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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랑사랑상품권 구매방식 변경
•발행일시 : ’22. 1. 24.(월) 12:00
•발행규모 : 150억 원 규모

경제·생활

 울페이+ ,티머니페이,
•구 매 앱 : 서
신한쏠, 머니트리
※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은 추후 오픈 예정

2022년 1월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품권 종류

1만 원, 5만 원, 10만 원

1만 원 ~ 7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충전 가능

구매방법

현금(계좌이체)

현금 + 카드(신한)

잔액 부족 시 결제 방식

상품권 잔액 결제 후
카드 추가결제

상품권 잔액+카드 합산 결제
(’22. 5월 시행예정)

구매취소

구매 후 7일 이내

상시 가능
기업지원과 ☎ 02-2094-1292

✣2
 022년 지방세 개정
2022년 1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주택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

경정 청구일 다음날

납부일 다음날
세무1과 ☎ 02-2094-1312

✣2
 022년도 중랑구 생활임금 결정
•시

급 : 10,766원

•월

급 : 2,250,094원(월 209시간 기준)

2022년 1월

•적용대상 : 중랑구 및 중랑구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창
 업지원센터 「중랑창업플랫폼」 개관
•위

치 : 신내역로 111, 신내 SKV1센터 6층

•시

 업 입주공간(총 42개), 회의실, 교육 및 세미나실, 라운지 등
설:기

일자리창출과 ☎ 02-2094-2242

교육·문화

2022년 2월

기업지원과 ☎ 02-2094-1272

✣초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2022년 2월

✣ 중랑망우공간 개관
•위

치 : 망우로91길 2,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내

•지원방법 : 서
 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학교에서

•시

 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갤러리카페,
설:주

2022년 4월

전시실, 자원봉사실, 전망대 등

신청하면 학생 및 학부모 스마트폰에 제로페이로 지급

 획전시, 인문학 강의, 탐방 프로그램 등
•운영내용 : 기

※ 초·중학생은 학부모에게 지급

망우리공원과 ☎ 02-2094-6813

•이용방법
▶체
 육복 등 일상의류와 학업에 필요한 도서 등 구매 가능
▶ 서울시 의류·전자기기 판매 업종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가맹점 확인

✣생
 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신입생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금액

1인당 30만 원

(초등) 1인당 20만 원
(중·고등) 1인당 30만 원

2022년 3월

•위

치 : 공릉로2길 8-4, 묵동 청년주택 2층

•시

설 : 다목적 커뮤니티실, 연습실 등

교육지원과 ☎ 02-2094-1915

✣중
 랑구립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신설 2022년 1월
•참여자격 : (실버악단) 만 65세 이상 중랑구 거주자
(청소년 오케스트라) 만 7세 ~ 18세 중랑구 거주자
또는 중랑구 소재 초·중·고 재학생
 1회 정기연습(2시간), 연 1회 정기공연
•활동내용 : 주
문화관광과 ☎ 02-2094-1817

문화관광과 ☎ 02-2094-1817

✣ 서울시 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2022년 3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

해당없음

공립 3,696원
사립 5,562원
교육지원과 ☎ 02-2094-1913

✣ 2022년 출생아동 첫만남이용권 지급

2022년 1월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존 중랑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지급불가하며, 2021년생 출생아는 기존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원

복지·건강

•지급내용 :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여성가족과 ☎ 02-2094-1767

✣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가상현실 프로그램 운영
•대

2022년 3월

상 :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신청기간 : 2. 1.(화) ~ 2. 28.(월)
•신청방법 :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전화(☎ 02-435-7540) 또는 방문 신청
•운영내용 : 회차별로 각각 다른 VR 컨텐츠 게임 진행(회당 20분)
건강증진과 ☎ 02-2094-0869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2022년 4월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 ~ 95개월)

✣ 서울시 보훈수당 지원 확대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대상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자 제외)

참전유공자 전체 대상
(제외 규정 삭제)

보훈예우수당

만 65세 이상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국가보훈처상이7급 보상금액
이상 수령자 제외)

만 65세 이상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 전체 대상
(제외 규정 삭제)

보훈명예수당

생존 애국지사에게 20만 원 지급

생존 애국지사에게
100만 원 지급

 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신청방법 : 아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10만 원
여성가족과 ☎ 02-2094-1794

✣ 영아수당 시행

2022년 1월

2022년 1월

복지정책과 ☎ 02-2094-1624

•지급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동 중 가정 양육하는 아동(0 ~ 1세)
 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신청방법 : 아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지급금액 : 월 30만 원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영아수당으로 변경

양육수당
(매월 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영아수당
(매월 0 ~ 1세 30만 원)
여성가족과 ☎ 02-2094-1767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2022년 2월

•신청대상 :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
 초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2022년 1월

법정한부모지원가구의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만 19세 ~ 64세 장애인
 1회 스포츠강좌이용권(svoucher.kspo.or.kr) 또는
•신청방법 : 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dvoucher.kspo.or.kr)에서 신청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4인가구) 146만 원

(4인가구) 153만 원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4인가구) 219만 원

(4인가구) 235만 원

지원금 인상

월 8만 원

월 8만 5천 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4인가구) 480천 원

(4인가구) 506천 원

기본 지원기간 연장

8개월

10개월

사회복지과 ☎ 02-2094-1695, 1708

체육청소년과 ☎ 02-2094-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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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의무화

