ 74세
’21. 10. 18.(월) ~
(복합만성질환자, 지속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 등)
어르신
(’47. 1. 1. ~ ’51. 12. 31. 출생자)
’22. 2. 28.(월)
지 원 내 용 3개월 맞춤형 집중관리 서비스
만 65세 ~ 69세
’21. 10.
21.(목) ~영양, 복지서비스 연계 등)
(질환관리,
재활운동,
(’52. 1. 1. ~ ’56. 12. 31. 출생자)
’22. 2. 28.(월)
의약과 방문보건팀
☎ 02-2094-0141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21. 10. 25.(월) ~ 걷기 챌린지
중증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10월 하늘연달 소소하게 나 혼자 걷기
’21. 12. 11.(토)
아름다운 순우리말 “달月” 이름에 착안하여 5월 ~ 10월 매달 운영됩니다.
※ 2 회 접종 대상 : 만 9세 미만 중 처음
접종
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기간 내 15만보를 걸으면 목표달성!
매일
5,000보(일일
8,000보
제한)이상,
‘워크온’ 걷기 앱 설치 후 챌린지를 참여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누구나
걷기만
해도 걸음
수가 누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44
대 상 누구나 참여가능(워크온 앱 설치 후, 중랑구 걷기커뮤니티 가입)
기 간 10. 1.(금) ~ 10. 31.(일)
장 소 제한 없음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2-2094-0815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단, 개의 경우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
일
시 10. 15.(금) ~ 10. 29.(금)
(단, 개의 경우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장
소 중랑구 관내 동물병원
일 시 10. 15.(금) ~ 10. 29.(금)
장
소
중랑구
관내
동물병원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 받으세요!
자 기 부 담 금 예방접종 1건당 5,000원
자기부담금 예방접종 1건 당 5,000원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 ※
상관없이
’56. 12.
31.이
전 출생자)
중 소진
폐렴 시 조기 종료)※ 총 2,000두 접종 지원 예정(약품 소진 시 조기 종료)
총 2,000두
접종
지원
예정(약품
보건행정과않은
동물복지팀
구균 예방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대상 ☎ 02-2094-0752
보건행정과 동물복지팀 ☎ 02-2094-0752
전문의에게
마음
건강
상담
기
간 연 중
받아보세요!
장
소 어르신 폐렴구균 위탁의료기관(주소지
상관없음)
대 상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21년 기준, ’02년생)
담 비 무료 (최대3회까지
지원)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 관내 위탁의료기관 : 중랑구청 및상중랑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
방 법 보건소를 통해 지정 검진의료기관 사전 예약, 신분증
준 비 물 신
 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후 접종 가능
※ 만 65세 이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5년
02-2094-0852
www.jungnang.go.kr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안내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걷기 챌린지

10월 하늘연달 소소하게 나 혼자 걷기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25, 0838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방문하는
「건강돌봄서비스」 받으세요!

전문의에게 마음 건강 상담
받아보세요!

상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21년 기준, ’02년생)

대
상
방

담

비 무료 (최대3회까지 지원)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법 보건소를 통해 지정 검진의료기관 사전 예약,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검진의료기관 

건강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본인의 집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의사(보건소, 동네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집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

상 입
 ·퇴원 등 건강문제로 집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복합만성질환자, 지속관리가 필요한 퇴원환자 등)
지 원 내 용 3
 개월 맞춤형 집중관리 서비스

(질환관리, 재활운동, 영양,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약과 방문보건팀 ☎ 02-2094-0141

정신과의원

소재지

전화번호

성모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동일로 903 (묵2동)

972-4300

세화
면목로 456, 한성빌딩 3층 (면목본동) 439-5522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이종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사가정로 384, 5층(면목동)

2209-2209

성모누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면목로 299 3층(면목동)

6952-5222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 ☎ 02-209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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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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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 학부모 아카데미

옹기테마공원 10월 체험프로그램 안내

대

상 초·중·고 재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누구나

접수기간 9. 15.(수)부터 선착순

일

시 10. 7.(목) / 10. 14.(목) / 10. 21.(목) / 10. 28.(목), 10:00 ~ 12:00

프로그램 옹기·목공예·한지공예 일일체험, 성인 정규반 등

장

소 중랑구청 지하대강당

위

치 신내로21길 116(신내동)

