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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약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병권 새해 인사올립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속에 중랑 발전을 위해 함께 한 지도

희망찬 미래,
활기찬 중랑의
아침을 열겠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10년전의 중랑과 지금의 중랑을 비교하면 어떤 분은
너무나도 발전되었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원하는
구민의 열정이라 생각하며 한분 한분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밑그림은 미래 중랑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의 여건과 행정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여러분과 뜻을 같이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를 사랑하는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2012. 1. 중랑구청장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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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Harmony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도시, 중랑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

구분

증(▲)감%

2011년도

%

금액

합계

324,893

329,244

△4,351

△1.32

일반회계

307,657

309,312

△1,655

△0.54

특별회계

17,236

19,932

△2,696

△13.53

의료급여

555

556

△1

△0.20

주차장

16,681

19,376

△2,695

△13.91

2012년도 일반회계 부문별 구성내역

지방세
49,813(16%)

보조금
119.965

구정현황

(39%)

세입예산
총액 307,657

세외수입
44,552

(100%)

(14%)

교부세
5,124(2%)

인구

424,236명(175,298세대)

면적

18.53㎢(서울시 전체면적의 3.1%)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88,203(29%)

일반공공행정
20,244(6%)

행정운영비 등
98,947

주택

(32%)

114,938호(아파트 40.3%, 연립·다세대 15.3%, 일반주택 44.4%)

교육문화
10,870(4%)

세출예산
교통지역개발
8,246(3%)

행정구역

16동 주민센터, 532통, 4,020반
경제산업환경
14,600(5%)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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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307,657

(100%)
복지보건
154,750(50%)

5국 1소 1담당관 1추진단 1추진반 31과 16동 주민센터, 1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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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 그리고 공원이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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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쉼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생활 속 자연휴식공원 조성

9

10년의

망우산은 공동묘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씻기 위해 어지럽게 산재해 있는 불
량목을 제거하고 다양한 나무를 심는 경관회복사업과 병행하여 2007년부터 묘지이전

중랑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경작, 무단훼손으로 방치된 돌산공
원채석장부지와 서일대주변을 공원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나들이 공간으로 조
성했습니다. 향후 망우산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지
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봉화산 일대를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 생태중심공원으로 조성하
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시설과 휴게마당·생태수목원·자연학습장을 갖춘 신내공원,
봉화산 근린공원, 봉수대공원을 등산로와 연계하여 개발하였으며, 도심경관을 떨어
뜨리고 있는 신내9단지 앞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봉화산 화약고부지를 녹지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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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은 쉼과 편안함이 깃든 공원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랑천 내에는 자전거도로·운동시설·인라인스케

우리구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여 용마산·망우산·봉화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

이트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제방에는 100만 송이 장미거리를 조성하여

랑천·묵동천이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묵동천은 맑은 물이

살려 생활 속 자연이 숨쉬는 도시 만들기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흐르고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도심 속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

용마산 중심부에 위치한 ‘면목약수터지구’를 사가정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체육 중

길 수 있는 곳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을 위해 자투리 땅, 보도,

심 공원으로 만들었고, 용마폭포공원의 낡은 시설을 개선하여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건물옥상 등에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있습니

축구장 개장과 배드민턴장·테니스장·공연장 등을 골고루 갖춰 4계절 이용이 가능

다. 먹골역분수공원·중화수경공원·옹기터마을마당·면목5동 늘푸른근린공원·묵

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동 주민휴식공원·면목3·8동 주민휴식공원 등 지역 곳곳을 편안함이 있는 녹색 쉼

2010년 8월에 개장한 국내 최고 수준의 녹색 휴양시설인 중랑캠핑숲은 179,666㎡

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로 도심 최초의 오토캠핑장을 갖춰 가족과 함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서울의 명

지난 10년간 지역특성을 살린 크고 작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

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 중랑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쉼과 편안함이 깃든 공원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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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과 강 그리고
공원이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며 공생하는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로 중랑은 계속 변모하
고 있다. 아차산의 최고봉인 용마산(348m) 중턱에 위치한 용마폭포는 동양에
서 가장 높은 인공폭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폭포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 금년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온갖 쓰레기와 무단경작지로 방치되어 왔던 면목동 산9-1번지 일대가 마을마
당, 삼림욕장, 잔디마당, 휴게시설, 순환산책로 등을 갖춘 용마산가족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신내 9단지 앞과 중화동 극동아파트 뒤, 봉화산근린공원 내 화약
고 부지도 공원으로 조성해 산림생태 경관을 복원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독립운동가·애국지사의 연보비가 있는 망우묘지공
원은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여가·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공원
내 묘지를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주변 경관회복과 산림복원 사업을 병행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면목동 31-25번지 일대 내 훼손지를 숲생태 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는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
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용마폭포공원 내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위치

면목동 산1-4

기간

2011. 1 ~ 2012. 12

규모

면적 약 91,661㎡(높이 150m, 연장 750m)

내용

위험 정밀진단 및 정비

Life in Nature
도심 속

공원·녹지공간 확충으로
늘푸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사업비 1,625백만원

용마산가족공원 조성사업
위치

면목동 산9-1 일대

기간

2008. 1 ~ 2012. 12

규모

37,397㎡

내용

마을마당, 산림욕장, 잔디마당, 휴게시설, 순환산책로 등

사업비 10,161백만원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사업
위치

신내동 산136-11 일대

위치

중화동 산9-17 일대

기간

2008. 1 ~ 2012. 12

기간

2010 ~ 2013

규모

9,000㎡

규모

4,248㎡

내용

광장, 휴게광장, 등산로정비, 휴게소, 체육시설 등

내용

운동시설,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사업비 6,7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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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아파트 뒤 공원조성사업

사업비 6,577백만원

13

Life in
Nature

인간과 자연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위한
친환경 개발을 이어갑니다

봉화산 근린공원(화약고부지) 조성사업
위치

신내동 777-3 일대

기간

2009. 1 ~ 2013. 12

규모

15,361㎡

내용

녹지복원, 산책로, 등산로 등 조성

사업비 9,545백만원

중화동 274-71번지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
위치

중화동 274-71번지

기간

2012. 1 ~ 2012. 6

내용

휴게시설설치, 관목류 식재, 배수로정비 및 신설

사업비 56백만원

공원관리 포괄사업

01
산과 강 그리고
공원이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쉼과 편안함이 어우러진
생활 속 자연휴식공원 조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중랑천 제방 내 노후한 운동시설물을 교체하고, 사계절 특

위치

봉화산근린공원 등 16개소

색있는 산책로를 정비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내용

위험·노후시설물 보수, 안내체계 개선, 노후 주변시설 정비 등

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64백만원

숲 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사업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산림 내 약수터 등의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
고 도심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도 추진하
여 건강함과 쾌적함이 깃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위치

면목동 31-25번지 일대

기간

2011. 1. ~ 2012. 9.