2021년 12월

•단독주택 배출요일

환경·안전

배출일

행정동

투명페트병, 비닐

그 외 재활용품

월·수·금

면목3·8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망우본동

금요일

월·수요일

일·화·목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망우3동

목요일

일·화요일

※ 공동주택은 ’20.12월부터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중
 해진 날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배출방법 : 정
-비

닐 : 색상 및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 제거

- 투명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 제거
청소행정과 ☎ 02-2094-1943

✣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개관

2022년 3월

•위

치 : 신내동 315-9(신내어울공원 내)

•시

설 : 환경컨퍼런스홀, 에코공방, 기후위기체험 활동공간 등

•운영내용 : 상설체험전시 및 기획전시, 생태체험, 탄소중립 교육 등

✣친
 환경자동차 충전구획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기준 강화 2022년 1월
•시 행 일 : ’22. 1. 28.(금)
 차구획 50면 이상 건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100면 이상
•단속대상 : 주

맑은환경과 ☎ 02-2094-2452

공동주택 주차장
•부과금액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 주차행위

충전구역 주차 방해, 구획선 훼손 등
방해행위

10만 원

최고 20만 원
맑은환경과 ☎ 02-2094-2403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2021년 12월

•신청방법 : 본인이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 제외

행정·민주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 수 료 : 53,000원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표지색, 개인정보면 재질 및 발급방식 변경

녹색, 종이 재질, 잉크전사 방식

남색,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레이저 각인 방식

여권번호 체계 변경

영문1자리+숫자8자리
(예 M12345678)

중간 숫자를 영문으로 변경
(예 M123A5678)

발급일자, 유효기간 월표기 방법 변경

영문
(예 15 FEB 2021)

한글/영문
(예 15 2월/FEB 2021)
민원여권과 ☎ 02-2094-0633

✣ 서울형 주민자치회 11개동 확대 시행

2022년 1월

•대상지역 : 면
 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4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1동, 중화1동, 묵1동, 망우본동, 신내1동
마을협치과 ☎ 02-2094-0443

✣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2022년 1월

•대상시설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비상급수시설 등
•사물주소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 유형(예 서울의료원 택시승강장 : 신내로 156 택시승강장)
부동산정보과 ☎ 02-209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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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2년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개정 내용
【세무1과】

☏ 02-2094-1312

시행 : 2022년 1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연금 가입대상의 확대로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
☞ (기존) 경정청구일 다음날 → (개정) 납부일 다음날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 개정내용은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납세자 권익 강화 등이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됐습니다.
à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합니다.

• 납세자 권익 강화
√ 납세자가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이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

세무1과

☎ 02-209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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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중랑창업플랫폼』 개관
【기업지원과】

☏ 02-2094-1272

시행 : 2022년 2월

NEW 첨단 산업 창업의 메카
중랑창업생태계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 새롭게 시작해요

첨단 산업 중심의 중랑창업생태계 활성화로 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
√ 유망기업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인 성장 시스템 구축
√ 창업 기업의 대표적 성장 거점의 역할 수행 및 육성
√ 성장 기업의 기업가 정신으로 지역 사회 기여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창업지원센터 『중랑창업플랫폼』
√ 위

치 : 중랑구 신내역로 111 신내 SK V1 Center 6층

√ 구

성 : 기업 입주 및 보육 공간, 회의실, 교육 및 세미나실, 라운지 등

√ 입주공간 : 총 42개(4인 사무실 13개, 1인 사무실 29개)
√ 역

할 : 유망 기업의 조기 발굴 및 보육 성장 공간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

중랑구청 기업지원과

☎ 02-209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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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랑사랑상품권 구매방식 변경
【기업지원과】

☏ 02-2094-1292

시행 : 2022년 1월

‘중랑사랑상품권’이란?
상품권 결제 앱에서 구입 및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지역 상품권
지역 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행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품권명 : 서울Pay+(중랑구)
• 상품권 구매앱
구 분
결제사

결제사 기존앱
신한카드
(컨소시엄 주관사)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카카오페이
(컨소시엄)

카카오페이**

카카오*

신한은행
(컨소시엄)

티머니
(컨소시엄)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톡**

신한쏠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결제앱
서울페이+

신한플레이

* 신한컨소시엄 기술협력사 / ** 2022년 5월 서비스 오픈

• 달라지는 중랑사랑상품권 비교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구매수단

현금(계좌이체)

상품권 종류

1만원,5만원,10만원

현금 + 카드
1만원~ 7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충전 가능

상품권 잔액 부족시
상품권 앱 결제 방식

신용카드 사용불가

카드+상품권 합산결제 가능

▮ 자세히 알아보아요
• 구입방법은? 상품권 구매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구매 즉시 사용가능
• 사용처 확인은? 카카오맵을 이용하여 상품권 가맹점 조회 가능
• 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하반기(연중2회)
• 사용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 소비자 : 상품권 7~10% 할인 구매, 소득공제 30% ※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40%적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

서울페이 고객센터

☎154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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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랑IC 접속 연결로 개통(북부간선도로
【도로과】

진입 접근성 향상)

☏ 02-2094-2693

시행 : 2021년 10월

주변 교통량을 분산처리 및 주변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랑IC 접속 연결로 개통
연결로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부간선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신내IC 이용할 때보다 중랑IC 연결로 이용 시 20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중랑IC 접속 연결로 개통으로 신내IC 상습 정체가 해소 기대
• 양원지구, 신내동, 망우동 등에서 바로 북부간선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북부간선도로 진입 시, 신내IC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함 해소
• 양원지구 등 주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 분산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IC 접속연결로가 무엇인가요?
√ 양원지구와 신내동, 망우동에서 북부간선도로 진입을 위해 신내IC까지 돌아가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양원지구 입주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북부간선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입니다

• 중랑IC 접속연결로 도로신설 사업개요
√ 양원지구 입주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주변도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북부간선도로 연결로 개설사업
사업기간

2021.03. ~ 2021.10.