※ 자세한 내용은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자
 녀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정리스킬 등

예약방법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jnfac.or.kr)에서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참조

옹기테마공원 ☎ 02-3407-6546~7

신청방법 9. 27.(월)부터 중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마감)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 ☎ 02-2094-1907~9

10월 온라인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대상 중랑구민 누구나

수 강 료 무료

중
 랑여성인력개발센터 10월 강좌 수강생 모집
신

청 방문 및 인터넷(http://jungnang.seoulwomanup.or.kr) 접수

장

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상봉동 동부시장 입구)

프로그램
▶ 내일배움카드과정 : 컴퓨터 기초, 직업상담사2급(1차), 포토샵 실무활용 등

교육방법 화상 솔루션을 활용한 랜선교육(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참여)
※ 선정된 수강생은 사전교육 실시 (교육 접수 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 일반유료과정 : 미용헤어펌&드라이, 한글문서 작성, 엑셀 등
▶ 고용노동부지원 집단상담 과정

접수기간 9. 27.(월) 09:00 ~ 9. 30.(목) 18:00 선정자 발표 10. 1.(금) 13:00

• 기본 : 10. 18.(월) ~ 10. 22.(금) 09:30 ~ 13:30

교육시간 월 ~ 목 09:00 ~ 18:00(1회당 2시간 30분)

• 심화 : 10. 6.(수) ~ 10. 8.(금) 09:30 ~ 13:30

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활용 등

※ 카카오톡 상담ID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접수방법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및 기초반은 콜센터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094-0579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02-3409-1947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10월 프로그램

초
 보자를 위한 11~12월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9. 27.(월) 14:00 ~ 선착순 마감(프로그램별 일부상이)

접수기간 10. 5.(화) 09:00 ~ 10. 12.(화) 18:00

신청방법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center.jungnang.go.kr)

모집대상 관내 거주 20세 이상 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장

프로그램 당구, 볼링, 스쿼시, 탁구, 달리기

소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강의실(상봉동)
구분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참조
접수방법 중랑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접수(메인화면 우측중앙)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팀 ☎ 02-2094-0065

명사특강

평생학습 10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평생학습관
접수 : 9. 29.(수) 10:00 ~ / 수강료 : 1만원 / ☎ 02-2094-1926~7
프로그램명
영화와 드라마로 보는
‘역사의 한 장면’

강의일정
11. 12. ~ 12. 10.
금 10:00 ~ 11:50

가족
평생학습

프로그램명

날짜

대상

책의 의미와 독서법

10. 1.(금)
10:00 ~ 12:00

학부모 70명

코로나 학습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엄빠표 자기주도학습법

10. 7.(목)
10:00 ~ 12:00

학부모 70명

미래사회 인재

10. 21.(목)
10:00 ~ 12:00

학부모 70명

<저학년>자녀와 함께하는
오조봇이보 메이커

10. 17.(일)
10:30 ~ 12:30

초등(1~3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족

<고학년>자녀와 함께하는
오조봇이보 메이커

10. 17.(일)
14:00 ~ 16:00

초등(4~6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족

고려청자를 통해 보는
고려문화

10. 24.(일)
10:30 ~ 12:30

초등(1~3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족

프로그램명

강의일정

플러스펜화
(※ 추첨제)

10. 21.(목)
16:00 ~ 17:50

해인사 장경판전을 통해 보는
고려 정치

10. 24.(일)
14:00 ~ 16:00

초등(4~6학년)
자녀와 부모, 10가족

가죽공예
(※ 추첨제)

10. 27.(수)
15:00 ~ 17:50

고교박람회(특성화고)

10. 5.(화)
16:00 ~ 19:00

학생·학부모

고교박람회(일반고)

10. 29.(금)
16:00 ~ 19:00

학생·학부모

진학
프로그램

동네배움터
접수 : 9. 29.(수) 10:00 ~ / 수강료 : 무료 / ☎ 02-2094-1928~9
프로그램명

강의일정

프로그램명

강의일정

수시면접컨설팅(온라인)

10. 13.(수) ~ 10. 23.(토)
16:00 ~ 21:00

고3 학생 150명

디지털 문해교실
(온라인)