단조롭고 노후화된 기존 어린이공원을 꿈과 창의력·상상력을 키워주는 테마

규모

19,732㎡

가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관리하고, 중랑천로와 용마산로에는 도시

내용

산책로, 휴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등

사업비 2,12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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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하고, 망우로변에는 실개천이 흐르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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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위치

중화동 410-7번지(경춘선 옆 중랑천 제방), 묵동교~장평교(5.15km)

내용

노후 파고라 및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운동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사업비

240백만원

공원녹지 재해위험 대상지 정비사업
위치

망우산, 용마산 등

기간

2012. 1 ~ 2012. 9

내용

사방사업(462ha), 위험수목정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업비

50백만원

하천시설물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치

중랑천, 묵동천, 면목천

규모

정밀안전진단 4개소(면목 제1·2·3수문, 중화배수문)
정밀점검 9개소(중화2·면목배수문, 면목천 1·2수문 등)

내용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 보수

사업비

150백만원

Life in
Nature

중랑의 거리 곳곳에는
싱그런 자연이 피어납니다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시설 만들기 사업
위치

망우역 ~ 상봉지하차도

기간

2009. 11~ 2013. 12

규모

실개천 조성 폭 0.6m, 길이 360m, 연장 2,040m

내용

지하수를 활용하여 망우로변에 실개천이 흐르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비

2,700백만원

조경녹지대 포괄사업
대상

시설녹지, 가로변녹지대, 자투리땅, 가로화분대 등

내용

수목식재, 위험수목정비, 휴게공간 조성 등

사업비

64백만원

건축물 옥상 녹화로 도시환경 개선
대상

조경설치 대상 건축물 중 옥상이 평슬라브인 건축물 건축허가의 50% 이상

내용

건축허가 시 설치 권장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확인

마을마당 정비사업
위치

면목역공원, 사가정역마을마당, 우림마을마당

내용

녹지대 조성, 산책로 정비, 수경시설 정비, 바닥포장 정비 등

사업비

40백만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위치

중랑천로(이화교 하단), 용마산로(중랑청소년수련관 앞 옹벽)

내용

수목식재, 식생매트 조성 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

110백만원

상상어린이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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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소파어린이공원 등 42개소

기간

2008. 1~ 2014. 12

내용

수목식재, 놀이시설 정비 등

사업비

10,15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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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 구축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활기차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강도시

19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알선,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인식개

10년의

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벽 없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

중랑의

을 위한 의료비·장애수당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다. 특히 원광장애인복지관체육관·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증축, 장애인전용버스
운영으로 장애인 자립을 돕고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을 도모합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
경개선사업·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긴급지원사업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망
을 갖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기금 조성과 다양한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일을 통
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중랑!
실질적인 여성복지 실현을 위해 2008년 12월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를 상봉동으로 이
전 유치하여 여성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 강좌를 운영하며 연
간 3,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여성취업과 사회참여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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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다자녀 양육지원,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우리구는 서민계층 밀집지역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 복지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있는 365보육서비스, 친환경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

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가까운 곳에 큰 병원이 없어 늘 걱정이 많은 지역이었습

는 여건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상담·교

니다. 지난 10년간 삶에 지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육·문화 등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두어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 어

꾸려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중랑노인전문요양원·신내노인종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보훈회관

합복지관·중화경로복지관·중랑노인복지회관·서촌노인문화센터·망우본동노인

을 건립하였으며, 지난 해 3월에는 신내동에 623병상 규모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

문화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지역 곳곳에 건립하였습니다. 또

춘 서울의료원 개원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중랑의 브랜드 가치를 높

한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증진사업, 돌봄서비스 등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

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중랑에 사는

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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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인프라 구축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명성어린이집을 친환경 현대화 보육시설
로 신축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
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Be Happy
Together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합니다

운영비 지원, 지도·점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면목동 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경로당,
문화활동공간 등 복합기능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해 어
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돌봄이 필
요한 어르신들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점검
으로 시설 운영에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
계 구축을 위해서 설립된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를 지원하고, 보훈가족의 편익

국공립보육시설 친환경 현대화 사업

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에 문화·교양·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대상

명성어린이집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고 있다.

기간

2012. 1 ~ 2012.12

내용

노후된 구립보육시설을 친환경 현대화 보육시설로 신축하여
아토피 환자 등 환경성 질환 예방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비 2,470백만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내용

국공립보육시설 확충(4개소)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 6,000 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대상

264개소(국공립 24, 민간 125, 가정 113, 직장 2)

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교육, 운영실태 점검 및 계절별 안전점검

사업비 53,365백만원

면목제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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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회복지시설 8개소, 구립경로당 41개소

내용

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비 5,357백만원

위치

면목동 27번지 외 1필지

기간

2010 ~ 2013

희망중랑 네트워크 센터 지원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200㎡

내용

내용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식당, 통합경로당, 체력단련실 등

사업비 4,27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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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 자원조사, 황금돼지 쌓기, 사례관리회의 개최,
민관협력사업 발굴 등

사업비 6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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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합니다

보훈회관 운영
내용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자 세부 지원사항을 마련하여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비 109백만원

보훈회관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을 위한 문화·교양프로그램 운영, 체력증진 프로
그램 운영, 보건위생프로그램 운영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건강관리 등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를 통합관리하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공정성

2,399세대(중국, 베트남, 필리핀 외 33개국)

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연계로 복지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긴급지원사업도 연중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

실시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업비 9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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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다문화가족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캠프,

중랑푸드마켓·중랑구기초푸드뱅크 지원
대상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 가는 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내용

02

구분

이용대상

기탁처

이용방법

비고

푸드뱅크

80개소
(생활,이용시설)

73개소

기부물품
시설에 지원

복지관·무료급식소·아동
장애인·노인시설 등

푸드마켓

일 70명 이용
(수급자)

126개소

대상자 방문·
식품선택(월1회)

3,091가구 등록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활
성화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한부모가족·미혼모를 위
한 가족돌봄 통합지원망을 구축하여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가족사랑캠
프·심리치료·양육지원 등 가족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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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보육료,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등

내용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보호구분별이 아닌 복지대상자 개인,
가구단위로 통합관리하여 대상자 자격관리의 공정성 · 정확성 강화

기초생활보장지원 내실화
대상

6,200세대/9,950명

내용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 · 해산급여 등

사업비 29,377백만원

긴급지원사업 추진
내용

가족구성원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신속 지원

사업비 706백만원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지원
대상
내용

Be Happy
Together

단 한사람 소외됨 없이
행복을 누리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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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1억원 이하 전세입자, 최저 생계비의

희망키움통장사업

120% 미만인 자

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등

전세자금 최고 56백만원(연리 2%), 월세 가구 임대료 지원

내용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사업비 360백만원

사업비 116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가족복지 향상

대상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400여 명

내용

지역 환경정비 사업, 자활근로 위탁사업, 행정 · 사회복지 업무보조사업 등

내용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문제 예방 ·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사랑 캠프운영, 부모교육, 심리치료 등

사업비 2,582백만원

사업비 172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

무상보육료 확대 지원

대상

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내용

노후 전기 ·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 교체

사업비 14백만원

내용

맞벌이·다자녀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기본 · 차등보육료, 만 5세아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비 30,7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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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사업
을 개발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
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출산장려지원 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영유아통

Be Happy
Together

사랑스런 내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
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학
대·방임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 확보에도 만전
을 기하고 있다.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
록 돌봄·일자리·안전·편리·건강·평등 등 6대 분야 사업를 중점 추진하여
여성이 행복한 중랑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증대와 생활안정을

출산장려지원사업 강화

위해 직업훈련 기회 확대로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하고 장애인 전동이동기구

내용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충전소 운영, 시각경보기 설치·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 네트워

출산축하금(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양육지원 등

사업비 3,756백만원

크 등 장벽 없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정책방향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