사업규모

도로폭(B) 8m, 연장(L) 105m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

중랑구청 도로과

☎ 02-2094-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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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청년 재테크 ‧ 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운영
【서울시 청년사업반】

☏ 02-2133-6578

시행 : 2022년 1월

만 19세~39세 서울 거주 청년은 누구나
｢서울 영테크｣에서 재테크 교육 및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취지 :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지원

• 핵심내용 :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무료 재테크 교육 및 상담 제공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재테크 교육 및 상담 신청 기준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재테크 교육) 서울청년포털 및 서울청년생활(유튜브)을 통해 온라인 재테크 교육 영상 청취,
오프라인 교육 참여 가능(서울청년포털 통해 확인)
√ (재무 상담) 재무관리, 소비지출관리, 신용관리 등 비대면-대면 무료 상담
- 상담분야 : 재무진단, 소비지출관리, 신용관리, 부동산 계약 관련 등
※ 서울 영테크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서울청년포털(http://www.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
※ 상담신청 : 서울청년포털/ 메인화면 ‘배너’ 또는 상단 금융‧복지/ 금융지원/ 서울영테크/ 재무상담신청

(상담의 경우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상담 신청시 원하는 시간 유형을 선택 )
√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필요
※ 신청하는 당일에 정부24홈페이지에서 PDF로 무료 다운 받으신 수 제출(발급일이 꼭 명시되도록 체크)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사업반

☎02-2133-6578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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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청년 매입공공주택 확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 02-3410-8550

시행 : 2022년 1월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신축계획 단계부터 민간
건축주와 협의하여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고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조성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변경 전(2021)

변경 후(2022)

청년 매입 임대
공급

연간 1,000호
(매입약정 기준)

연간 3,100호
(매입약정 기준)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39세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대상
√ 지원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의 소득수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21년 월평균 소득 299만원, 총자산 2억 3천 7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매입대상 주택은?
√ 전용 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을 대상

•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어떠한가요?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미혼 청년에 한해 2회 연장 가능(총 6년 거주 가능)
※ 단, 미혼으로 입주했다가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결혼하면 재계약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신청하면 연장 가능)

√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50% 정도로 저렴

• 어떻게 이용하나요?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통해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 서울시는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 2022년에는 총3,100호 매입을 약정하고,
매입 이후 1~2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청약정보▶공고 및 공지▶주택임대)

문의전화

맞춤주택부
청신호주택부

☎02-3410-8550
☎02-6940-8772

경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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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규모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시행 : 2022년 1월

☏ 044-202-719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지원할 예정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변경 전(2021)

변경 후(2022)

국민취업지원제도Ⅰ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지원규모: 50만명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시
취업성공수당(50만원)지급

▮ 자세히 알아보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

지원내용

요건심사형
Ⅰ유형
선발형
Ⅱ유형

취
업
지
원
서
비
스
+

연령

재산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지원요건
소득

15~69세

4억원
이하

(청년은
18~34세)

취업활동비용(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청년: 120%이하)

무관

최대195.4만원)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이상
2년이내 100일
미만(청년: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무관

(청년: 소득무관)

•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2022. 1. 1. 이후 취업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시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신설·지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경제·생활

www.kua.go.kr

☎044-202-7193
2022 중랑생활 ｜ 6

08.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 044-215-4212

시행 : 2022년 1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추진배경 :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 주요내용
√ (임차시기요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을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19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 착한 임대인 적용 대상 확대
구 분

변경 전(2021)

변경 후(2022)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경제·생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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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중랑망우공간 개관
10. 서울시 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11.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12. 중랑구립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13.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14. 중랑미디어센터 개관
15. 묵2동 장미마을 어르신문화센터 개관
16. 묵2동 장미마을 소망어린이공원 조성
17. 서울시 초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09. 중랑망우공간 개관
【망우리공원과】 ☏ 02-2094-6813

시행 : 2022년 3월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중랑망우공간을
건립하여 전시, 문화, 교육, 봉사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 새롭게 시작해요
낡은 공원관리사무소가 중랑망우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탈바꿈) 합니다
중랑망우공간이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건립되는 신축 건물(역사문화공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허브기능을 수행할 센터)로 이용 주민들을 위한 전시,
문화, 교육, 봉사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관시기 : 2022년 3월 예정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91길 2(망우본동), 구 관리사무소 자리

• 주요시설
- 편의시설 : 넓고 편리한 무인관제주차장(29면), 청결한 옥내 신축 화장실(3개소 10개)
- 문화시설 : 1층 갤러리카페, 개방형 상설전시장 겸 휴게 로비, 수정원
2층 기획전시실, 교육실 겸 회의실, 자원봉사실, 전망대
- 관리시설 : 공원, 건물, 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실

• 기획전시
- 장소 : 중랑망우공간 2층 기획전시실
- 시기 : 연 3회(3월/8월/11월)
- 내용 : 망우리역사문화공원 내 주요 인물을 컨텐츠로 한 기획 전시

