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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할인 받고 납부하세요

효력이 상실된 여권 폐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대

상 중
 랑구 등록 자동차 소유자 중 연세액을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가 ’22. 1. 1.부터 시행됩니다.

선납하려는 납세자

신청대상 효
 력 상실된 여권(유효기간 만료, 재발급 신청으로 무효 처리된 여권 등)

납부기간 1. 16.(일) ~ 1. 31.(월)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중랑구청 민원여권과 방문하여 신청

세액공제 혜택 연
 납 납부기한 이후의 세액(2월 ~ 12월)에 대한 10% 공제
신청방법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서
 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

구비서류

: “신고납부-자동차세 연납”

① 여권 안심폐기 신청서(민원여권과 여권팀 비치)

▶ 전화 또는 구청방문

② 효력 상실된 여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요건은 '20. 7. 24. 법

※편
 의를 위해 직전년도(‘21년) 연납 납세자에게는 1월 중 납부서 발송

민원여권과 여권팀 ☎ 02-2094-0603

납부방법 은
 행, ARS(1599-3900), 전용계좌,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이하의 주택 1채를 소

음

서 납부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 납부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2-2094-1402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시면 납부금액이 10% 감면됩니다.
신청대상 연납대상기간(’21. 7. 1. ~ ’22. 6. 30.)동안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 사용 자동차(’12. 7월 이전 등록) 소유자
신청기간 1. 10.(월) ~ 1. 30.(일)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납부기간 1. 16.(일) ~ 1. 31.(월)

납부방법

납세의무자 ’22. 1. 1.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고지서

전화 상담(02-2094-2423, 2412) 후 안내받은 방법으로 ’22. 1. 31.까지 납부

※납
 부기한(’22. 1. 31.)까지 미납 시, 자동으로 연납 취소되며 정기분 고지서 3월 발송
맑은환경과 생활환경팀 ☎ 02-2094-2423

(식품접객업, 병원, 약국, 학원, 체육시설, 부동산중개업, 노래연습장,
개인택시 등)
납부기간 1. 16.(일) ~ 1. 31.(월)
납부방법 은
 행, 신용카드, 인터넷(서울시세금), ARS(1599-3900),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납부 가능
※납
 세자 본인에게 과세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지급기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조회·납부가능
※모
 든 지방세는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하시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인터넷으로 더욱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02-2094-1405

지역의 토지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
사업 추진절차
조합원 모집신고

▶

-50%이상 토지사용승낙

착공

조합설립 인가

▶

- 80%이상 토지사용승낙
-15%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준공

사업계획승인

▶

망우·면목 행복키움 마을공동일터 참여자 모집

-95%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청산 및 해산

※조
 합원 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승낙과, 조합 설립인가 시 15% 이상

대

상 육
 아·건강·가사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40 ~ 60세
중랑구 거주 여성

모집인원 0명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은 '20. 7. 24.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모집기간 1. 10.(월) ~ 1. 28.(금)

경우부터 적용

참여시간 평일 9:00 ~ 17:00 (연중)
위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치 ▶ 망우 마을공동일터 : 망우로77길 12, 1층
▶ 면목 마을공동일터 : 용마산로94길 64-78

작업내용 실
 밥정리, 물품포장, 라벨부착, 부품조립 등
※단
 가로 계산되는 작업으로 수익금은 매월 개별 실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망우 마을공동일터 ☎ 02-493-8932, 면목 마을공동일터 ☎ 02-436-9040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이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확인
가입 시 유의사항
•조
 합업무대행사는 토지가 거의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빠를 것처럼 과장
하여 홍보하는 경우가 많음
•조
 합원 모집단계에서는 시공사가 확정될 수 없으며, 조합이 설립된 이후

중랑구 디지털 상담소 운영
대

상 중
 랑구민 누구나

운영시간 09:00 ~ 16:00 (점심시간 : 12:00 ~ 13:00)
상담내용 ▶ 디지털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전화상담 및 맞춤상담
▶ 1:1 교육장 방문 맞춤상담 실시

총회를 거쳐 선정

▶ 컴퓨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사용방법

•가
 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계약해지 시 환불규정을 반드시 확인
•추
 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으며,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이 해산
되는 경우가 빈번함
주택과 재건축1팀 ☎ 02-2094-2135

이용절차
전화로 상담시간
사전접수

⇢

1:1 맞춤상담 진행
(20분 내외)
중랑 디지털 상담소 ☎ 02-209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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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소통하는 바른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새 희망으로 가득 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중랑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council.jungnang.go.kr
2021년은 구민 여러분께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사그라질 줄 모르는 감염병의 여파로홈페이지
지역경제는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꽁꽁 얼어붙고 일상의 단절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중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아픔에 절실히
공감하며, 고단한 삶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중랑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바른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닻을 올린
제8대 중랑구의회 앞에 어느덧 반년의 임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이2022년 신년사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힘이 되도록 더욱 기본에 집중할 것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중랑구 모든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현장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견제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화합하여 구민의 꿈을 차근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반구십리(半九十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기고 계속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우리 중랑구의회도 반구십리의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처음 의원 선서를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며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중랑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 아침 품었던 포부와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
보내시길소망하시는
기원합니다.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2022년 새해, 중랑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복된
행복이
함께하고,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2021년은 구민 여러분께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줄 모르는 감염병의 여파로 지역경제는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사그라질
희
지난 한 해, 중랑구의회에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아픔에
격려에 절실히
감사드립니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꽁꽁 얼어붙고 일상의 단절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보내주신
중랑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2022년 새해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구십데 리에 이르러서도
공감하며, 고단한 삶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입법 활동과 예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
겨우 반 정도 온 것이라 여긴다는
-중랑구의회
의원 혼신의
일동- 힘을 기울였습니다. 중랑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중랑구의회 소식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새 희망으로 가득 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소통하는 바른의정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힘차게 닻을 올린
제8대 중랑구의회 앞에 어느덧 반년의 임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의회는 구민 여러분이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만을 생각하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힘이 되도록 더욱 기본에 집중할 것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중랑구 모든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고 현장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견제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화합하여 구민의 꿈을 차근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반구십리(半九十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이 구십 리에 이르러서도 겨우 반 정도 온
것으로 여기고 계속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우리 중랑구의회도 반구십리의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처음 의원 선서를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며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중랑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새해 아침 품었던 포부와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중랑구의회 의장

은승희

지난 한 해, 중랑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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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회의를
입니다.