지역네트워크 『행복한 아이들의 터』 사업 추진
내용

등 13개 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한

한 건강증진사업과 돌봄서비스, 경로식당운영 등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홍보, 복지관, 병원, 아동센터, 아동상담센터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20백만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
내용

진단서비스, 상담서비스(개별상담, 부모상담)

사업비 266백만원

아토피 없는 건강한 중랑 만들기
내용

아토피교실,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 등으로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예방관리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

사업비 1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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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appy
Together

미래의 큰 일꾼이 될 아동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상봉1동, 중화1동, 신내1·2동

대상

0세 ~ 12세 저소득 아동 300여 명

내용

가정방문보건, 건강검진, 학습증진, 영어교육, 독서지도서비스 등

사업비 300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Be Happy
Together
여성이 맘 놓고 보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갑니다

365일 보육서비스
내용

부모가 필요시 원하는(시간연장·24시간·휴일 등)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비 740백만원

아이돌보미사업 활성화
대상

0~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

내용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사업비 498백만원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25개소

내용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 필요경비 지원으로 아동의 심리 정서적

내용

안정과 신체 인지·정서·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지역아동센터 기본

사업비 12백만원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모

여성행복프로젝트 사업 추진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대상

내용	돌봄·일자리·안전·편리·건강·평등 등 6대분야 사업추진, 여성행복포럼

저소득층 자녀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월평균 1,400명)

운영 및 역량강화, 여성행복 인증시설 발굴 및 유지관리 등

사업비 2,382백만원

여성·영유아 건강관리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 지원
대상

청소년독서실 5개소(면목, 망우, 양원, 용마, 신내)

사업비 80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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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모유수유환경조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등

사업비 2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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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appy
Together

불편과 차별없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갑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

26,500명(65세 이상,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 단독 740천원, 부부 1,184천원
연금액

단독수급 월 20,000원~91,200원(1인당)
부부수급 월 20,000원~72,950원(1인당)

사업비

28,458백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대상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내용

22개 사업 1,302명/ 임금 월 20만원

선발방법 재산상황(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함), 전 단계 참여여부 등 고려
사업비

장애인 편의증진 인프라 확충
내용

장애인전동이동기구 충전소 운영, 시각경보기 설치·운영, 인쇄물 음성변환

2,014백만원

치매통합관리사업
내용

소프트웨어 구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상담, 조기검진, 조기치료유도, 치료지원,
사례관리 등

510백만원

사업비 84백만원

사업비

장애인연금 지급

저소득노인 보호활동 강화
대상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사업비 3,046백만원

내용

재가관리사 운영지원,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 서비스 지원, 경로식당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

사업비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및 도시락 · 밑반찬 지원

1,654백만원

대상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저소득장애인)

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상·하지 의지, 팔·다리보조기,

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금 지원

척추보조기, 보청기, 의안, 돋보기 등 구입비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등급자

내용

전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주야간보호·방문간호

사업비 212백만원

등 재가급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내용

사업비

487백만원

건강도우미, 환경도우미, 장애인복지 행정업무보조 등 41명

사업비 302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대상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 450명, 2 · 3급 장애인 13명

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포괄적 지원

사업비 3,768백만원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
내용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고용증대 및 근로기회 확대, 단순작업에서 수익성
높은 고부가 가치 생산품으로 점진적 전환

사업비 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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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appy
Together
나눔은 희망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도시를 건설해 갑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내실화
대상

신규 및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내용

자원봉사 기본·전문·재교육,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 리더
역량강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 등

2012 기린(企隣)마을 만들기
대상
내용

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등
지역사회 기업·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홀몸 어르신, 장애인, 저
소득 가정 등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나눔 활
동으로 행복 가득한 지역공동체 형성

해도두리 가족봉사단 구성 및 운영
대상

관내 거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

내용

월별 테마가 있는 자원봉사로 따뜻한 가족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확
대 · 실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내용

황실배 가족봉사단, 저소득주민 한방진료, 사랑의 이사봉사, 집수
리 봉사,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사랑봉사활동, 홀몸 어르신을 위한 사
랑의 죽배달, 소년·소녀가장돕기, 학습지도봉사 등 돌봄이 필요
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형성

02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활기차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강도시
구민의 건강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민들의 평생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중랑구보건소에서는 일차적인 진료 및 예방접종사업 이외에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재활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유아·임산부·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토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응급의료체계구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영양위
험군인 영유아·임신출산부에 대한 영양지원시스템 구축,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구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랑구자원봉사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치

중랑구보건소 4층 ☎ 2094-1615 www.jnvc.or.kr

의약품 수거 등 공중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유해식품 특별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수요처 관리, 자원봉사 프로

관리·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그램 개발 ·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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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방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전염병 관리, 실내공기질 향상, 불용

에도 집중하여 공공 보건의료센터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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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Be Happy
Together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나갑니다

대상

수급자 · 차상위 중 영양위험군인 임신 · 출산 · 수유부, 영유아

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자별 영양평가 및 분석, 대상자별 보충식품 지원,
가정방문 영양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내용

만성정신질환자, 알콜의존자관리사업,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영유아 ·
청소년 · 성인 · 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인식개선 홍보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 원아, 초 · 중 · 고생, 어르신, 외국인 등

내용

약물 오 ·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 · 정신적 폐해 방지 교육, 교육자료 제작 등

저소득 주민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대상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내용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조기 검짐

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암 발견자 등

내용

각 사업에서 정한 의료비 지원

열린보건소 운영
시간

매주 토요일 09:00~13:00, 조기진료 매일 : 08:30~09:00

내용

임신부 산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토요가족구강교실, 비만탈출,
직장인 예비맘교실, 금연클리닉, 씽크뮤지컬 공연 등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특화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사업
내용

금연클리닉, 금연환경조성, 지역사회 절주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청소년 운동교실, 어르신 체조교실, 비만교실,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맞춤형 영양상담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

의료취약계층 중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

내용

방문간호, 방문진료, 방문재활물리치료, 구강보건사업, 복지관 순회 진료,
재가 암 환자관리, 보건 · 복지서비스 연계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한방진료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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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

한방건강상담, 침 · 뜸 · 부항 · 기타 한방처치 등 한방진료 등

장소

면목보건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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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Happy
Together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와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e Happy
Together
청결한 환경관리와
질병예방 대책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예방접종사업
-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DPT, Polio, MMR,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Td
- 성인예방접종
• 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신종플루)

식중독 예방관리
- 식중독 상황처리반 구성·운영
•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식중독 확산 여부 및 역학조사, 식중독 발생조사 처리

신뢰받는 방역서비스 강화
-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취약지역·후생복지시설·특수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

- 집중관리업소 관리(총 206개소 - 집단급식소 164, 식품판매업소 42)
• 급식종사자의 개인위생 상태, 식재료 취급상태, 간이키트검사 등

방역, 하절기 위생해충 관리, 월동모기 방제,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지원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관리
급성·만성 감염병 관리

- 식품제조가공업 등 지도점검, 다소비식품수거 검사, 설날 · 추석 성수식품 관리 등

-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역학조사, 하절기 비상방
역대책본부 운영,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레지오넬라균 검사 및 관리, 결핵

튀김접객업소 식용유지 품질개선을 위한 지도

관리사업 등

대상

식용유지 취급음식점 352개소(배달 · 중식음식점 · 치킨 · 튀김류 판매점)