• 교육 및 탐방 프로그램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 장소 : 중랑망우공간 2층 회의실 및 망우리역사문화공원
- 내용 : 인문학 강의 및 산책로, 묘역 주변 탐방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https://www.jungnang.go.kr/manguriPark

문의전화

중랑구청 망우리공원과

☎02-2094-6813, 6834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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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 전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
【교육지원과】

☏ 02-2094-1913

시행 : 2022년 3월

기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비 경감 및 급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
서울시 전 유치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지원금액

해당없음

공립유치원 3,696원
사립유치원 5,562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추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서울시 공·사립 유치원을 이용중인 모든 유아

• 유치원 급식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학기 중 중식 1식 (간식 및 방학 중 급식은 지원 제외)
√ 공립유치원 한끼당 3,696원 사립유치원 5,562원 지원
※ 공·사립 조리사 인건비 지원유무에 따른 급식비 지원금 차이발생

• 도입시기는 언제인가요?
√ 2022년 3월부터

• 유치원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목표 비율은?
√전체 농‧축산물 구입물량 대비 40% 이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 ‘22년도 40% ⇨ ’23년도 50% ⇨ ‘24년도 60% ⇨ ’25년도 70%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교육·문화

서울특별시 교육청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02-399-689
☎02-2094-1913
2022 중랑생활 ｜ 10

11.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 확대
【교육지원과】

☏ 02-2094-1915

시행 : 2022년 2월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확대 실시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중‧등학교 신입생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

신입생
(초등) 1인당 20만원
(중‧고등) 1인당 30만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입학준비금이란 무엇인가요?
√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초등
학생은 2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제로페이로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학생 및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제로
페이를 발송 ※ 초‧중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지급(만14세 미만의 자는 제로페이 지급 불가)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사용할 수 있나요?(사용시간이나 적용지역)
√ 제로페이는 2월~3월에 학교에서 지급되며, 체육복, 평생복 등 일상의류와 학업에 필요한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의류, 전자기기 판매 업종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https://www.zeropa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어떻게 이용하나요?(이용방법)
√ 교복 미구입 시, 1인당 제로페이 20만원(초등)/ 30만원(중‧고등) 전액 지원
√ 교복 구입 시, 학교 주관구매를 희망할 경우 학교에서 교복비로 지원처리하며 나머지 잔액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교육·문화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 ☎02-2133-3919/ 서울교육콜센터☎02-1396
중랑구청 교육지원과

☎02-2094-1915
2022 중랑생활 ｜ 11

12. 중랑구립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운영
【문화관광과】

☏ 02-2094-1823

시행 : 2022년 1월

어르신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배려, 소통,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중랑구립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신설합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음악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랑구민으로 구성하여 예술
단체 활동을 통해 배려, 소통, 협동심을 기르고 중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구립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 참여자격 : (실버악단) 만65세 이상 중랑구 거주자
(청소년오케스트라) 만7세 ~ 만18세 중랑구 거주자 또는 중랑구 소재 초중고 재학생
√ 활동사항
- 주 1회 2시간 정기 연습 및 필요시 특별 연습
- 연 1회 정기 공연 및 지역 축제 및 행사시 축하 공연 등 수시 공연
√ 추진계획
- ’22. 1. ~ 2.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및 선발
- ’22. 3.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22. 4. ~12. 실버악단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https://www.jungnang.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607

문의전화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02-2094-1823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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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문화관광과】

☏ 02-2094-1817

시행 : 2022년 3월

주민들의 열린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위한 주민소통 공간 제공

▮ 새롭게 시작해요
중랑구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열린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주민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예술가가 일상 속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 위

치 : 공릉로2길 8-4(묵동 176-39), 묵동 청년주택 2층

√ 규

모 : 전용면적 103㎡

√ 주요시설 : 다목적 커뮤니티실, 연습실 등
√ 추진계획
- ’22. 1. ~ 3. 생활문화센터 공간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 ’22. 3.

생활문화센터 개관

- ’22. 4. ~12. 생활문화센터 운영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https://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02-2094-1817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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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랑미디어센터 개관
【홍보담당관】

☏ 02-2094-0578

시행 : 2022년 1월

중랑구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중랑미디어센터가 중랑구민의 새롭고 신나는 일상을 함께합니다!
• 위

치 : 중랑구 용마산로 209 쌍용더플래티넘용마산아파트 공공기여시설 지하층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3번 출구)

• 이용대상 : 중랑구민 누구나
• 이용시간 : (평일) 10:00~20:00 / (토) 10:00~17:00 (일요일·법정공휴일 휴관)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시설 대관은 어떻게 하나요?
① 중랑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간목록 확인·신청
(방송시스템이 포함된 시설은 정회원만 대관가능/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
② 관리자 승인 후 시설 이용

• 미디어 장비는 어떻게 빌리나요?
① 중랑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연회비 1만원, 별도 교육 이수)
② 장비 목록 확인·신청: 대여기간 최대 3일, 캠코더 및 DSLR, 렌즈, 조명 등
③ 관리자 승인 후 센터 방문 대여

• 미디어 강좌는 어떻게 수강하나요?
① 중랑미디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료 결제(선착순, 1회당 수강료 5천 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미디어센터

www.jnmc.or.kr

【문의전화】

공간·장비대여
미디어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02-2094-0662
☎02-2094-0663
☎02-2094-0664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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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묵2동 장미마을 어르신문화센터 개관
【도시재생과】

☏ 02-2094-2802

시행 : 2021년 11월

어르신문화센터란?
기존 한양경로당을 신축하여 경로당
뿐만아니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목적실, 어르신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부엌 등을 조성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장미마을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오손도손 문화생활을 즐기세요!