준비하는
로운 내일을

09
의회소식

www.jungnang.go.kr

제252회 정례회 개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 처리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11월 30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 시, 코로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둘 것”
은승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라며 “9,050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코로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왕보현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홍수·폭염·
대형산불·미세먼지 공습 등 기후재난의 증가에 대해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며 “중랑구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편성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 저감 등 제도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박열완 의원, 부위원장 장신자 의원 선출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제252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 10일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에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철저히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심사했습니다.

박열완 의원, 부위원장에 장신자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중랑구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980억 원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증가한 총 9,050억 원(일반회계 약 8,837억, 특별회계 약 213억)으로 중랑구

상정하여 박열완 의원, 서상혁 의원, 오화근 의원, 왕보현 의원, 장신자 의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박열완 의원

장신자 의원

서상혁 의원

오화근 의원

왕보현 의원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

2022년도 상반기
중랑구의회 회의운영
일정(안)

회의구분

회의기간

일수

제253회 임시회

1. 18.(화) ~ 1. 25.(화)

8

• 업무보고
• 일반안건 처리
• 구정질문 등

제254회 임시회

3. 14.(월) ~ 3. 21.(월)

8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일반안건 처리
• 구정질문 등

제255회 임시회

4. 26.(화) ~5. 2.(월)

7

• 일반안건 처리

※ 상기 회의기간 및 부의안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의안건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위한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하신 성금·성품은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모두 지원됩니다.
기

간 ’21. 11. 15.(월) ~ ’22. 2. 14.(월)

참여방법
•성 금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랑구 전용계좌 입금 후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기탁서
작성·전달
•성 품 :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기탁
후원계좌 우리은행 015-176590-13-53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모금현황 550,140천 원(’21. 11. 15. ~ 11. 30.)
•성 금 : 94,341천 원

•성 품 : 455,799천 원

후원해 주신 분 (단체·개인, '21. 11. 15. ~ 11. 30.)
면목본동	거제수협직판장(대표 권기종), 바다의별어린이집(원장 백은경), 면일어린이집

봉사회(회장 최공님), 유윤식, 임은희(호정빌딩 대표), (A+)한성노인

(원장 오경숙), 김무겸(면목본동 주민자치회장), 서무현(면목본동 주민자치회

복지센터(대표 김홍순), 중화2동 자율방범대(대장 최정림), 중화2동

부회장), 국일교회(목사 정판식), 이소연, 면목본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희정),

중랑으뜸새마을금고(이사장 오영애), 건강한교회(담임목사 김광현),

면목본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조정순), 면목본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 서울에너지공사, 영세교회(위임목사 김태수),

박태숙)

중화2동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정숙경), 중화2동 통장협의회(회장 류병도),

면목2동	세계로교회, 삼육보건대학교, 새소망교회, 면목2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서경미, 면목2동 새마을부녀회, 면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미니스톱
면목대명점, 일레븐화원 임성욱, ㈜느티나무 패션
면목3·8동	Tscompany(대표 김상수), 대한불교조계종 한성사, 동명교회, 동일교회,
목천교회, 스마일시니어데이케어센터, 아침햇살어린이집, 우리환경, 중랑
신용협동조합, 자연식품(정영호), ㈜우리돈좀벌어축산, 서금석(면목3·8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위원장), 면목3·8동 새마을부녀회, 면목3·8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면목3·8동 청소년육성회, 면목3·8동 적십자 봉사단,
남상필, 한국양계농협
면목4동	한마음교회, 대순진리회부평회관, 면목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면목4동
새마을부녀회, 면목4동 적십자봉사단, 한국중앙교회, 강금선(면목4동
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장), 오경민, 서영희

중화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민순), 중화2동 행복나누리협의체,
땅스부대찌개(대표 최미희), 강산익스프레스(대표 이현용)
묵1동	묵1동 새마을부녀회, 원묵고등학교 학부모회,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장순열 중랑구협의회장), 푸른꿈어린이집, 묵동화랑
새마을금고(장인식 이사장), 김병옥(묵1동 통장협의회 회장), 현대 분당금곡
판매대리점(박정권), 터와뜰(조정희), 라옥자(주민), 묵1동 자율방범대, 김관중
(주민), 묵1동 청소년육성회, 중랑구 정우회
묵2동	이지은, 홍재현, 이정미, 묵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서산농장(이정의),
김원태, 묵2동 효사랑봉사회, 묵2동 효사랑봉사회 양상임 회장, 함옥자(20
통장), 오블리크(안광수), 배만식, 김근욱, 구선희, 새한카센터, 생선가게
(김병재), 노혜영(18통장), 송영훈, 지성태(20통장), 지승현, 묵2동 새마을문고,
권오희(7통장), 김이옥(3통장), 다올 공인중개사사무소(최혜란), 송승우,
김영순(6통장), 김종석, 뉴월드부동산(전천복), 동부중앙의원(안철남),

면목5동	김경옥, 김용기, 새나눔요양재가복지센터(센터장 남태우), 면목5동 행복

맥주아비(김길수), 동일로163길 장미상인회, 신영철, 김철완(21통장),

나누리협의체, 권분남, 박점자, 김주호, 고경덕, 임남규, 박가네추어탕

종로태평양약국(곽태수), 한마음한의원(한상훈), 묵2동 행복나누리협의체,

(대표 박송자), 중랑신용협동조합, 면목3동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묵2동 새마을부녀회, 찌개명가(홍은옥), 홍상희 동물병원, GS25 묵동현대점