내용

측정기 활용하여 조리에 사용 중인 식용유지의 품질 측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예방
내용

HIV 감염인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익명검사, 감염인 진료비 지원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 지도점검

AIDS 감염예방 홍보 및 교육 등

내용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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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야간특별 합동단속반 연중 운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

대상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91개소

대상

전통시장, 대형할인마트, 기타 농수축산물 판매업체 등

내용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측정·공고의무 이행확인, 측정결과 검증

내용

원산지표시 점검반 편성·운영으로 지도 점검, 수거 · 검사 실시

39

03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교육명문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내일의 주인공을 키워내는 교육도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10년의

중랑의

이르는 막대한 예산규모로서 우리구 전체예산 대비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교육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 11월 중랑구장학기금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 4월 처음으로 중학생 94명, 고등학생 190명 등 총 282명에게 3억 7천만원,
2011년 324명 3억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수혜학생수를 늘려갈 예정
입니다. 장학사업 본격 추진과 방과 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저
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중랑구·EBS 교육협력 MOU 체결, 영어체험
학습센터 건립 추진 등으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원묵고·면목고 자율형공립고 지정, 혜원여고 과학중점학교 지정, 면목고 기숙사 건
립 지원, 교육특구 지정 추진, 대형학원가 유치, 평생학습센터 건립 등으로 명문교육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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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평가에서 2009년과 2010년 연속 ‘최

우리구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교육에 투자가 적은 편이었으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10년 8월에는 (사)한국언론인협회에서 선정한 전국 지방자

며, 지역의 우수인재가 교육환경이 좋은 타 자치구로 전출됨으로써 교육경쟁력이

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2010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중랑교육이 지향해야 할 비전을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3년 2억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55억, 2009년

상한 「중랑교육 2020,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구 교육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108억원, 2010년 102억원, 2011년 77억원의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과 주민이 꿈을 키우고 가꾸어 미래의 중심 인재로 성장

서울시 전체 자치구 지원규모와 비교하여 2008년도 3위, 2009년도에는 2위 수준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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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교육명문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슬로건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선도
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구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자율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상봉동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Cradle of
Global Leader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체험센터
건립 등 선진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대형유명학원을 유치하여 교육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상봉동 99-1번지 일대에 지상 5층 규모의
영어체험센터·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고, 망우동에는 중랑숲 어린이도서정보
센터를 개관하여 지역의 문화·교육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
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
이다.
이와 관련해 명문교육도시 기반조성을 비롯한 교육환경 선진화, 인재육성 및
교육력 향상, 교육협력네크워크 활성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정을
설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 유치
위치

신내동 396-4 일원(신내2택지개발지구 내)

면적

13,728㎡

명문학원가 조성
위치

상봉동 73-10(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내용

주상복합건물 내 비주거공간에 대형유명학원 유치

영어체험센터·청소년독서실 건립
위치

중랑구 상봉1동 99-1 외 2필지

규모

지하1층 ~ 지상5층(연면적 1,410㎡)

내용

영어체험관(1~ 3층), 청소년독서실(4~5층)

사업비 6,084백만원

중랑숲 어린이도서정보센터 운영 지원
위치

망우동 204-1

규모

대지 1,071㎡, 연면적 958㎡(지하1층, 지상2층)

사업비 413백만원

교육특구지정 추진
내용

지역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적극 활용한 교육특화사업 발굴
및 특구 지정으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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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내일의 주인공을
키워내는 교육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총 79개교(유치원 32, 초등학교 22, 중
학교 14, 고등학교 11)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자재 확충을 위해 교육경
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관내 중학생 중 성적 상위 2% 학생이 관
내 고교에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 3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관내 고등학생
중 명문대학 진학자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고등학교에 우수
한 학생들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력증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성적 최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입시설명회 개최, 독서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도 장
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
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랑장학기금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기
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료학습 지원, 지역아동센터 학습프로
그램지원 등 소득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
그램도 운영된다.

Cradle of
Global Leader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 79개교(원)

내용

학력신장사업,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비

2,000백만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재원조성 구 출연금, 기타 수입금
지급대상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 진학자
장학금 종류 성적우수자, 저소득층 자녀, 예체능 특기자
사업비

400백만원

고등학교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 운영
대상

고등학교 성적 최상위 학생

인원

800명 내외

과목

국, 영, 수, 논술(1학년), 사회, 과학

방법

8개 학교별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한 심의 후 선정

사업비

480백만원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운영비 지원
대상

청소년독서실 5개소(용마, 신내, 면목, 망우, 양원)

사업비

808백만원

교육복지 강화(무상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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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상급식 대상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비

10,607백만원(교육청 5,303 시비 3,181 구비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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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 of
Global Leader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내용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입시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

EBS와 입시설명회 협력추진, 입시명강사 초청 강연

사업비 8백만원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독서경진대회 개최
내용

책 읽는 재미와 흥미를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책 읽고 글
솜씨를 뽐낼 수 있는 경진대회(독후감)를 개최

사업비 4백만원

저소득층 학생 무료학습지원 사업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해가는 미래학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평생학
습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를 유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민·관이 협력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원수강 무료지원

개발·제공으로 미래지향적 평생학습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건

대상

관내 저소득층 초·중학생 70명

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최초로 생후 6~7개월 된 영·유아들에게 책과 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

음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북스타트 운동을 활발히 추진
하고 있으며, 구민의 정보 이용능력 제고를 위해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용, 한
글, 엑셀 등 구민 정보화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아동(06. 1. 1 ~ 10. 12. 31 출생자)

내용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지원과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책을 통한 부모와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 지도

평생학습 매거진 발간, 평생교육진흥 구민참여교육, 교양·예술아카데미, 체

사업비 270백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유지·관리
내용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비 11백만원

JUNGNANG 2012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나갑니다

내용

사업비 28백만원

48

03

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구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
다. 생활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다양한 문
화예술공연과 전시사업 전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생활
체육교실 등 문화와 건강이 깃든 일상이 즐거운 중랑을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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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dle of
Global Leader
네트워크 및 특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을 열어갑니다

중랑구 평생학습관 건립
위치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병행 추진

기간

2008. 9 ~ 2014. 4

규모

1,563㎡(복합청사 3~5층)

내용

학습동아리방, 창작강의실, 강의실, 대공연장, 다목적실 등

평생학습문화 형성·확산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평생학습 매거진 발간

위치

중랑구 상봉동 53번지 일대(망우역사 부지 내)

•중랑 평생교육 아카데미 개설 · 운영

규모

지상 4층(연면적 18,481㎡)

내용

공연장 1,500석(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북스타트 운동 추진
목적

생후 6~7개월 된 영 · 유아들에게 책과 처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공하여 책과 친숙해지고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모가 풍요로운

기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적 심리능력 향상에 기여

장소

중랑구청 대강당,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대상

6~7개월 영아~취학 전 아동

내용

계절별 연주형태 및 곡 선정으로 테마가 있는 음악회

내용

책꾸러미 전달, 어머니 교실운영, 플러스 교실 운영 등 책과 함께

사업비 52백만원

영유아를 정서적 · 사회적으로 성장케 하고자 하는 사회적 육아지
원 프로그램
사업비 16백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대상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어르신·장애인 등 지역주민