10. 13. ~ 11. 10.
수 10:30 ~

[서일]
웃음치료/디지털문해

10. 5.
화 14:00 ~

전공멘토링 DAY

10. 7.(목), 10. 21.(목)
18:00 ~ 19:00

중·고등학생 20명

[면이음]
참 쉽죠? 주식투자

10. 18. ~ 11. 4.
월, 목 14:00 ~

생애주기 관리 프로그램
멘티 모집

상시 모집

초 5, 6학년 ~ 고1

[면이음]
전통매듭을 배워요

10. 7. ~ 10. 28.
월, 목 16:00 ~

[ㅎㅎㅎ]
10. 5. ~ 10. 28.
손뜨개로 준비하는 겨울 화, 목 14:00 ~
슬기로운 부모교육
(온라인)

10. 14. ~ 10. 21.
화, 목 10:00 ~

[행복터]
10. 19. ~ 10. 28.
라탄으로 일상을 담다2 화, 목 10:00 ~

[쏙쏙]
10. 25. ~ 10. 27.
쉽게 알아보는 자산관리 월, 수 10:00 ~

멘토링

[보배터]
내 삶 나만의 글쓰기

10. 12. ~ 11. 2.
화 10:00 ~

학습
프로그램

「MBTI 성향별 학습법」
참여자 모집

10. 13.(수), 10. 20.(수)
15:00 ~ 17:00

초등학교 5, 6학년
60명

[그리다]
플러스펜 감성일러스트

10. 12. ~ 11. 2.
화 10:00 ~

학부모
역량강화

학부모 코칭맘(초·중등)

10. 26.(화) ~ 11. 9.(화)
14:00 ~ 15:30

초·중등 학부모
30명

타로카드 배우기
(온라인)

10. 20. ~ 10. 25.
수, 금, 월 14:00 ~

매주 화 ~ 금
16:00 ~ 17:30

초등학생

[나비우채]
생활 가죽공예

10. 12. ~ 10. 19.
화 10:00 ~

매주 토 10:00 ~ 12:00
/ 13:00 ~ 16:00

중학생

※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조

4차산업
프로그램

미래직업탐사대
(AI, 3D 모델링 등)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 02-2094-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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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안테나