김도갑, 최채연, 구정임, 카페초아(대표 박샛별), 이경신, 육장갈비(대표

(이호정), 푸른초원 삼계탕(박소례), 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천민정)

아름드리치과(김태성) 묵동 한국아파트 경로당

면목7동	㈜라온건설, 지음개발, ㈜우신윈시스템, 동부교회, 이영희, 이남순,

망우본동	망우본동 새마을문고(회장 원유성), 극락정토사(성관 스님), 망우본동

한진숙, 신정제, 세종네트웍스면목점, 면목7동 주민자치위원회, 면목7동

방위협의회(위원장 우득인), 망우본동 적십자 봉사단(회장 박순임), 국일교회

적십자봉사단, 면목7동 행복나누리협의체, 면목7동 새마을부녀회,

(정판식 목사), 망우본동 새마을 부녀회(회장 오성희), 망우본동 바르게살기

면목7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회(위원장 이철기), 우리환경(대표 정광일)

상봉1동

김준한(상봉1동 통장협의회장), 최의명(상봉1동 주민자치회), 곽성근

망우3동	구하서, 망우3동 통장협의회, 김경식(15통장), 배유수, 망우3동 새마을부녀회,

(상봉1동 주민자치회), 김선겸, 이마트24(본점), 태릉피자(대표 문강일),

망우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망우3동 적십자봉사단, 망우3동 통장협의회,

이마트24(상봉역점대표 박경호), 안갑숙, 상봉1동 새마을부녀회, (주)

미니코코몰(이현정), 대한불교조계종 한성사, 목천교회

엠큐브테크놀로지(대표 김정희) 상봉1동 효사랑봉사단, 송아리봉사단
상봉2동	상봉냉면칼국수, 정광라이온스클럽, 국일교회, 상봉2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장순현), 상봉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최인숙), 상봉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곽종일), 상봉2동 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장 강석진),
주식회사 짱죽
중화1동	서울에너지공사, 중화1동 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장 김판길), 영세교회
(담임목사 김태수), 중랑구 약사회(회장 김위학), 예인창인테리어,
낙원감리교회(담임목사 박종헌), 법만사
중화2동	㈜동일I.T(대표 차천문), 효사랑봉사회(회장 박영자), 윤준녕, 이남경,
윤성균, 서음종(중화2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장), 중화2동 적십자

신내1동	신내1동 통장협의회, 신내1동 행복나누리협의체, 이재석, 김범호,
이명란, 최성권(신내우리의원), 중랑배꽃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강교회, 하람어린이집, 본치과, 윤연호, 박진배, 김대중
신내2동	㈜신내기업 윤천욱 대표, 서영희(신내2동 효사랑봉사회장), 김홍갑(12
통장), 양수연소아과의원, 신내2동 복지공동체연합회(행복나누리협의체,
효사랑봉사회), 북극성부동산재테크, 신내2동 새마을부녀회, 서울시립대학교
중랑구청	컴포즈커피 중랑점(대표 장은서), (주)라온건설, 부림제지 주식회사, 용마용역(주),
중랑신용협동조합, 영안교회, (주)다움코퍼레이션(대표이사 신장우), 백산건설
주식회사(회장 백경태), 순복음강북교회, 신화일렉트론(주), 주식회사 바디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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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톡톡

www.jungnang.go.kr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

건소에서 예약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3차접종) 실시

지 원 대 상 산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랑구인 출산가정

당일접종 가능

대

신 청 방 법 복
 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추가접종 가능일이 경과한 사람

신 청 서 류 가
 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 증명서나 출생증명서 중 1가지

백 신 종 류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중
 랑구 1년 이상 거주하여 본인부담금 90% 지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 얀센 1차 접종자는 추가접종 얀센 희망 시 보건소에서 예약접종

1가지
제출

장

소

접 종 간 격

중랑구 위탁의료기관 111개소
2차 접종 완료 후 3 ~ 6개월(90 ~ 180일) 이후
대상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 가능일

18세 이상 모든 중랑구민

3개월 후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후

주민등록초본 상세 추가제출
유 효 기 간 출
 산일로부터 60일(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90일 이내)경과 시

이용권 소멸
※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
로부터 60일(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094-0840

※기본접종 미접종자 :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사전예약 또는 잔여백신 당일접종 가능
※ 60세 이상은 의료기관 문의 후 당일접종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중랑구보건소 ☎ 02-2094-0825

지 원 대 상 기
 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동 모니터링 등

니다.

신 청 기 간 출
 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상 2
 차 접종완료(기본접종) 후

어르신 건강웰니스사업 건강리더 모집

중랑구 내 어르신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지 원 기 간 연
 중
신 청 방 법 주
 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우편 접수 가능)
지 원 내 용 미
 숙아 대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선천성 이상아 대상 수술 의료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모니터링을 하실 건강리더를 모집합니다.
대

상 어르신 건강웰니스사업에 관심 있는 50세 이상의 중랑구민

신

청 1. 4.(화) ~ 1. 7.(금), 전화접수

안내 방문신청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0874

교 육 일 정 1. 12. ~ 2. 23.(매주 수요일 14:00 ~ 17:00)
활 동 내 용 면
 목본동, 면목3.8동, 중화2동, 망우본동 65세 이상 어르신

맘[Mom]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안부 전화 또는 건강증진 활동 모니터링 등
혜

택 자원봉사 시간 또는 활동비 지원
의약과 방문보건팀 ☎ 02-2094-0198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하여 신청하는
원스톱서비스입니다.
대

상 중랑구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

일

시 연중

신 청 방 법 (온 라 인) ‘정부24(www.gov.kr)’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신청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방문신청
영유아건강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육아 상담

구분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 고

① 엽산제 지원

지 원 대 상 출
 산 8주 이내 산모와 신생아

② 철분제 지원

지 원 기 간 연중
장

제공 서비스

③ 맘편한 KTX

소 출산가정(방문 간호)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 원 내 용 울
 음달래기·응급 시 대처방법 등 양육 상담, 모유수유 상담, 산모