내용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2007, 엑셀, 디지털카메라활용 등

사업비 136백만원

문화나눔 플래닛, 중랑
내용

관현악, 오페라, 퓨전국악, 오케스트라 등

방법

세종문화회관 등 우수공연단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

사업비 14백만원

아름다운 우리고장! 향토문화학교 운영
내용

우리 고장의 특성 및 향토문화유산 소개

방법

향토문화해설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에게 교육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
목적
학교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생활권

생활체육교실 운영

주변에 확충

내용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중화중, 동원중, 송곡고, 원묵고

방법

전문강사 및 자원강사를 초빙지도

사업비 9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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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7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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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없이 통하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망 구축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53

10년의

시켜 중화·묵동·신내동 일대의 교통흐름을 눈에 띄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
로 발전할 중랑의 미래를 감안하면 기존교량의 확장만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

중랑의

할 수 없어 서울시에 새로운 교량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겸재교
신설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겸재교는 교량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3년이면 도로확장 부분까지 함께 완공될 것입니다.
중랑의 오른쪽을 막고 있는 용마산에 터널을 만들어 사가정역과 강동구 암사동을 잇
는 대형프로젝트가 2003년 시작되었습니다. 사가정길 확장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터
널공사는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마터널이 완공되면
우리구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도로인 망우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남북지역
간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면목동길은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상봉역에서 면목역까지 도로확장
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면목동 일대를 다양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앞선 교통행정으로 중랑의 밝은 미래를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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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갖춘 균형잡힌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인 「신내동~청량리」간 면목선경전철 사업은 올해 민간사

기겠습니다

업자 선정으로 내년에 착공하여 201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앙선은 원활한 남북교통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방사형 도로

다. 교통문제의 또 다른 축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많은 공영주차장(면목3동 까

인 망우로와 동1·2로, 면목동길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치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면목5동·면목7동·상봉2동·중화1동·묵1동·망우2동·

교통을 시원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중랑천과 망우산, 용마산을 넘나드는

면목8동 공영주차장, 중곡초·면일초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내집주차장

중심도로 확장을 결정하고 중랑 발전상에 걸맞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갖기운동, 그린파킹조성사업, 중랑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습니다. 먼저 장안교 확장에 이어 이화교 확장·개통으로 망우로의 교통량을 분산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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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망 구축
중랑구의 교통 환경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0년 12월 21일 상봉에서 춘천까지 6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경춘선이 복
선화되어 개통되었으며, 중앙선이 연장되어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편리한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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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경전철 건설과 도시진출입
도로 확충으로 신속하고 막힘없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건설합니다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확장 개통된 이화교는 망우로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중화·묵동·신내동 일대의 교통흐름을 눈에 띄게 개선하였으며, 향
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및 신내3택지 개발 등 장래 증가될 교통수요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면목·망우·신내동 지역주민들의 도심 진출입 시 차량 정체 및 대중교통 노선

면목선 경전철 건설

부족으로 오랜기간 출·퇴근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신교통수단인 면

노선

신내동 ~ 면목역 ~ 청량리

목선경전철이 본격적으로 건설된다. 신내동~면목역~청량리 총 9.05km의 무

길이

9.05㎞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인운영 지하경전철로 2018년 말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무인운영 지하경전철

현재 공사 중인 사가정길~(용마터널)~강동구 암사동간 도로와 겸재교가 개통
되면 강남·북과 동부지역의 연결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망우로, 겸재로
교통량 분산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된다.

방법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701,500백만원(민간 50%, 국비 12%, 시비 38%)

사가정길~(용마터널)~강동구 암사동간 도로개설
위치

면목동 ∼ 구리시 아천동

규모

도로건설 폭 4~6차로 연장 3.56km
터널폭 4차로, 연장2.5km, 교량211.8m/3개소, 영업소1개소,
지하차도 383m

기간

2009.12 ∼ 2014.12

사업비 1,866억원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위치

면목동 176~ 동대문구 휘경동 43간

규모

교량건설 폭 15~18m, 연장 415m,
연결도로건설 폭 20~25→30~33m, 연장 750m

기간

2003 ~ 2013

사업비 113,582백만원

신내3택지지구 외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
규모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확장 폭 12m→19m, 연장 180m, 도로개설 폭 15m,

위치

신내동 288 · 344번지 일대

연장 580m

규모

도로확장 폭3m→6m, 연장254m

우·오수관로 매설 : 우수 Box 1, 110m, 오수관로 880m
기간

2011. 5 ~ 2013.12

사업비 19,300백만원

56

JUNGNANG 2012

폭4~6m→10~12m, 연장 420m, 폭 4~8m, 연장530m
기간

2011 ~ 2014

사업비 8,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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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
자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인간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을 조성한다. 보행자 통행불편 지점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 안
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요 간선도로·스쿨존·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교
통소통과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간다.
어린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안등 신설 및 개량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조도개선으로 야간통행 불편
및 우범지역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훼손 안내표지판 및 주차시설물을 지속적
으로 정비한다. 중랑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는 130면의 지하공영주차장을 건
립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문 후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자전거가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중랑천 중화체육공원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운영하고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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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모두가 안심하고 보행,
대중교통 이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의 시설물과 교통질서를
개선해나갑니다

자전거보관소,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 방치자전거 정비 등 자전거 이용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목동 5-36~5-16간 도로개설
규모

도로폭 12m, 연장 160m

기간

2010. 6~2012.12

사업비

10,080백만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규모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대 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용

보도육교 및 지하 보·차도 등 시설물관리, 뒷길 보도블록정비,

정비 38개소
내용

과속방지턱 안전펜스설치 및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등
사업비

350백만원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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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정비(노면, 표지 등) 및
추가 설치

사업비

611백만원

용마고가도로 보행통행로 신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신호등

위치	면목동 용마고가

설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및 노면표시 정비, 일방통행 시행에 따

규모

통행로 신설 폭 3m, 연장100m

른 교통시설 설치, 횡단보도 설치 등

사업비

1,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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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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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선 및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힘써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규모

보안등 9,374등

내용

고장 보안등 보수 및 미관저해 보안등 개량

사업비 100백만원

가로등 유지관리
규모

가로등 4,842등, 지하보·차도 3개소

내용

절연 및 접지저항 불량개소 정비, 노후 분전반, 불량 선로 정비 등

사업비 200백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내용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중화체육공원 북측), 자전거보관소·공기
주입기 설치수리·방치자전거 정비 등

사업비 69백만원

건축물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내용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시 설계단계부터 자전거보관시설 적극
추진, 민간건축물 심의대상은 심의시 조건 부여 등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위치

면목2동 192-1 중랑초교 운동장

규모

주차면수 130면 (지하1층 4,500㎡)

기간

2010. 4 ~ 2013. 4

사업비 7,430백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위치

관내 전역

규모

110동 150면

내용

담장허물기 후 주차장 및 조경설치, 생활도로조성 등

사업비 1,060백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
대상

공영주차장 20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7,992면

내용

안내 표지판 교체, 노후 및 훼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사업비 19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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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복합개발로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자연친화적 명품도시 건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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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1만 970여 가구, 2003년 8월 1,100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획기적으로

중랑의

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상봉터미널의 이전 및 개발, 강원산업부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동북부의 교통중심지인 망우역 주변을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계획하여 상업·업
지·동서울공업사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면 중랑의 스카이라인이 바
뀌게 될 것입니다.
중화·묵동 지역의 중화재정비촉진지구는 실개천, 공원이 어우러진 최적의 거주환경
을 갖춘 녹색수변도시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중랑구 전체의 거주환경을 한 차원 높이
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면목동은 면목패션진흥지구의 개발과 면목동
길 확장, 사가정역~강동구 암사동간 도로 개설, 경전철면목선 건설, 면목수변지구조
성에 따른 산업과 상업,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거주환경이 어우러진 자족
도시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
도록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