•묵2동 장미마을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다채로운 노후생활 지원
-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소통의 장
- 다목적실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 공동체정원에서의 가드닝 등 다채로운 문화생활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르신문화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위

치 : 묵동 237-50

√ 이용대상 : 한양경로당 회원 및 지역주민 누구나
√ 시

설

- 지하층 : 다목적실
- 1~2층 : 한양경로당
- 3층 : 공유부엌
- 4층 : 공동체정원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02-6951-0100

문의전화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

☎02-2094-1563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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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묵2동 장미마을 소망어린이공원 조성
【도시재생과】

☏ 02-2094-2802

시행 : 2021년 11월

어린이에게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새로워진 소망어린이공원에서 창의성을 키우세요!

•친환경+창의성이 공존하는 공원
- 창의적 놀이공간을 통해 어린이 신체발달 및 교육효과 증대
- 친환경 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주민 휴식 및 교류 공간 제공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어떻게 바뀌었나요?
√ 위

치 : 묵동 240-100

√ 이용대상 : 누구나
√ 시

설

-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조합놀이대
- 친환경공간에 걸맞은 다양한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체력단련시설
- 다양한 날씨에도 뛰어놀 수 있는 막구조그늘막
- 여름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파고라 하부 선풍기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02-6951-0100

문의전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02-2094-2362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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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시 초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서울시 문화예술과】

☏ 02-2133-2561

시행 : 2022년 6월

초등학생의 문화공연 관람기회 확대로
문화감수성 함양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단체의
공연기회를 마련하여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뮤지컬, 연극, 음악, 무용 등 순수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연단체에게 공연기회 제공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초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서울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술교육 효과와 단체 관람 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어떻게 이용하나요?
√ 2022년 상반기 초등학교 수요조사 시 학교별로 관람할 공연작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나요?
√ 뮤지컬, 음악회,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교육·문화

서울시 문화예술과

☎02-2133-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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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여성가족과】

☏ 02-2094-1794

시행 : 2022년 4월

’22년부터 만 8세(95개월)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만 7세(83개월) 미만 à 만 8세(95개월) 미만
월 10만 원 지급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변경 전

만 7세 미만 아동
(0-83개월)

변경 후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22. 4. 1.부터 시행

√ 만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14.2.1.~'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2년 1~3월분 소급 지급 예정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아동수당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22년 4월부터 시행)
√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앱(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

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02-2094-1794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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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아수당 시행
【여성가족과】

☏ 02-2094-1767

시행 : 2022년 1월

‘영아수당’ 이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만23개월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 양육하는 아동(0~1세)에 월 30만원 지급
• 가정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보장
내 용

영아수당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양육수당

영아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0~1세 30만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기는 보육료지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가정양육 하는 0~1세 영아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월 30만원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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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02-209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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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계급여가 달라집니다!
【사회복지과】

시행 : 2022년 1월

☏ 02-2094-1695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변경 전

변경 후

(4인 가구) 146만원

(4인 가구) 153만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인 경우 제외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 2022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중위3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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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거급여가 달라집니다!
【사회복지과】

☏ 02-2094-1708

시행 : 2022년 1월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4인 가구) 219만원

(4인 가구) 235만원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4인 가구) 480천원

(4인 가구) 506천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지원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별도 지급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문의전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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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시 보훈수당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 02-2094-1624

시행 : 2022년 1월

2022년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해당 유공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내 용

변경 전(2021)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자 제외)

대상: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유공자 전체
(제외규정 삭제)

대상: 만 65세 이상
4.19/5.18/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만 65세 이상
4.19/5.18/특수임무유공자 전체

(국가보훈처상이7급 보상금액 이상 수령자 제외)

(제외규정 삭제)

생존 애국지사에게 20만원 지급

생존 애국지사에게 100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예수당

변경 후(2022)

▮ 자세히 알아보아요
<참전명예 ‧ 보훈예우수당>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4.19/5.18/특수임무유공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매월 25일 보훈수당 10만원을 계좌로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권으로 지급되나, 국가보훈처에 계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
√ 동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 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통장사본 1부를 지참

<보훈명예수당>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생존애국지사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100만원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으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ope/patriot.do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02-209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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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체육청소년과】 ☏ 02-2094-0063

시행 : 2022년 1월

스포츠강좌 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 인상

8만원

8만 5천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기본 지원기간 연장

8개월

10개월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게 월 8만5천원 체육시설 이용(태권도, 수영, 헬스 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이용(지원)대상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소외계층 만5세~18세(2004~2017년생) 유·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지원가구)
√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 만19세~64세(1958~2003년생) 장애인

•

이용(지원)방법 :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연1회 동시접수기간 홈페이지 신청, 그 외 기간 주민센터 방문하여 잔여분
추가 접수) 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금 사용(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결제만 가능)

•

지원범위 : 월 8만5천원 연10개월간 지원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svoucher.kspo.or.kr
https://dvoucher.kspo.or.kr

문의전화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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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년 출생아동‘첫만남이용권’지급
【여성가족과】

시행 : 2022년 1월

☏ 02-2094-1767

‘첫만남이용권’ 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바우처가
출산가정에 지급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2022년 출생아부터 출산가정에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출생아 당 동일한 출산 지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2년 이후 출생한 출생아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출생아 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지급시기 : 2022. 4. 1.~)
√ 기존 중랑구 출산축하금과 중복 불가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2021년생은 지원이 되나요?