산후 건강상담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836

통합
신청

전국공통
⑤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임산부

⑥ 표준모자보건수첩
⑦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⑧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질환 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 원 대 상 고
 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지 원 기 간 연중

자치단체 자체 제공 서비스
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개별
신청 ⑪ 위기임신 전문상담

난임부부
전 국민
(특히, 예비부부 및 임산부)

⑫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 청 방 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우편 접수 가능)
지 원 내 용 고
 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 원까지)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172, 0874

안내 ⑬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로
서비스 신청

⑭ 출산전후 휴가급여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02-2094-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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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온라인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대상 중랑구민 누구나
수 강 료 무료
신청기간 12. 27.(월) 09:00 ~ 12. 30.(목) 18:00
신청방법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및 기초반은 콜센터 전화접수 선정자발표 12. 31.(금)
교육시간 월 ~ 목 09:00 ~ 18:00(회당 2시간 30분)
교육대상 중랑구민 누구나
대
상 예비·초기 창업가, 기술융복합 창업에 관심 있는 구민
교육방법 화상 솔루션을 활용한 랜선교육(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참여)
수 강 료 무료
용 무료
※ 선정된 수강생은 사전교육 실시(접수 비
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프로그램
기초
신청기간 12. 27.(월) 09:00 ~ 12. 30.(목)
18:00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신청방법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홈페이지(www.창업카페상봉.com/)에서 신청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콜센터 ☎ 02-2094-0579
신청방법 중랑구청 홈페이지(www.jungnang.go.kr)
및 기초반은 콜센터 전화접수
위
치 봉우재로 93-5, 2·3층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1월 프로그램
선정자발표 12. 31.(금)
프로그램
패션구민
·봉제 창업멘토링, 청소년 창업교육, 창업 기초멘토링
대
상 예비ﾷ초기 창업가, 기술융복합 창업에
관심 있는
비
용
무료
교육시간 월
 ~ 목 09:00 ~ 18:00(회당 2시간 30분)
※ 카카오톡 채널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추가 시 안내 문자 제공
신청방법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홈페이지(www.창업카페상봉.com/)에서 신청 위
치 봉우재로 93-5, 2·3층
교육방법 화상 솔루션을 활용한 랜선교육(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참여) 청소년 창업교육, 창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 비대면 전환 진행
프로그램 패션ﾷ봉제
창업멘토링,
기초멘토링
※ 카카오톡
채널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추가 시 안내 문자 제공
※ 선정된 수강생은 사전교육 실시(접수
시 등록한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 02-6953-157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 비대면 전환 진행
프로그램 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스마트폰 기초
서울창업카페 상봉점 ☎ 02-6953-1570
중랑구
구민정보화교육 콜센터 1월
☎ 02-2094-0579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좌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및 인터넷(jungnang.seoulwomanup.or.kr) 접수
장
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상봉동 동부시장 입구)
프로그램 내일배움카드과정(엑셀ﾷ파워포인트, GTQ 포토샵2급, 아동복제작 등),
일반유료과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캘리그라피(손글씨)
등 및 인터넷(jungnang.seoulwomanup.or.kr) 접수
신청방법 방문
※ 카카오톡 상담ID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장 참조소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상봉동 동부시장 입구)
※ 자세한 사항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02-3409-1947
프로그램 내
 일배움카드과정(엑셀·파워포인트, GTQ 포토샵2급, 아동복제작 등),
신청대상 중랑구 성인 누구나
평생학습관 1월 특강
일반유료과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캘리그라피(손글씨) 등
신청기간 12. 27.(월) 10:00 ~ 12. 29.(수)
18:00(선착순)
신청대상
중랑구 성인 누구나
※ 카카오톡 상담ID :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신청기간 12. 27.(월) 10:00
~ 12. 29.(수) 18:00(선착순)
신청방법 중랑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lifelong.jungnang.go.kr)에서
신청
신청방법 중랑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lifelong.jungnang.go.kr)에서
신청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대강당(망우로67길
10) 5층 평생학습관 대강당(망우로67길 10)
장
소 망우본동복합청사 5층 평생학습관
장
소 망우본동복합청사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 02-3409-1947
중랑구 평생학습관 ☎ 02-2094-1926~7
프로그램명
날짜
중랑구에서 태어난 아가들에게
새해맞이 쌈박한 공간정리 그림책 꾸러미를1. 6.(목)
10:00 ~ 11:50
선물합니다
대
상 중랑구에 주소를 둔 생후 0개월 ~ 취학 전 아동
※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 평생학습관
참조~ 책 꾸러미 소진 시까지
기 홈페이지
간 1월
수령방법
가까운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데이에 방문하여 해당 단계 책 꾸러미 수령
중랑구 평생학습관
☎ 02-2094-1926~7
※ 2021 서울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2단계 수령 시
영유아 이름으로 도서관 회원가입 필수
신청기간 12. 20.(월) ~ 선착순 마감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수첩
수강기간 1월 ~ 3월
▶ 꾸러미 구성 : 에코백,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이드북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중랑문화원 2022년 1분기 문화강좌
신청기간 12. 20.(월) ~ 선착순 마감
장
소 중랑구민회관 3층(면목로 238, 용마산역 1번출구)
수강기간 1월 ~ 3월
강좌명
요일
시간
수강료(3개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장
소 중랑구민회관 3층(면목로 238, 용마산역 1번출구)
손뜨개
월
10:00 ~ 12:00
45,000
중랑문화원 ☎ 02-492-0066~7
통기타(취미반)
월
19:00 ~ 20:30
90,000
옹기테마공원
체험관
대
상 중랑구에 주소를 둔 생후 0개월
~ 취학 전
아동 1월 프로그램
장구난타(주간반)
화
16:30 ~ 18:00
120,000
신청기간 12. 15.(수) ~ 선착순 마감
기
간 1월 ~ 책 꾸러미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www.jnfac.or.kr)에서 신청
가야금
수
13:30 ~ 15:00
150,000
수령방법 가
 까운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데이에
해당 단계 책 꾸러미 수령116)
장 방문하여
소 옹기테마공원(신내로21길
수묵 캘리그라피
목
13:30 ~ 15:00
69,000
옹기테마공원
☎ 따라
02-3407-6546~7
※ 2021 서울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운영 지침에
2단계 수령 시
www.jungnang.go.kr

온라인 구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서
 울창업카페 상봉점 1월 프로그램

중
 랑여성인력개발센터 1월 강좌 신청

평생학습관 1월 특강

중랑문화원 2022년 1분기 문화강좌

중
 랑구에서 태어난 아가들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합니다!