10년 전의 물폭탄을 이겨낸 아름다운 변화
100년을 기약하고…
아름다운 도시란 개인의 삶과 주위의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즐거움과 만족
을 얻는 도시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삶에는 미래지향적인 업무환경과, 다양한 문화
생활, 편리한 쇼핑, 쾌적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상업지역이 겨우
1.4%에 불과하고,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이 98.6%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
로 상업·문화·교통·교육·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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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1단계로 동편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계곡수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망우산체육공원 지하에 높이 6m가 넘는 실내체육관에 비견되는 규모(3만
톤 집수)의 저류조를 설치하였습니다. 2단계로 봉우재길 하수암거공사·용마산길 하
수암거공사·중화펌프장 유입관로개공사, 3단계로 중화2빗물펌프장 신설·면목빗물
펌프장 증설로 일시에 몰려드는 빗물을 중랑천으로 신속히 배출하여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수방대책추진으로 이제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
을 완전히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한발 앞서 대
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중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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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로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우리구 발전을 견인할 중심축으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를 복합개발한다.
상봉동·망우본동 일대 5만5596㎡를 재정비해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 10개 동
이상을 건립하는 등 주거·업무·상업·교육·문화·오락 기능이 융합된 복합
시설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
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계층간 다양성이 있는 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망우역 거점에는 최고 48층(185m), 신상봉역 거점에는 47층(160m), 도심주거
거점에는 42층(140m)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중앙버스 정거장과 신상봉·망우역 등 대중교통을 연계하
는 입체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구축되고 망우로와 봉우재길 통행량을 분산시
키는 상봉중앙길도 신설된다. 문화복지시설로 문화센터와 소극장, 전시관, 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복합개발

서관, 멀티플렉스, 키즈파크 등이 건립되며 망우역과 신상봉역 앞에는 대규모

위치

상봉1·2동, 망우본동 일대

광장도 조성된다.

기간

2009 ~ 2017

망우복합역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복합역사 건립계획을 수립, 의결하도록 긴밀

면적

505,596㎡

내용

상업·업무·문화·복지·공원·주거시설 등

히 협의하는 한편,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개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

상봉5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추진

Make the
Better Place

상봉동과 망우본동 일대가
동북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상업,
문화, 주거, 업무, 오락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상봉3·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강원산업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
위치

상봉동 73-10번지 일대

기간

2008 ~ 2013

면적

232,942.93㎡(용적률 599.7%)

규모

지하7층, 지상 43~48층, 3개동(아파트 497세대)

내용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

상봉터미널부지 초고층 복합건물 건립
위치

상봉동 83-1번지 일대

기간

2008 ~ 2017

면적

28,526㎡

망우복합역사 건립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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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동 53번지 일대

규모

105,917㎡(지상8층)

내용

문화시설, 공공시설, 쇼핑몰, 편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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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자연친화적
명품도시 건설
우리구 발전을 견인할 또 다른 축인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중 촉진1구역은 건립
가구수를 기존 708가구에서 1,050가구로 늘리는 내용의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
련하고 있으며, 중화재정비촉진사업 중 사업규모가 가장 큰 촉진2구역은 2016
년까지 3,027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중화2·3존치정비구역은 중화3·4재정비촉진구역
으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는 총 1만 가구 가량의 아
름다운 친환경 신도시가 건설될 계획이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는 폭 8m, 길
이 1.2km 규모의 ‘물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봉화산~물가로공원~중랑천을 연
결하는 Blue Network(녹지-수경축)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하는 지
구중심 공원을 거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간 순환로를 연
결하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해 생태환경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신내3지구는 어지럽게 널려 있던 무허가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면적 584,108㎡에
주택 3,360세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친환경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내
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면목동 일대는 대부분 1960~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이
나,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된 주택 등의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친환경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Make the
Better Place

푸른 자연을 품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발로 살기 좋은
그린도시를 건설합니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위치

중화2동, 묵2동 일대

기간

2007 ~ 2016

면적

510,517㎡

규모

아파트 6,413세대, 지구단위계획구역 1,125세대, 기반시설

168,575㎡
내용

주거·문화·교육 등의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형
뉴타운 조성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추진
위치

중화동 310, 311, 331번지

면적

44,531㎡

규모

용적률 240%, 높이 125m(최고층수 35층), 708세대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업무 추진
위치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면적

140,855㎡

규모

용적률 294.44%, 20개동 3,027세대

사업비 1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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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2·3존치정비구역 촉진계획 수립
위치

중화동 308, 299번지 일대

면적

226,636㎡

내용

재정비촉진 3·4구역 지정 추진

신내3택지 개발
위치

중랑구 신내동 신내3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기간

2010.12.15 ~ 2013.8.31.

면적

584,108㎡ (아파트 대지면적 191,828㎡)

내용

주택 32.8%(연립주택 62세대, 공동주택 3,298세대), 공원녹지,
공공청사 등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육성
위치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적

292,000㎡

내용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유치로 고용창출 확대

05
미래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중화2빗물펌프장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중랑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랑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상습침수지역’
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2004년 3만 톤 규모의 망우산 저류조 완공을
시작으로 봉우재길 하수암거시설, 중화2빗물펌프장, 용마산길 하수암거 신설,
면목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대적인 수해방지 항구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 결과 지난 해 기록적인 강우에도 우리구는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대규모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망우산·용마산
일대 사방사업, 위험수목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
경조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면목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
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쓰레기 문제도 중랑은 걱정없다.
작년 6월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 지하 1~2층으로 건립하여 생활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 추진으로 저탄
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간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설치, 공동주택 환경개선 추진 등 안전
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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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the
Better Place
각종재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거듭납니다

함께하는 열린 공동주택 조성
내용

열린문화 조성, 단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홍보 활성화 등

사업비

20백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내용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방법

면목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위치

면목2·5동, 중화 1·2동, 상봉 1·2동

기간

2007. 3 ∼ 2016. 12. 31

규모

하수관거 D450mm ~ ▣ 2.0×1.5m, 길이 58.2km

내용

불량 ·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비

54,324백만원(시비) [설계비 1,944백만원, 시설비 52,380백만원]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
위치

중랑구 망우동 30-5번지 일대

규모

200톤 (재활용선별 30톤, 파쇄 20톤, 압축 150톤)

사업비

408백만원

아파트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사업비

50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설치구간 한전동부지점 ↔ 중화역 양방향
설치대상 신호등, 전신주 등 지주형 도로시설물(약 80개)
사업비

8백만원

도로변 가공선 정비
내용

도로변 전주 및 통신주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공선
정비로 시민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
위치

신내동 10-2번지 일대

기간

2008. 7 ~ 2016. 12

면적

4,483㎡

용량

1일 100톤

사업비

42,800백만원

사업방식 민간투자(BTO 방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추진
내용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대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조례
개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제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사업비

3,236백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내용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 불량시설을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재난발생요인의 사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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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과 함께 합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청렴도시, 중랑