2021년생 출생아는 기존 중랑구 출산축하금 지원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중랑구청 여성가족과

☎02-209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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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치매안심센터 가상현실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 02-2094-0869

시행 : 2022년 3월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이제 가상현실 세계에서 재미있게 인지재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중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인지재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란?
- VR 컨텐츠로 눈과 손을 함께 움직이도록(협응) 유도함으로써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절차
안내 및 모집(2월)
· 프로그램 안내
· 대상자 모집

사전평가

프로그램 운영

⇒ · 주관적 기억, 인지
기능, 우울 등 평가

⇒ VR 전담치료사와
프로그램 시행

사후평가
⇒ · 주관적 기억, 인지
기능, 우울 등 평가
· 만족도 조사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대

상 :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60세 이상 어르신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 신

청 : 2022. 2. 1. ~ 2. 28. 중랑구치매안심센터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교육장소 :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예술치료실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회당 20분 소요
- 주의, 집중력, 계산하기, 장보기 등 회기별로 각각 다른 VR 컨텐츠 게임 진행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jungnang.seouldementia.or.kr

문의전화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02-435-7540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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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봉화산 동행길 전 구간 개통 완료
【공원녹지과】

☏ 02-2094-2357

시행 : 2021년 12월

봉화산 동행길 전 구간 개통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산을 오르기 힘든
주민들도 제약없이 봉화산 정상까지
편리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봉수대공원 ~ 정상 ~ 묵동 유아숲체험원

• 규

모 : 3.5 (1단계 1.75 , 2단계 1.75 )

㎞

㎞

㎞

• 사업기간 : 2020. 4. ~ 2021. 12.
• 사 업 비 : 6,000백만원 (특교세

2,900백만원, 특교금 3,100백만원)

• 사업내용 : 무장애 데크길 조성, 숲속쉼터 및 전망데크 등 설치
구 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사업비

2,800백만원(특교금 1,600 / 특교세1,200)

3,200백만원(특교금1,500 / 특교세1,700)

봉화산근린공원(봉수대공원 ~ 정상)

봉화산근린공원(유아숲체험원 ~ 정상)

2020. 4. ~ 2021. 6.

2021. 1. ~ 2021. 12.

위

치

사업기간

▮ 위치도(노선도)
• 1단계 구간(1.75㎞)
- 위

치 : 봉수대공원~정상

- 규

모 : 1.75㎞

- 소요시간 : 약30분~40분

• 2단계 구간(1.75㎞)
- 위

치 : 묵동 유아숲체험원~정상

- 규

모 : 1.75㎞

- 소요시간 : 약30분~40분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02-209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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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서울시청년사업반】

☏ 02-2133-4326

시행 : 2022년 상반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사용비용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취지 :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지원내용 : 만 19세~24세 서울 거주 청년에게 사용 비용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교통마일리지 지급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만 19세~24세 서울 거주 청년 7만 5천명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 신청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 예정

√ 대중교통비 사용 비용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 교통마일리지 지급
√ 대중교통비 지원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24세의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청년
※ 선정 완료 후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 서울시 내 거주기간 동안 사용한 교통비만 지급

√ 모바일 또는 오프라인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청년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청년

•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서울시내에서 이용한 버스, 지하철 사용 요금의 20%를 환산해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 지급
√ 교통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
※ 참여기간 중 만 24세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달부터 마일리지 지급 종료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문의전화

서울시 청년사업반

☎02-2133-4326

복지·건강

2022 중랑생활 ｜ 28

28.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02-2133-9266

시행 : 2022년 1월

혼자 아플 때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립니다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취지 : 청년, 중장년 등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하여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픈 경우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

•

핵심내용 : 1인 생활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동행 서비스를 당일 신청‧이용 가능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행(문에서 문까지 – Door to Door)
√ 병원 내 접수‧수납, 요청시 진료실 동행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 또는 홈페이지(seoul1in.co.kr)로 신청
√ 이용시간: 평일 7시~20시, 주말 9시~18시
√ 당일은 병원 방문 3시간 이전에 신청 가능, 사전예약은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함(주말은 당일신청 불가)

•

비용부담이 있나요?
√ 비용은 시간당 5,000원 (30분 초과 시 2,500원 추가됨)
√ 차량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 2022년부터 중위소득 85%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납부 후 페이백) 시행

•

동행매니저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이용자와 성별이 동일한 동행매니저로 1명이 배정됨
단, 동행매니저 혼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2명이 배정될 수 있음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정보제공
안심동행서비스 신청

https://1in.seoul.go.kr
https://seoul1in.co.kr

문의전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2반

☎02-2133-9266

복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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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년희망적금 출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7

시행 : 2022년 1분기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

사업취지 : 청년층 저축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

핵심내용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 대상은?
√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지원 내용은?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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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의약과】

☏ 02-2094-0923

시행 : 2022년 1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로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업취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장애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 연계로
장애아동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

핵심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종전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하위
50%이하에서 2022년부터는 70%이하로 확대됩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지원대상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영유아 차수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자부터 적용

•

지원내용은?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은?
√ 주소지 보건소(의약과 검진팀) 방문 상담·신청(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지참)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중랑구청 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44-202-2828
☎02-209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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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시행 : 2022년 1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2022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중 두 번 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현행

개편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첫번째)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상한 150만원)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복지·건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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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개관
33. 친환경자동차 충전구획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기준 강화
34. 공동‧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35.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
36.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
37.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한도 상향
38.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32. 중랑구 환경교육의 중심‘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개관
【맑은환경과】