사주명리학(초급)

목

15:00 ~ 16:30

75,000

신나는 북난타

목

18:30 ~ 19:30

75,000

통기타로 떠나는 추억 여행

목

19:00 ~ 20:00

90,000

부동산경매

금

19:00 ~ 21:00

120,000

장구난타(주말반)

토

10:30 ~ 12:00

120,000

영유아 이름으로 도서관 회원가입 필수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수첩
▶ 꾸러미 구성 : 에코백,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이드북 1부
▶ 단계별 수령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1세 ~ 돌 이전
영유아

돌 이후 ~ 4세 영유아

5세 ~ 취학 전
영유아

※ 해당 영유아 이름으로 도서관 회원가입 필수

중랑문화원 ☎ 02-492-0066~7

옹기테마공원 체험관 1월 프로그램

도서관별 운영일정
도서관

북스타트 데이 운영시간

문 의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화요일, 토요일
10:00 ~ 12:00

02-490-9143

면목정보도서관

수요일
14:00 ~ 16:00

02-432-4144

중랑숲어린이도서관

화요일
10:00 ~ 12:00

02-6235-1157

양원숲속도서관

토요일
10:00 ~ 12:00

02-432-0713

중랑상봉도서관

목요일
10:00 ~ 12:00

02-2209-0093

중화어린이도서관

화요일
10:00 ~ 12:00

02-494-1846

신청기간 12. 15.(수)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www.jnfac.or.kr)에서 신청
장

소 옹기테마공원(신내로21길 116)

옹기공예
수업시간

강좌명

목 10:00 ~ 12:00 / 15:00 ~ 17:00

스마일 접시

토 10:00 ~ 12:00 / 14:00 ~ 16:00

꽃 화분

재료비

참가비

9,000

유아동 1,000
청소년 2,000
성 인 3,000

한지공예
수업시간

강좌명

재료비

참가비

목 10:00 ~ 12:00 / 15:00 ~ 17:00

복주머니 저금통

8,000

토 10:00 ~ 12:00 / 14:00 ~ 16:00

색동 육각 연필꽂이

6,000

유아동 1,000
청소년 2,000
성 인 3,000

옹기테마공원 ☎ 02-3407-6546~7

13
배움의 즐거움

www.jungnang.go.kr

방정환교육지원센터 1월 프로그램
신청기간 12. 27.(월) 14:00 ~ 선착순 마감(프로그램별 일부상이)
신청방법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educenter.jungnang.go.kr)
장

되어주세요!

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강의실(상봉동)
구분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대상

명사특강

<88병원 이경석원장>
미래교육 그리고 바른 척추

1. 21.(금)
10:00 ~ 12:00

중랑구민 70명

하브루타 가족독서토론

1. 15.(토) ~ 1.22.(토)
10:30 ~ 12:30

초등 1 ~ 3학년 자녀가
포함된 2 ~ 4인 가족
(6가족)

<저학년>자녀와 함께하는
할로코드

1. 16.(일)
13:00 ~ 15:00

초등 1 ~ 3학년
자녀와 부모(10가족)

<고학년>자녀와 함께하는
할로코드

1. 16.(일)
15:30 ~ 17:30

초등 4 ~ 6학년
자녀와 부모(10가족)

프로그램명

날짜

대상

파도치는 수학바다-삼각함수

1. 17.(월)
16:30 ~ 18:00

고등 1, 2학년 15명

영어원서 읽기(초등)

1. 11.(화)부터 8회
10:30 ~ 12:00

초등 4, 5, 6학년 10명

영어원서 읽기(중등)

1. 11.(화)부터 8회
14:00 ~ 15:30

중등 1, 2학년 10명

대면 직업체험 프로그램
JOBS DO IT

1. 10.(월), 24.(월)
14:00 ~ 15:30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율주행 RC카 만들기

1. 11.(화), 13.(목),
18.(화), 20.(목)
15:00 ~ 17:00

초등학생 6학년 이상,
중학생 1 ~ 3학년

조종기 없이 드론비행을
해봐요(코딩 드론의 세계)

1. 11.(화), 13.(목),
18.(화), 20.(목)
15:00 ~ 17:00

초등학생 6학년 이상,
중학생 1 ~ 3학년

전공탐구
클래스

진로
프로그램

가족
<저학년>자격루를 통해 보는
평생학습
세종대왕과 장영실

1. 23.(일)
13:00 ~ 15:00

초등 1 ~ 3학년
자녀와 부모(10가족)

<고학년>근정전을 통해 보는
조선의 건국과 경복궁

1. 23.(일)
15:30 ~ 17:30

초등 4 ~ 6학년
자녀와 부모(10가족)

가족과 함께 옛이야기
전래놀이

1. 12, 19.(수)
10:30 ~ 12:00

초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2 ~ 4인 가족(10가족)

평생학습

아동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 체험

1. 14.(금)
10:30 ~ 12:30

미취학 아동 학부모
20명

아빠 엄마를 부탁해(가족캠프)

1. 15.(토), 22.(토)
13:00 ~ 18:00

중학생과 부모

독서특강

행복한 책읽기

홈페이지 참조

예비초 1 ~ 3학년
자녀와 학부모

영화
인문학

영화로 만나는 인생이야기
<인생은 아름다워>

1. 19.(수)
14:00 ~ 16:00

중랑구민 30명

1:1 진로진학컨설팅
(매주 화요일 상시컨설팅)