중랑안테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집합제한·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 개 업 일 : ’21. 6. 30. 이전 (※ 사업자등록증 기준)
- 영업상태 : ’21. 7. 6. 기준 폐업 상태 아닐 것
지원금액 방역조치 및 매출액에 따라 40만 ~ 2,000만원 차등 지원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 1899-8300
지원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집합제한·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과 주택가 환경개선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
상
중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개 업 일 : ’21. 6. 30. 이전 (※ 사업자등록증 기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전면 교체되어 무상으로 대여해
(단,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
- 영업상태 : ’21. 7. 6. 기준 폐업 상태신청기간
아닐 것9. 27. ~ 10. 8.(예정)
드립니다. 사용하시던 용기는 세척하여 재활용품 수거일에
융자규모
업체당 1억원
지원금액 방역조치 및 매출액에 따라 40만
~ 2,000만원
차등한도
지원
내놓으시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합니다.
융자조건 대출금리 0.8%(’21. 12. 31.까지 한시적),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일정 및 신청방법
대
상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25리터)를 사용하는 모든 주택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2-2094-1294
대 상
일
정
신청방법
온라인 쇼핑몰 무료 창업교육(유튜브 Live)
대여수량 주택별 1개(연립주택, 빌라 등은 2개까지 가능)
증빙자료 확인 필요, 대 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희망(또는 운영중) 관내 상공인 및 주민
확인지급
9월말 ~
기
간 10월 ~ 11월
증빙자료 제출
지원 유형 변경 신청 등 (선착순 60명)
(중기부
상세 안내
확인)
일 시 10. 13.(수) ~
11. 12.(금),
월ㆍ수ㆍ금
10:00 ~※13:00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업체
11월중
장 소 유튜브 채널 Live(12. 30.까지 다시보기 제공)
청소행정과 음식물종량제팀 ☎ 02-2094-1933
☎ 1899-8300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9. 27.(월) ~콜센터
10. 5.(화)
중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참여방법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유튜브 접속 URL 전달
※ 신청 시 신청자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서울상공회의소 중랑구상공회 ☎ 02-437-0501~2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대 상 중랑구 거주 여성 1인 단독가구(여성 법정한부모가구 포함)
일 시 9. 1. ~ 11. 30.(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5일까지 월별 신청)
신청방법
대
상 중
 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1) 중랑구청 및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일대학교 부설주차장 일부를 10월부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신청기간 9. 27. ~ 10. 8.(예정)
위
치 서일대학교 부설주차장(면목동49-3)
2)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이메일(jungnang4142@
naver.com)
또는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제출
융자규모 업체당 1억원 한도
주차대수 109대(지하1층 57대, 지하2층 52대)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02-2094-1765
융자조건 대출금리 0.8%(’21. 12. 31.까지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시적),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상환
02-435-4144 운영시간 평일 19:00 ~ 익일 08:00, 주말·공휴일 전일 운영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2-2094-1294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교체됩니다
운영개시일 10월 중(예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과 주택가 환경개선을 위해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 02-2094-2652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전면 교체되어 무상으로 대여해
드립니다. 사용하시던 용기는 세척하여 재활용품 수거일에
내놓으시면 수거업체에서 수거합니다.
대 상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25리터)를 사용하는 모든 주택
대여수량 주택별 1개(연립주택, 빌라 등은 2개까지 가능)
대
상 온라인 쇼핑몰 창업 희망(또는
상공인 및 주민
기 운영중)
간 10월 관내
~ 11월
※
자세한
일정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문의
(선착순 60명)
청소행정과 음식물종량제팀 ☎ 02-2094-1933
일
시 10. 13.(수) ~ 11. 12.(금), 월ㆍ수ㆍ금
10:00
~ 13:00운영
서일대학교
개방주차장
서일대학교
부설주차장
일부를 10월부터 지역 주민에게 개방합니다.
장
소 유튜브 채널 Live(12. 30.까지 다시보기 제공)
위 치 서일대학교 부설주차장(면목동49-3)
신청방법 9. 27.(월) ~ 10. 5.(화) 중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주차대수 109대(지하1층 57대, 지하2층 52대)
참여방법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유튜브운영시간
접속 URL
평일전달
19:00 ~ 익일 08:00, 주말·공휴일 전일 운영
운영개시일
10월
중(예정)
※ 신청 시 신청자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 02-2094-2652
서울상공회의소 중랑구상공회 ☎ 02-437-0501~2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간편하게
보조금 24에서 정부 혜택 확인·신청하세요
www.jungnang.g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세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교체됩니다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일대학교 개방주차장 운영

온라인 쇼핑몰 무료 창업교육(유튜브 Live)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간편하게
보조금 24에서 정부 혜택 확인·신청하세요

온라인 이용방법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세트 지원
대

상 중랑구 거주 여성 1인 단독가구(여성 법정한부모가구 포함)

일

시 9. 1. ~ 11. 30.(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5일까지 월별 신청)

어디서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앱 ※ 회원가입 필수

누가

본인

오프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누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지원내용
어떻게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가정용
CCTV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어떻게

1

 인신분증 지참,
본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 1회)

2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

정부혜택 확인·신청

3

상세내용 확인·신청

1

 부24 로그인 후
정
보조금24 클릭

2

3

신청방법
1) 중랑구청 및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2)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이메일(jungnang4142@
naver.com) 또는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제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02-2094-1765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2-435-4144

내가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이
궁금하다면?
지금바로 확인하세요!

정부24콜센터 ☎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지역콜센터 ☎ 지역번호+120

시즌특집 Ⅰ 망우리공원

망우리공원에서 열리는

유관순열사 순국
제101주년 기념행사
올해는 유관순열사 순국 제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랑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관순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망우리공원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울창한 숲속, 한국 근현대사를 품고 있는 망우리공원에서 유관순열사의 애국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망우리공원과 망우리공원운영팀 ☎ 02-2094-6832

오늘의 평화에 대한
감사와 추모 음악회
일

시 9
 . 28.(화) 14:00 ~ 16:00

유관순열사 순국 제101주년 자율추모

9. 29.(수) ~ 10. 1.(금) 15:00 ~ 18:00
장

소 망우리공원 유명인사 인물가벽

내

용 추
 모 및 가을과 어울리는
클래식, JAZZ 공연

기

간 9. 28.(화) ~ 10. 1.(금)