☏ 02-2094-2452

시행 : 2022년 3월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전 지구적 환경 의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중랑구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의 중랑환경지킴이를 양성하는
중랑구 환경교육의 거점센터입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미래의 중랑환경지킴이를 양성하는 중랑구 환경교육의 거점 센터!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2022년 3월에 개관합니다.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315-9(신내어울공원 내)

- 주요시설
지상2층

환경컨퍼런스홀, 에코공방, 휴게공간

지상1층

생태열린마루, 꾸러기마루, 사무실 등

지하1층

기후위기체험 활동공간, 온라인강의실 등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용대상 : 중랑구민 누구나
√ 이용시간 : 상시개방(정기휴관일(월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이용방법 : 전화, 구 홈페이지와 구에서 운영하는 SNS 통해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 : 상설체험전시 및 기획전시, 생태체험, 기후위기/탄소중립 교육 운영 예정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환경·안전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02-209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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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친환경자동차 충전구획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기준 강화
【맑은환경과】

시행 : 2022년 1월

☏ 02-2094-2403

친환경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일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이
확대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친환경자동차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

주차구획 100면이상 주차장

주차구획 50면 이상 주차장

공동주택 및 기숙사 :

공동주택 및 기숙사 :

주차구획 500면이상

주차구획 100면 이상 주차장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친환경자동차 주차방해 행위’란 무엇인가요?
√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어디인가요?
√ 주차구획 50면 이상 건물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이나 100면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일반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10만원
√ 충전구역 주차를 방해하거나 구획선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최고 20만원

•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확대 시행되나요?
√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문의전화

120다산콜센터

☎120

환경·안전

2022 중랑생활 ｜ 35

34. 공동 ‧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 ‧ 비닐 분리배출
【청소행정과】

☏ 02-2094-1943

시행 : 2021년 12월

투명페트병(무색페트병)과 비닐이
나머지 재활용 품목과 구분하여 분리배출
의무화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중이며,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2021년 12월, 단독주택에도 투명페트병, 비닐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투명페트병(무색 페트병)과 비닐(제품 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뽁뽁이 등)은
나머지 품목(유색 페트병, 플라스틱류 등)과 구분하여 목/금요일 단독 배출

▮ 자세히 알아보아요
• 투명페트병, 비닐 분리배출제 왜 해야 하나요?
√ 폐비닐은 이물질이 묻은 경우가 많고, 크기가 작고 가벼워 선별률 저하의 주요 요인입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원료이지만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배출되면 재생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률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 투명페트병, 비닐 어떻게 버리나요?
√ 비닐: 색상 및 종류에 관계없이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를 최소화하여 배출
√ 투명(무색)페트병: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
※불투명 유색 페트병, 일회용컵, 식품포장용기, 양념류 페트병, 요구르트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의 배출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 공동주택 : ‘비닐’은 종전과 같이 분리배출해 주시고, 투명(무색)페트병만 플라스틱 및
유색페트병과 구분하여 별도 전용수거함에 배출합니다. (’20.12월부터 시행)
√ 단독주택 :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무색)페트병’을 별도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각각 담아 배출합니다. (’21.12월부터 시행)

▼ 단독주택 동별 배출요일&배출방법
배출일

행정동

투명페트병,비닐

그 외 재활용품

월·수·금

면목3·8동, 면목5동, 면목7동, 상봉2동,
묵1동, 묵2동, 신내1동, 신내2동, 망우본동

금요일

월‧수요일

일·화·목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4동, 상봉1동,
중화1동, 중화2동, 망우3동

목요일

일‧화요일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환경·안전

중랑구청 청소행정과

☎02-209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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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
【도시경관과】

☏ 02-2094-2516

시행 : 2022년 1월

우리구 곳곳을 공공미술 공간으로 바꾸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새롭게 시작해요
주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며,
디자인 계획 및 설치까지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 밀착형 미관개선 사업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 소규모 노후 옹벽 및 골목길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작품형 공공미술 미관개선 사업
√ 주민공모로 사업 대상지를 접수받아 중랑구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관내·외 미술관련 전문예술인(작가, 단체, 학생 등)과 함께하여 수준높은 작품 구현

• 미관개선 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모기간 : 2022년 2~3월 예정
√ 대 상 지 : 미관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 옹벽 및 골목길
※ 공공부지만 신청가능하며, 공공기능을 가진 사유지는 문의처와 사전 협의 필
※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건축물 보수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환경·안전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02-209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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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묵동천 생태하천 복원 완료!
【치수과】

☏ 02-2094-2762

시행 : 2021년 12월

사계철 맑은 물과 함께 다양한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는 묵동천으로
복원완료하였습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묵동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 완료!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묵동천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하천 유지용수 관로 연장(D300㎜, L=1㎞)[봉화산역~신내IC]
√ 교량 신설 및 정비 : 세월교 신설(봉화산역 뒤), 횡단목교 정비(두물머리교)
√ 보행로 신설(B=1.2m, L=640m)[봉화산역 ~ 두물머리교]
√ 여울 설치(5개소) : 징검여울(2개), 평여울(1개), 여울형어도(2개)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환경·안전

중랑구청 치수과

☎02-2094-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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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한도 상향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 02-2133-3597

시행 : 2021년 11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내
주택

건물

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한도

최대 1천 5백만원

최대 6천만원 (은행별 한도 상이)

취급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지원한도

최대 20억원

최대 20억원

취급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 자세히 알아보아요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이란 무엇인가요?
√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에너지절약설비(창호,보일러,조명 등) 교체 등으로 이용효율을 높여 에너
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26일 시행되었으며 2022년 본격추진 됩니다.