1. 15.(토)
10:00 ~ 18:00

중랑구 학생과 학부모

전공탐구
클래스

꿈수12블록으로
다양한 도형활동

1. 12, 19, 26.(수)
14:30 ~ 16:00

초등 1, 2, 3학년 15명

예비고1,
2025학년도 대입설명회

1. 20.(목)
14:00 ~ 16:00

예비고1 학부모

진학
프로그램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 02-2094-1885

중랑구 SNS에서
유용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중랑구는 구민들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SNS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중랑구 소식을 간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랑구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주제별 다양한
정보가 업데이트

카드뉴스로
간편하게 보는 정보

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나눔의 장

재미있는 영상으로
즐기는 중랑구

친구 추가 한 번으로
내 손 안에 중랑소식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방법

➊ 네이버에서 ‘중랑구청’ 검색

➊페
 이스북 검색창에

➊ 인스타그램 접속

➊ 구글에서 회원가입 후

➊ 카카오톡 검색창(

➋ 홈페이지 안내 아래
‘블로그’ 로 접속
➌ 이웃추가 버튼 누르기
주소

‘중랑구청’ 입력하여 검색
 랑구청 페이지로 접속
➋중

➋ 검색창에 ‘중랑구청’ 또는
@jungnang_gu 검색

유튜브 접속

➌ ‘팔로우’ 버튼 누르기

➌ ‘구독’ 버튼 누르기

주소

주소

주소

blog.naver.com/jung_

www.facebook.com/

www.instagram.com/

nang_gu

jungnanggu

jungnang_gu

에서 ‘중랑구청’ 검색하기

➋ 검색창에 ‘중랑구청’ 검색

➌ ‘팔로우’ 버튼 누르기

모양)

➋우
 측의 ‘

’ 버튼을 눌러

채널 추가
주소 

www.youtube.com/
channel/UCaSpksn_K73DL

pf.kakao.com/_aeEKj

BDI8_kQlhA
홍보담당관 홍보팀 ☎ 02-2094-0564, 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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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사랑 사람

삶 사랑 사람 우리동네이야기
면목5동 사랑의 김장나누美
면목5동 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장 이정숙)는 지난
11월 30일, 겨울을 맞이하여 홀로 김치를 담그기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 등 저소득 50가구에 10kg 김장 김치 50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께
김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웃
들의 따뜻한 사랑도 전달되었습니다.
면목5동 ☎ 02-2094-6182
상봉2동 기초생활수급자의 따뜻한 기부
지난 12월 7일, 상봉2동 주민센터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현금
1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부모님이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아오신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떠나기 전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면목5동
상봉2동
신내2동
상봉2동 ☎ 02-2094-6314
신2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신내2동에서는 11월 26일, 복지공동체, 이웃살피미 등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 60가구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밑반찬을지난
만들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고
면목5동 행복나누리협의체(위원장 이정숙)는
지난 12월
7일, 상봉2동
주민센터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내2동에서는 11월 26일, 복지공동체, 이웃살피미 등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이 서로를
11월 30일, 겨울을 맞이하여 홀로 김치를
담그기
한 남성으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현금
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취약계층 60가구에 직접 담근
살피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취약계층 어르신 등 저소득 50가구에
10kg 김장
100만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신내2동
☎ 02-2094-6630
안내
김치 50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독자투고
어르신들께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부모님이 본인보다 더
밑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이 건강하고
중랑구민의 소중한 일상의
김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웃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아오신 돈을 기부한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주민들이 서로를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어려운
들의 따뜻한 사랑도 전달되었습니다. 중랑구에서 찍은 사진
살피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상황에서도
컷과 함께 떠나기 전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짧은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면목5동 ☎ 02-2094-6182
신내2동 ☎ 02-2094-6630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봉2동 ☎ 02-2094-6314
접수기간 수시
보 낼 곳 중랑구청 홍보담당관
독자투고 안내
<중랑소식> 담당자 앞
※ 전자우편 : 9333phj@jn.go.kr ※ 지면상황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내실 때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홍보팀 ☎ 02-2094-056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중랑구에서 찍은 사진 한 컷과 함께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재단일정표 확인 QR코드
투표할 목적으로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의하여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선거구에서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주민등록에
제247조(사위등재ﾷ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짧은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한
처하게
이러한
사례가 제247조(사위등재·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경우에되오니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중랑구 의류제조업체의 일감 증대 기여
위장전입 사례 예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접수기간 수시
자동화 장비(CAD/CAM)재단실 조성을 통한 재단서비스 제공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위장전입 사례 예시
의류 제조업체의 공정 리드타임 단축, 재단품질 향상, 불량률 최소화
보낼곳 중
 랑구청 홍보담당관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없는
규모로
보아전입신고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주택이
나대지에
자동마카, 사이즈별 재단물 분류 서비스 지원으로 생산효율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수건물주소로
<중랑소식> 담당자 앞
• 수십명이
생활할
없는 하나의전입신고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기
자취방ﾷ하숙집
숙사에 거주하지등에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투표하기
수용할 수 위하여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전자우편 : 9333phj@jn.go.kr
재단 및
패턴
CAD 무상서비스
제공, 특수 미싱 무상 임대
주민등록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지
 면상황에 따라 게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3423-1390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투표하기
자동재단(CAD/CAM)
전문
기술인력이 않으면서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 위하여 일시적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주민등록
이용 안내전입신고
보내실 때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재단 및 마카지, 패턴지 출력을 무상 제공
중랑구 소재 의류 생산업체들을 위한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망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특수 미싱 무상 임대(대여 기종 및 기간 등 별도 문의)
바랍니다.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원단 재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 미싱을 무상으로 임대해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홍보팀 ☎ 02-2094-0565
이용대상 중랑구 소재 의류제조 생산업체, 샘플ﾷ패턴실을 이용하는 디자이너(☎등02-3423-1390)
이용 대상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토ﾷ일, 공휴일 휴무)
제공내용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의류제조 메인 생산업체, 샘플 ·패턴실
▶ 자동재단(CAD/CAM) 서비스
중랑구에 있는 의류제조 메인 생산업체, 샘플·패턴실을 이용하는 디자이너 등
▶ 마카지, 패턴지 출력 무상 제공
▶ 특수 미싱(오드람프, 웰팅기, 엔드리스, 바스미싱) 무상 공용장비실
임대
담당자 및 위치 안내
위
치 망우로77길 12, 2층(舊 망우본동 주민센터)
담당자
주소 및 약도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 02-496-5425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www.jungnang.go.kr