장

소 유관순열사 분묘합장표지비(이태원무연분묘합장비)

내

용 헌화, 추모사·추모편지 낭독, 추모글 남기기 등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망우리공원 일반 방문객께서는
자율추모기간(9. 28. ~ 10. 1.) 동안 분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로

망우리공원 방문이 더 편해집니다
망우리공원과 신내SKV1센터를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류소가 신설되었습니다.
망우리공원 정류소는 망우로(경춘로)를 사이에 두고 양방향에 설치되었으며, 신내SKV1센터 정류소는 햇살아래공동육아방
(신내역로 131)건너편에 위치합니다. 신설 정류소들은 2021년 9월 17일 첫차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망우리공원을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D

정류소 명칭

정차노선

위치

07-443

망우리공원
Manguri Park

201, 165, 166-1, 65, 202

(서울 → 구리 방향) 망우리공원 오작교 하부 45m 구간

07-444

망우리공원
Manguri Park

201, 165, 166-1, 65, 202

(구리 → 서울 방향)
서울 - 구리 경계(해치像)로부터 서울방향으로
약 10m 이격된 위치에서 45m구간

07-446

신내SKV1센터
Sinnae SKV1 Center

241, 260, 2114, 2227, 2235

햇살아래공동육아방(신내역로 131) 건너편 후방 30m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02-2094-2573

중랑문화원 2021년 하반기 인문학 강좌

망우리공원 속 문화ㆍ예술가 산책
기

간 10. 25(월) ~ 11. 8(월), 매주 월요일 10:00 ~ 12:00

대

상 각 강연별 중랑구민 16명

장

소 중랑아트센터 전시실

접

수 9. 27(월) ~ 선착순 전화접수(02-492-0066~7)

일시

강연 제목

강사

10. 25(월) 10:00 ~ 12:00

노필 영화의 장르적 특성과 인생

김종원(영화평론가, 시인)

11. 1(월) 10:00 ~ 12:00 일제강점기 위창 오세창의 예술활동과 문화운동 이동국(예술의 전당 수석 큐레이터)
11. 8(월) 10:00 ~ 12:00

평화와 행복을 그리고 싶었던 화가 이중섭

최석태(미술평론가)
중랑문화원 ☎ 02-492-0066~7

비대면으로 즐기는 가을 문화축제

중랑에서 가을 축제를
축제를 즐겨보자!
중랑구 사람들

명작의 재발견

재능
콩-쿠-르!!

‘동물원
다시 만나기’
‘응답하라 1988’ OST ‘혜화동’의
주인공, 가수 동물원과 중랑구민이

2021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서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뽐낼

함께 한 프로젝트입니다. 구민이

구민 연예인을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낸 중랑구의 이야기를 노래로

 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참가분야 장
나만의 다양한 재능
참가방법 나만의 재능을 2분 내외 영상으로 촬영, 이메일
접수(festival@jnfac.or.kr)
※ 복고 컨셉으로 연출 시 가산점 부여

만드는 ‘당신이 작사, 동물원 작곡’,
구민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동물원
노래 새로 부르기 ‘동물원 갈래?’는
10월 중 중랑문화재단 유튜브에서
영상이 공개됩니다.

 랑구 거주자 또는 직장 및 학업생활을 하는 누구나
참가자격 중
접수기간 9. 13.(월) ~ 10. 6.(수)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이어 비대면

중랑문화재단 축제공연팀 ☎ 02-3407-6535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랑문화재단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갑니다.
중랑문화재단 축제공연팀
☎ 02-3407-6532

메모리얼 아-이콘

망우리공원에 잠든 노필 감독의 작품 ‘붉은 장미의 추억’을

'노필' 드라마

담아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10월 중랑문화재단

낭독공연 형태로 각색하고 다양한 영화적 상상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1 중랑 북페스티벌
2021 중랑 북페스티벌이 10월 16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봉화산 근린공원에서 열리는 ‘2113 도서교환전’과
중랑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강원국 작가의 저자강연회, ‘랜선 어린이 독서골든벨’이 진행됩니다.
집에서도 코로나19 걱정 없이 중랑 북페스티벌에 참여해보세요!
일