• 지원내용은?
√ 건물에 에너지 절약설비 등 고효율 자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 및 설비
설치비용의 약 80%를 장기‧무이자로 융자 지원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이 10년 경과한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며, 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자,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 세입자, ESCO(에너지절약사업)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어떻게 신청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서울시 추천을 받고 공사를 완료하
고 해당 금융기관 대출결격 사유가 없을 시 지원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융자신청서, 서약서, 계약서 또는 내역서, 시험성적서, 건축물관리
대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에너지절감량 산출자료 등이 필요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

문의전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안전

https://brp.eseoul.go.kr
☎02-2133-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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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시행 : 2022년 2월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 추진배경
√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 조성

• 주요내용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
√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 ｢주택법시행령｣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환경·안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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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마을협치과】

시행 : 2022년 1월

☏ 02-2094-0443

동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해
민관협력적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동

5개동

11개동(6개 확대)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요?
√ 우리동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행하여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대표기구

•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 시범실시 5개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 확대실시 6개동(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5동, 중화1동, 망우본동)
※ 면목본동, 망우본동 주민자치회는 2016년부터 운영했으나 새롭게 구성

•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및 교육, 연수 등 참여
√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 수행

•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추첨관리 위원회 구성(동주민센터) ② 위원 공개모집(동주민센터)
③ 주민자치학교 운영(교육 6시간 이수) ④ 위원 추첨 및 선정 ⑤ 위촉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행정·민주 행정·민주

중랑구청 마을협치과

☎02-209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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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민원여권과】

☏ 02-2094-0633

시행 : 2021년 12월

외교부에서 차세대 전자여권 시스템을 구축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전면 시행

▮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용

변경 전

여권표지색, 개인정보면

녹색, 종이재질, 잉크전사

재질 및 발급방식 변경

방식

여권번호 체계 변경

변경 후
남색,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내구성, 보안성 강화)
레이저 각인 방식

영문1자리+숫자8자리

중간 숫자를 영문으로 변경

(예 M12345678)

(예 M123A5678)

발급일자, 유효기간 월표기

영문

한글/영문

방법 병기

(예 15 FEB 2021)

(예 15 2월/FEB 2021)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차세대 전자여권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발급개시 : 2021. 12. 21.(화)부터 전면 발급 개시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여권팀)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신청자 등은 온라인 신청 제외
√ 발급수수료 : 53,000원(기존과 동일)
√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민원여권과 여권팀 비치)
- 규격에 맞는 여권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구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문의사항 : 민원여권과 여권팀(☎2094-0633)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종합민원 → 여권민원) https://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행정·민주

☎02-209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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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부동산정보과】 ☏ 02-2094-1515

시행 : 2022년 1월

2021.6.9.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시행에 따라
건물이 없는 사물 및 공간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2022년 1월 ~ 2022년 8월)합니다.
☞ 사물주소 : 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 유형

▮ 새롭게 시작해요
국민 생활편의 및 생활안전을 위해 사물주소를 부여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시행(’21.6.9.)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물‧공간에 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사물주소’란 무엇인가요?
√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24조(2021. 6. 9. 신설 시행)
√ 개 념
- 버스정류장, 육교승강기 등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과 장소 등에 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제도
√ 대상시설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비상급수시설 등
√ 부여방법
- 해당 시설물의 기준점이 접하는 인근 도로의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부여
예시) 중랑구 버스정류장: 봉화산로 189 버스정류장
서울의료원 택시승강장: 신내로 156 택시승강장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행정·민주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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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시행
【민원여권과】

☏ 02-2094-0603

시행 : 2022년 1월

효력이 상실된 여권 또는 개인이 보관 중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신청 받아 폐기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대상으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유효기간이 만료된 불필요한 여권을 신청 받아서 안전하게 폐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대상 : 효력 상실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신청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 등)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여권팀) 방문하여 신청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구비서류
- 여권 안심폐기 신청서(민원여권과 여권팀 비치)
- 효력 상실된 여권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중랑구청(종합민원 → 여권민원)

https://www.jungnang.go.kr/

문의전화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여권팀

☎02-2094-0633

행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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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부동산정보과】 ☏ 02-2094-1482

시행 : 2021년 6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새롭게 시작해요
임대,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21.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신고의무

신고기간

신고방법

임대인
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자세히 알아보아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서를 소지하여 신고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효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
√ 신고방법: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인터넷 신고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신고서, 신분증

•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1년(’21. 6. 1. ~ ’22. 5. 31.)간 계도기간을 운영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행정·민주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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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 시행
【부동산정보과】 ☏ 02-2094-1483

시행 : 2021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란?
토지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억제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내 토지거래시 계약 전 취득 및 이용목적 등에
대하여 구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 중랑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화동 122번지 일대(공공재개발 후보지)

면목동 69-14번지 일대(민간재개발 후보지)

▮ 자세히 알아보아요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건축물) 거래
√ 토지거래시 계약 전 구청에 사전 허가 신청 (불허가시 계약불가)
√ 허가대상 면적 : 18㎡이상 토지거래
√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 신청인 : 계약예정 당사자 또는 대리인 (위임장 필요)

더 많은 정보는
문의전화

행정·민주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02-209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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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의 내용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