75

10년의

중랑의

성화를 위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 문화를 통한 시장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
여 대외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받아 전국의 벤치마
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패션관련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면목동 지역과 상봉동 일부지역을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추진하여 개발하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서울의 의류패션사업 거점
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여건이나 지역발전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중랑발전에 필요한 정책사업이라면 정부와 서울시 관계자를 수없이 만나 설득하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2002년부터 작년까지 1조 963억여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사
업과 예산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구는 이미 그런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2002년 7월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
한 이래 청렴에 바탕을 둔 바른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민원필터링 시스템,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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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으로 이룬 신뢰의 10년

사전심사 등 각종 제도 개선을 비롯해 직원들의 의식을 청렴과 친절에 초점을 맞춰 일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서울시 종합청렴도 평가

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위!’ 라는 꿈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청렴문화를 조직 내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함으

먼저 담보력 및 신용부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해 장기저리 운전자금 지원·인터넷무역지원·창업지원센터 운영·해외시장 개척

이제 또다시 시작입니다. 43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

등 기업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중랑에 산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찬 미래,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형할인점의 진출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

활기찬 중랑’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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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
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장기저리로 운전자금을

City of Integrity
&Trust

소상공인 및 창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지원하여 사업의욕을 높이고,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우수제품전시회
참가 지원, 전자상거래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어려움을 덜어준다.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
하고, 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를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우수제품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대상

우수 중소제조업체

내용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시 기본 부수료 및 일부 부대시설 임차료 지원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비 22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건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사업비 3,000백만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내용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 연리 3%

사업비 3,000백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위치

중화동 301-12

내용

창업보육실 운영 및 관리, 서울신기술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입주업체
기술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자금 지원 등

전자상거래 교육
기간

분기별 1회

대상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및 인터넷쇼핑몰 창업희망 지역주민

내용

전자상거래의 기본구조 이해 및 제품판매 전략
•On-line Marketplace 이해하기
•On-line 판매방법 및 기본규칙 이해
•인터넷쇼핑몰 서비스 대행업체(옥션, G마켓 등) 상품등록 방법 등

78

JUNGNANG 2012

79

City of
Integrity &Trust
구직자들의 성공취업을 위해
다양한 취업 기회와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적 관리
대상

대형마트, 전통시장, 개인서비스 등 약 3,000개소

내용

생필품 가격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 물가안정 교육, 지도·점검,
캠페인 등

가스안전관리 및 찾아가는 가스안전교실 운영
대상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 시설 62개소, 경로당 119개소

내용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가스 안전사용과
시설관리가 취약한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육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위치

구청 2층(☎ 2094-1717)

내용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강화,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
내용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관리
대상

전통시장, 대형할인마트, 기타 농수축산물 판매업체 등

방법

명예감시원·공무원 합동점검, 시료채취 검사 등

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

테마산책로 조성,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 희망나눔 일터, 다문화가족

대상	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 300가구

지원 사업 등

내용

노후된 전기시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교체

사업비 394백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공공근로사업

내용	전통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소액대출 융사사업 추진, 명절 세일

내용

청년실업대책사업 및 일반대상사업 등 연 300여 명 참여

이벤트, 전통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추진 등 경영 현대화를

방법

단계별(분기별)로 신청접수를 통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 참여인원 선발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876백만원

민간 일자리지원 사업
내용	일자리발굴단 운영,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사업비 38백만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내용	창업 지원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지원창구 개설 · 운영, 생산품 우선 구매 등
사업비 2백만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내용	지역 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있는 사업 발굴, 지원조직 체계구축,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지도·점검 및 관리 등
사업비 15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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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Trust
실질적 지원으로 서민경제를
돌보고 전통시장에 경쟁력을 심어
지역경제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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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소통하는
청렴도시, 중랑
청렴 1등구, 중랑의 또다른 이름이다.
청렴은 중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청렴 메카인 우리구는 청렴의 생
활화를 위해 청렴주간을 지정·운영하고, e-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등 끊
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건축·계약·위생 등 8대 분야에 대한 민원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1단계 SMS,
2단계 UMS 설문조사, 3단계 주민만족도 측정, 4단계 청렴행정주민참여 엽서

City of Integrity
&Trust

발송 등으로 민원업무의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조리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전알리
미 서비스, 여권 우편교부제 맞춤형 계약등기, 가족관계등록민원 및 공사·용
역·물품계약업무 문자서비스 등 주민에게 편리함을 드리는 갖가지 아이디어
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줄 주민과 함께하는 1동 1특화 마을조성, 지역별특화프로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위치

망우동 340-17 등 7필지

그램 지원, 자치회관 동아리 활성화 사업, 사랑의 녹색나눔터 운영, 테마가 있는

기간

2008. 9 ~ 2014. 4

자치카페 운영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376.49㎡

내용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등

지속적인 청렴문화 실천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
전국최고의
청렴도시로 거듭납니다

사업비 17,920백만원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내용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결의 및 청렴교육, 동영상으로 배우는 청렴교실, 다이렉
트 라인 확대 운영, 계약·건축·위생 등 8대 분야 민원필터링 시스템 운영 등

구 - 동 간 자가광통신망 구축 운영
내용

구청과 16개 동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안정적인 초고속 자가광통신망 구축·
운영으로 전자구정 기반 구축,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통신망 유지
관리 비용 절감 등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내용

주민, 건축, 재정, 세정 등 중요한 민원행정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대체가동이
가능한 기반 구축

종이 수입증지 운영 개선
내용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고 자동인증기 설치로 예산 절감뿐 아니라 민원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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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주민 참여 자치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의
개발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꿈꿉니다

민원처리속도 및 고객만족도 개선 ‘민원 알림서비스’ 시행
대상

고충·인터넷 민원, 전화·방문 민원 등

명품마을 마스터 플랜

내용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민원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메시지

내용

동별 특성을 살린 1동 1특화 마을 조성으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웃
간 소통, 경제적 활기가 넘치는 명품 중랑 조성

발송으로 민원 지연처리 사전 예방

사업비 20백만원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교부 시행
내용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계약등기 실시로 고객감동

주민과 소통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서비스제공

내용

자치회관사업 보고회,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마을 만들기 사업 경진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략강화 교육, 자치회관 동아리 활성화 등

야간민원실 운영
일시

매주 화요일(18:00~20:00)

대상민원 주민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주민불편 제로(Zero)시스템 구축 운영
내용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실 등

장소

면목5동, 망우본동, 망우3동

주5일 수업제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24시간 운영(주간→감사담당관, 공휴일 및 야간 → 당직실)

기간

매주 토요일

대상

저소득 가구,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장소

자치회관, 학교 등

시설관리·방범·무단투기·주정차·재난관리 등 CCTV 통합관제센터

소요예산 1,382백만원

JUNGNANG 2012

내용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 대응체계 확립

84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통합관제센터 구축
내용

사업비 31백만원

『테마가 있는 자치카페』 운영
내용

토요시설개방 연계, 상시 주민쉼터 및 사랑방, 회의 장소 및 주민모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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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요 투자사업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번

사업개요
공원 · 조경 분야 (15건)

1

중화동 274-71번지일대
주민휴식공간 조성

위치 : 중화동 274-71 일대
내용 : 휴게시설, 수목식재 등

2

봉화산 화약고부지 공원조성

위치 : 신내동 777-3 일대
내용 : 녹지복원, 등산로정비 등

2012년 예산액

비고

56

구비

100

시비

극동아파트 뒤 공원조성

위치 : 중화동 산9-17 일대
내용 : 운동시설,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802