시 10. 16.(토) 11:00 ~ 16:00

장

소 봉화산 근린공원 및 중랑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

의 문화관광과 도서관팀 ☎ 02-2094-1834

사전접수 프로그램 이렇게 신청하세요
중랑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인터넷 접수 → 구청 → 문화행사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 저자강연회
랜선 어린이 독서골든벨

신청기간 9. 27.(월) ~ 10. 1.(금)

신청기간 9. 30.(목) ~ 10. 13.(수)

강의장소 중랑구청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강의방식 변동 가능

진행방법 중
 랑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참여
신청대상 초등 1 ~ 3학년 어린이

대

상 성인 누구나(접수 선착순)

리의 중랑)

15
문화와 사랑이 있는 행복한 우리동네

www.jungnang.go.kr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

가을에 다시 피어나는
중랑천 장미를 아시나요?

2021 중랑아트센터 특별기획전 〈그대, 평온하신가〉
기

간 9. 28.(화) ~ 11. 13.(토)

※ 매주 일·월요일 휴관

전시인물 노 필(영화감독), 박인환(문학가), 오세창(서예가), 이중섭(화가)
관람방법 회차별 예약제
장

※ 자세한 내용은 중랑아트센터 홈페이지(www.jnac.or.kr) 참조

소 중랑아트센터 제1·2전시실

관 람 료 무료
중랑아트센터 ☎ 02-3407-6541

2021 문화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나대기 프로젝트〉
기

간 10. 18.(월) ~ 12. 6.(월) 매주 월요일 14:00 ~ 17:00

대

상 교육예술에 관심이 있거나 예술교육의 경험이 있는 예술전공자 15명

매년 5월, 성대한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는 중랑천 중랑장미

우대사항 지역 내 예술분야 전공자 우선 선발

공원에는 가을에도 다시 한 번 장미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신청방법 중
 랑아트센터 홈페이지 → 공모·소식 → 신청서 작성 → jnart@jnfac.or.kr로 제출
짝 피어납니다.
고 지기를
※ 9. 13.(월) ~ 10. 11.(월) 자정까지, 이메일 접수
답게 피어나
소 중랑아트센터
참 가 비 무료
(묵동 375) 장
수경공원(중
중랑아트센터 ☎ 02-3407-6538
원(면목동

중랑천의 장미는 연속개화성을 가진 ‘사계장미’로 장미가
생육하기 적절한 기온인 15~27℃에서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중랑장미공원의 장미정원을 대상으로 8월경
전정(가지치기)을 하여 10월 중순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장미는 ▲묵동천

제9회 중랑 청소년 및 구민 백일장 공모전
기

간 10. 1.(금) ~ 10. 31.(일)

대

장미정원(묵동 335) ▲수림대 장미정원(묵동 375) ▲제1
연육교 장미정원(중화동 363) ▲이화교 장미정원(중화동

상 중랑구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382) ▲스카이워크(중화동342-2) ▲중화수경공원(중화동

공모주제 주제 6개중 1개 선택하여 관련 글쓰기(①이웃 ②봉화산 ③산바람 ④중랑천 ⑤배밭 ⑥우리의 중랑)

381-3) ▲중랑철교 장미정원(중화동 410-7) ▲겸재교 장미

공모분야 ▶
 운문(시) : 2편 이내 ▶ 산문(생활문, 기행문) :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정원(면목동 1338-12) ▲면목천 장미정원(면목동 727-78)

시상내역 대상(3명), 금상(6명), 은상(12명), 동상(18명)

등 9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운문·산문 부문별 지급 /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각각 지급

탐스럽게 피어난 장미와 함께 가을의 중랑천변에서 코로나

접수방법 참
 가신청서와 작품 이메일(jungnangcc@naver.com)로 접수

19로 답답해진 마음을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중랑문화원 홈페이지(www.ejnc.kr) 뉴스&공지 게시판