면목5동 사랑의 김장나누美

상봉2동 기초생활수급자의 따뜻한 기부

중랑구민의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신2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서비스 이용 안내
01
■
■
■

02
■
■
■

03
■
■

중랑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생 모집!!!

04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이용 안내

진요한 재단실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7길 12, 2층
서비스문을
이용
안내
재단일정표
중랑구 소재 의류 생산업체들을 위한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망우동에
열었습니다.
이소영 CAD대리
확인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2. 국
 가자격증 소지자 과정

일감 증대 기여
01 중랑구 의류제조업체의
권기철 재단사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원단 재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수 미싱을 무상으로
임대해 드립니다.
■

(간호사-40시간,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토·
일, 공휴일
휴무)
전화번호
: 02-496-5425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50시간)

제공내용

•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 취득
•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 시험 합격 위한 무료특강 및 무제한 무료강의 가능
• 전임교수의 명강의를 통한 고퀄리티 교육 및 취업
지도 연계
• 한 달에 한 번씩의 개강반 개설로 스케줄 상담 가능

www.junglangcareschool.com
※ 중랑구 구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한 유료광고입니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자동재단(CAD/CAM) 서비스

토, 일, 공휴일 휴무

■

의류 제조업체의 공정 리드타임 단축, 재단품질 향상, 불량률 최소화
이대병설

■

미디어고등학교
자동마카, 사이즈별 재단물 분류 서비스 지원으로 생산효율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무상서비스 제공, 특수 미싱 무상 임대
02 재단 및 패턴 CAD▲신내IC
■

자동재단(CAD/CAM) 전문 기술인력이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망우

■

망우본동
재단 및 마카지, 패턴지 출력을 무상
제공

■

03 이용 대상
■

이용절차

➊ 재단의뢰신청서,
사업자등록증(최초 1회) 제출
➍ 패턴입력 및 마카작업

위

교회

하나로
마트

동부제일병원

동서울
농협

망우사거리
러스크

서울병원
중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의류제조 메인 생산업체, 샘플
·패턴실

▶ 특수 미싱(오드람프, 웰팅기,http://cam.apparelbase.com/home/jungnang
엔드리스, 바스미싱) 무상 임대
■

중랑구 패션
봉제 공용장비실

그린주택

금란
예약 방법 : 전화 / 방문 예약
특수 미싱 무상 임대(대여 기종 및주민센터
기간 등 별도 문의)

공용장비실 일정표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마카지, 패턴지 출력 무상 제공

☎ 02-2209-0674
010-5705-7200
서울 중랑구 면목로 352, 301호

QR코드

자동화 장비(CAD/CAM)재단실 조성을 통한 재단서비스 제공

이용대상 중랑구 소재 의류제조 생산업체,
샘플·패턴실을 이용하는 디자이너 등
문의 및 운영시간

망우리고개 ▶

서울
라본병원

중랑구에 있는 의류제조 메인 생산업체, 샘플 ·패턴실을 이용하는 디자이너 등

▼용마산역

04 공용장비실 담당자 및 위치 안내
및 약도
➋ 재단 상담 담당자
➌주소원단
입고
진요한 재단실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7길 12, 2층
(샘플, 패턴, 작업지시서
(취급 원단
이소영지참)
CAD대리
중랑구 주의사항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확인)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1. 신규자 과정(주간, 야간 240시간)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재단일정표 확인 QR코드

권기철 재단사
이대병설
미디어고등학교

문의 및 운영시간
전화번호 : 02-496-5425

➎ 재단 작업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치 망우로77길 12, 2층(舊 망우본동 주민센터)

토, 일, 공휴일 휴무

➏ 재단물 출고

예약 방법 : 전화 / 방문 예약

▲신내IC

망우본동
주민센터 금란
교회

망우
그린주택

하나로
마트

망우사거리

공용장비실 일정표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cam.apparelbase.com/home/jungnang

러스크
서울병원

서울
라본병원

중랑구 패션
봉제 공용장비실
동부제일병원

동서울
농협

망우리고개 ▶

▼용마산역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 02-496-5425

15
문화가 있는 날

www.jungnang.go.kr

중랑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

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11:00
그램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가상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 메타버스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 메타버스란? ‘가상(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접속방법 제페토(ZEPETO) 애플리케이션 설치 → 월드에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검색 → 플레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02-490-9132

적

그램실

료 무료

중랑아트센터 1월 프로그램

1

#1 꼬마 아티스트
꼬마 아티스트는 어린이들의 예술 감각을 일깨워주는 창의미술 수업입니다.
대

상 유치부 8명, 초등 저학년부 8명

일

시 1. 8. ~ 1. 29. 매주 토요일 10:00, 11:00

신청방법 12. 28.(화)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02-3407-6541) 장
주

소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실

제 다양한 자연의 소리
1강

일시

수업내용

수강료

1. 8.(토) 10:00 / 11:00

눈이 내리는 날의 소리

2강

1. 15.(토) 10:00 / 11:00

비가 내리는 날의 소리

3강

1. 22.(토) 10:00 / 11:00

내가 바로 칸딘스키

4강

1. 29.(토) 10:00 / 11:00

소리가 반짝이는 썬-캐쳐

20,000원
※ 재료비 16,000원 별도
2

※ 상기 내용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아트클래스 : 최재희 작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클래스
도자기 클래스는 접시, 컵 등 총 4개의 기물에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며 최종 완성된 작품은 개별적
으로 보내드립니다.
일

시 1. 4. ~ 1. 25. 매주 화요일 14:00

대

상 성인 6명

신청방법 12. 23.(목)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02-3407-6541) 장
수 강 료 40,000원

소 중랑아트센터 프로그램실

* 재료비 별도

※ 상기 내용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약 및 소성 작업은 작가가 진행합니다.