5

숲 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조성

위치 : 면목동 31-25 일대
내용 : 산책로,휴양시설,편의시설 설치 등

722

시비

6

용마산가족공원조성

위치 : 면목동 산9-1 일대
내용 : 마을마당, 삼림욕장, 잔디마당, 휴게시설 등

515

시비

7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위치 : 이화교 하단,중랑청소년수련관앞 옹벽
내용 : 수목식재,식생매트 조성 등

110

시비

8

마을마당 정비

내용 : 녹지대 · 산책로 · 바닥 · 수경시설 등 정비

40

구비

9

조경 및 녹지대 정비

내용 : 수목식재, 위험수목정비 등

64

구비

10

공원시설 정비

내용 : 공원내 노후시설 및 편익시설 교체

64

구비

11

중랑천제방 중화지역 시설정비

위치 : 중화동 410-7(경춘선 옆 중랑천 제방)
내용 : 파고라, 운동시설 설치 등

120

구비

12

중랑천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

내용:노후시설물 교체, 수목식재 등

120

구비

13

공원녹지 재해위험 대상자 정비

위치 : 망우산, 용마산
내용 : 사방사업(462ha), 재해위험시설 정비

50

구비

14

용마폭포공원내 위험절개지 정비

내용 : 위험정밀진단 및 정비

200

시비

15

용마도시자연공원 보수 정비

위치 : 용마폭포공원, 배밭공원(망우동)
내용 : 노후 시설물 교체, 산책로조성 등

400

시비

교통 분야 (7건)

1
2

안전하고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
중랑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대상 : 공영주차장 20개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용 : 노후 및 훼손 시설물 유지보수
위치 : 면목2동 192-1 중랑초등학교 운동장
내용 : 주차면수 130면

3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정비

내용 : 공기주입기 설치 · 수리, 노후시설교체 등

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5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6
7

녹색주차마을 조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2,587

시비

5,201

13,000

시비

2

신내3택지지구 외
도로확장 및 개설

위치 : 신내동 64 일대
내용 : 도로확장 12m⇒19m, 도로개설 폭15m
연장 580m, 우수관로1.11km, 오수관로 880m

13,700

SH공사

3

면목동 5-36~16간 도로 개설

내용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160m

5,100

시비

4

새우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용 : 도로확장 및 정비 폭 4~12m, 연장 1,204m

1,000

시비

5

용마고가도로 보행통행로 신설

내용 : 통행로 신설 폭 3m, 연장 100m

1,100

시비

6

포장도로 정비

내용 : 아스콘포장, 보도정비 등

350

구비

7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용 : 보도육교, 지하보 · 차도 등 유지관리

350

구비

8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

내용 : 보안등 9,374, 가로등 4,842,

300

구비

치수 · 하수 · 청소 분야 (9건)

1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위치 : 중랑천,묵동천,면목천
내용 : 1 · 2종 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

2

면목1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

3

구비

내용 :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등

200

구비

1,060

시비 735
구비 325

612

국비 306
시비 306

12,701

150

구비

위치 : 면목2 · 5동,중화동, 상봉동
규모 : D450mm~▣2.0×1.5m,L58.2km

6,260

구비

면목동408일원외 2개소
하수관거개선

위치 : 면목동408, 망우동 444 일원
규모 : D450mm~▣2.0×2.0m,L1.928km

1,764

시비

4

면목동612 · 539, 망우동 402 일원

규모 : D600mm~▣2.0×2.0m,L1.323km

1,572

시비

5

하수도 준설

내용 : 하수도 준설 · 구조물 등 유지관리

1,740

구비

6

빗물받이 유지관리

내용 : 빗물받이 준설 등 유지관리

387

구비

7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내용 : 중랑천 · 묵동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300

구비

8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내용 : 빗물펌프장 7개소,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20

구비

9

중랑구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내용 :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408

구비

1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중랑구평생학습관 건립)

위치 : 망우동 340-17 등 7필지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2

명품마을 마스터 플랜

내용 : 1동 1특화마을만들기

3

통합관제센터 구축

위치 : 구청사 2층
내용 : 시설관리 · 방범 · 주정차 등 396대,
CCTV 상황실 통합

4

재난취약기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

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290가구
내용 : 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 교체

5

취약시설 가스안전기기 무상설치

대상 : 기초생활수급 홀몸노인가구 등
내용 : 가스안전점검, 가스타이머 설치 등

6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 : 상징조형물,디자인거리 등 유지관리

7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구간 : 한전동부지점 ⇔ 중화역
내용 : 신호등, 전신주 등 80개

시비

211

34,900

위치 : 면목동 176~휘경동 43간
내용 : 교량신설 L=413, B=15~18,도로확장
L=750, B=20~25→30~33m

구비

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 유지보수 등

비고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복지 · 경제 · 기타 분야 (7건)

193

2012년 예산액

1

7,503

구비

내용 : 노후시설물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개요

시비

26

내용 : 담장허물기 후 주차장 및 조성설치 등

사업명
도로 분야 (7건)

신내9단지 앞 공원조성

4

연번

5,950

위치 : 신내동 136-11 일대
내용 : 공원, 휴게광장, 체육시설 등

3

(단위 : 백만원)

4,240

2,800
20
1,382

구비
시비12
구비 8
국비 402
시비 125
구비 855

14

구비

5

구비

11

구비

8

구비

※ 서울시투자사업은 서울시예산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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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부기관 평가에서 얻은 성적표
수상 : 24개사업 932백만원
전국 최우수 3, 우수 2

서울시 최우수 5, 우수 7, 장려(모범) 2, 노력 3

기타(언론사 등) 최우수 2

서울시 17개사업 904백만원
연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담당부서

평가결과

시상금

1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감사담당관

최우수(7년연속)

300

2

자치구 청렴시책 평가

감사담당관

최우수(6년연속)

-

3

민원행정 만족도 평가

민원여권과

A등급

70

4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도로과

최우수

100

5

지적측량업무(측량검사 등) 평가

부동산정보과

최우수

-

6

자치회관 운영 평가

자치행정과

우수

70

7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발표

기획홍보과

우수

20

8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우수

50

9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주택 공급

주택과

우수

55

10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보건위생과

우수

70

11

치매관리사업

보건지도과

우수

-

12

공원속의 도시, 서울만들기

공원녹지과

B등급

32

13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가정복지과

모범

60

14

교육지원사업 평가

교육지원과

장려

50

15

세입징수 목표달성 지원(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세무2과

노력

15

16

그린파킹 평가

교통지도과

노력

5

17

에코마일리지사업

맑은환경과

노력

25

중앙부처 5사업 27백만원
연번

사업명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평가결과

시상금

평가기관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우수기관평가

가정복지과

우수기관

5

여성가족부

2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전산정보과

행정안전부장관상

1

행정안전부

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도시디자인과

최우수, 우수
(공동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4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 부문)

주민생활지원과

우수

20

보건복지부

5

통계조사 업무 유공포상

기획홍보과

유공포상

1

통계청

기타(언론사 등) 2개 부문 수상
연번

88

사업명

(단위 : 백만원)

담당부서

평가결과

시상금

주관

1

공무원 리더십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기획홍보과

국방부장관상 / 최우수상

1

국방대학교

2

제9회 의정 · 행정대상

기획홍보과

행정대상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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