참,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방문·우편접수 가능

공원녹지과 중랑장미팀 ☎ 02-2094-2373
중랑문화원 ☎ 02-492-0066

과

우리동네이야기

? <13면 참조>
옹기테마공원
드립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면목3·8동

마을협치과

신내2동

안녕하셨어요? 반찬 왔어요~
안부를 묻는 밑반찬 배달

대한적십자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
중랑구 의료진에게 간식 전달

관내 복지관과 어르신 복지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면목3·8동에서는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안부를 묻는 밑반찬 배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중랑지구협의회는 지난 8월 27일
중랑구 의료진에게 간식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지친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내2동은 9월 7일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경애)과
함께 고독사 예방과 어르신 복지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독자 QUIZ
다음 중 9월 17일부터 새롭게 시내버스 정류소가 운영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진 곳은 어디일까요?
① 중랑구청, 용마폭포공원

② 중랑문화체육관, 봉수대공원

③ 망우리공원, 신내SKV1센터

④ 면목역, 옹기테마공원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힌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9. 28.(화) ~ 10. 10.(일)

당첨자발표 10. 11.(월)

기재사항 정답 체크 + 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추첨방법 컴퓨터 전산추첨

정답 올리실 곳 중랑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인터넷 접수

당첨자 확인 중랑구청 홈페이지 >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구정소식
※많
 은 중랑구민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당첨자격은 일 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3면 참조>

중랑구민 모두가 코로나 시대의 영웅입니다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중랑구민 백신접종 현황

접종장소

(’21. 9. 15. 기준)

접종현황

연령대별 현황
1차

257,170명

1차

1차

2차

제1예방접종센터

(중랑문화체육관)

1차

2차

접종시간 08:30~16:00

(66%)
1차

2차

93%

92% 90%

145,340명

88%

87%

(37%)

2차
36%

75세이상
(27,255명)

전체인구 388,911명

50~59세
(67,915명)

60~74세
(78,053명)

57%

2차

제2예방접종센터

16%

(중랑구청)

18~49세
(174,140명)

접종시간 08:30~16:00

동네병의원(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 안내 잔여백신 안내 받고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 받으세요!
-대

112개소
접종 병의원 확인

상 50대 이상 백신 미접종자

- 접종장소 연계 동네 병의원
- 접종방법

-문

☞ 중랑구 홈페이지 참조

의

보건소에서
미접종자에게 문자전송

중랑구 보건소 ☎ 2094-0150~2
문자받은 후
보건소로 문의전화

※준
 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동네 병의원 안내받아
잔여백신접종

중랑구 코로나19 특별대책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21. 9. 6.(월) 9시 ~ 10. 29.(금) 18시

’21. 9. 13.(월) 9시 ~ 10. 29.(금) 18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중랑구민 341,522명(구민의 86.6%)]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홈페이지,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방문
(16시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시 문자통보)

현장지급

- 신청기간 ’21. 9. 6.(월) ~ 10. 29.(금)
-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카드사 홈페이지,
앱

- 지급수단 신
 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콜센터,
ARS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시 문자통보)

- 사용기간 지급일부터 ’21. 12. 31.(금)까지 사용가능
-문

- 이의신청 ’21. 9. 6.(월) ~ 11. 12.(금)

의 국
 민지원금 전용콜센터 ☎ 1533-2021, 국민콜 ☎ 110, 다산콜 ☎ 120,
중랑구청 콜센터 ☎ 2094-1840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방문) 동 주민센터

다중이용시설 안심콜(전화출입명부)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1. 8. 2.(월) ~ 12. 31.(금)

-문

의

- 지원대상 중랑구보건소 인·허가 업소(위생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2094-0761

- 지원내용 안심콜 통신료 전액 및 홍보물 지원

오락실, PC방, 목욕장, 숙박업,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 2094-0762

중랑구 선별검사소 안내
드라이브 스루 임시선별검사소
위

치 망우저류조 공원 내(망우동94-1)

※ 망우리공원 입구 300m 전에 있습니다.
운영시간

중랑구 보건소 봉수대 공원앞(봉화산로179 중랑구청)

(평일) 9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8시
면목역 광장 면목역 3번 출구

(평일) 9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8시

- 평일·주말·공휴일 : 9시~18시

망우역 망우역사 앞

- 소독시간 : 12시30분~14시30분

(평일) 9시~17시

(주말·공휴일) 9시~1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