#3 미술관 속 작은 영화관
일

3

시 1. 7. ~ 1. 28. 매주 금요일 14:00

대

상 관내 거주 성인 13명

관 람 료 무료

신청방법 12. 24.(금)부터 선착순 전화접수(☎ 02-3407-6541)
장

소 중랑아트센터 시청각실
일시

영화

관람등급

1. 7.(금) 14:00

베스트오퍼(131분)

15세 관람가

1. 21.(금) 14:00 뮤지엄 아워스(106분)

12세 관람가

1. 28.(금) 14:00

1. 14.(금) 14:00 모나리자 스마일(117분)

일시

영화

관람등급

프리다(120분)

12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 상기 내용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독자 QUIZ
12월 28일 새롭게 문을 여는 는
중랑구민을 위한 미디어 시설, 장비 대여 및 미디어 체험교육의
허브 공간입니다. <6면 참조>
중랑구청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힌 2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1. 12. 28.(화) ~ ’22. 1. 10.(월)
추첨방법 컴퓨터 전산추첨

당첨자발표 ’22. 1. 11.(화)

기재사항 정답 체크 + 주소, 연락처, 성명 기재

정답 올리실 곳 중랑구청 홈페이지 > 구민참여 > 인터넷 접수 > 구청 > 기타모집
당첨자 확인 중랑구청 홈페이지 > 중랑소개 > 중랑소식 > 구정소식
※ 많은 중랑구민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당첨자격은 일 년에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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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 중랑 메타버스 도서관 개관
2 _ 꼬마 아티스트
3 _ 아트클래스 : 최재희 작가와 함께하는 도자기 클래스
4 _ 미술관 속 작은 영화관

연말연시 중랑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백신 3차 추가접종과
추가접종과 거리두기 준수를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민 백신접종 현황

1차
접종

전체인구 389,270명

(’21.12.20.기준)

3차 접종

332,763명
(85.5%)

’21.12.18.~’22. 1. 2.(16일간)

94,825명(24.4%)

연령대별 현황

연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짐에 따라

80.6%
54.4%

2차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송년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철저한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18.8%

9.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 사적모임 제한 강화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323,679명

18~49세
(176,811명)

(83.2%)

50~59세
(68,171명)

60~74세
(74,924명)

75세 이상
(26,083명)

-미
 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2.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18세 이상 누구나 2차 접종 3개월 경과 후 3차 접종 가능

-2
 1시까지 운영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 3차 추가접종 및 청소년 접종 안내

- 22시까지 운영 가능

3차 추가접종 안내

청소년(12~17세) 접종 안내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PC방, 학원, 마시지,

돌파감염과 변이바이러스를 막고 중증화율을 크게

청소년들의 안전등교와 건강보호를 위한

감소시키는 백신 3차 접종에 중랑구민 여러분의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세요!

대상군

- 접종기간 : [1차] ’22. 1.22.(토)까지

접종간격 백신종류

18세 이상 모든 중랑구민

3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2개월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인까지 허용

(’04. 1. 1.~’09.12.31. 출생)

※2
 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확진율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 2차 접종은 3주 뒤

화이자,
모더나

3. 행사·집회 기준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2~17세 청소년
- 접종대상 : 1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파티룸 등

4. 결혼식·돌잔치·장례식장
- 결혼식 : ①, ② 중 선택
①미
 접종자 49인 + 접종완료자 201인 →
250명까지 가능

- 백신종류 : 화이자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60세 이상은 의료기관 문의 후 당일접종 가능

-돌
 잔치·장례식장 :

예약방법

4㎡당 1명 + 행사·집회 기준 준수

5. 종교시설

-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 https://ncvr2.kdca.go.kr
- 당일접종 :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이용 및 동네병의원(111개소) 전화 확인 후 방문접종
- 동네병의원 확인 방법 : 중랑구 홈페이지 접속 → 백신 예방접종 → 중랑구 백신접종 동네병의원 내용 확인

중랑구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
 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이내
(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허용

예방접종증명 유효기간(방역패스) 안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중랑구의 모든 확진자분들께서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180일)까지 효력인정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 의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3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당일부터 효력인정

재택치료는 누가, 어떤 관리를 받나요?

※추
 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은
접종증명 유효기간 미적용

-모
 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 '22. 1. 3.(월)부터 시행[1. 9.(일)까지 계도기간]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 등의 경우 입원(입소) 치료를 받습니다.
- 재택치료 기간(10일) : 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7일 + 자가격리 3일

예방접종증명 유효기간 확인 방법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경과여부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가 집으로 배송됩니다.

•3차 추가접종 여부 확인
COOV앱
전자증명서

또한 입원,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① 대상자 확정

② 치료키트 전달

③ 건강모니터링

④ 자가격리

⑤ 격리해제

• 역학조사/재택치료 결정

• 치료기간·유의사항 안내

• 1일 2회(7일간)
•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 자가격리 모니터링(3일간)
• 이탈여부 확인

• 해제 안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현장발급
예방접종 스티커 ※예방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만 발급

응급상황 시
※ 관리 의료기관: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동부제일병원

COOV앱 설치 후 증명서 발급
2차접종 후 경과날짜 확인 가능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전 국민비서 알림 안내

• 증상발현, 악화 시 검사 및 치료
• 응급상황 발생 시 이송

중랑구민 생활방역수칙 안내
백신접종 받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무료 선별검사 받기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인증

백신접종에 참여해주시고 방역에 협조하시는 중랑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