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계난과 코로나 우울증이 덮쳐오기도 합니다.
일주일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많이 지치고 불안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사람들의 삶 속, 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택트’가 아닌 ‘로컬택트’로,
코로나 시대, 쉼과 여유, 적정노동과 지역활동과 생태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모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희망을 찾다

2020 제2회 중랑마을컨퍼런스 Timetable 참여단체

2020.10.23(금)-11.20(금)

문의 
중랑마을넷 사무국
010-9058-1619 · 02-434-0711 · jrmaeulnet@gmail.com

유튜브 생중계  bit.ly/2020jrhope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 일시: 10.27(화) 14:30-16:30

• 진행: 김수남(중랑마을넷 공동대표)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중랑마을 주민들의 안부와 삶을 나누며
각 의제 활동을 총집결해 희망과 대안을 찾는 2020중랑마을컨퍼런스의
첫 장을 여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
1. “2020중랑마을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영상 상영
2. 주민 공연: 우쿨렐레, 에어로빅
3. ‹바위처럼› 중랑주민 챌린지 영상 상영
4. 토크콘서트 - 코로나시대, 마을에서 생태적 대안경제를 말하다

• 이야기 손님: 우석훈(경제학자, ‹88만원 세대› 저자)
• 대담: 이상현(중랑마을넷 사무국장)

월 화 수 목 금 토

10월
4주

사전마당1 사전마당2

이슈간담회 - 코로나 시대, 
중랑청년들의 고충과 해법
• 일시: 10.23(금) 19:00
• 주최: 모두를 위한 중랑

“모랑모랑”

코로나시대, 10대들은 
안녕한가요 ‒ 10대들의 
아무이야기 챌린지
• 일시: 10.24(토) 11:00
• 장소: 중랑마을넷
• 주최: 중랑행복교육기후위기 금요행동

• 일시: 10.23(금) 12:00-
13:00

• 주최: 기후위기중랑행동

10월
5주

여는마당 차별에 찬성하라는 
시대에서 비판적 시민으로 
살아남기
• 강사: 오찬호(사회학자, 

작가)
• 일시: 10.28(수) 11: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중랑행복교육

기후위기 금요행동
• 일시: 10.30(금) 12:00-

13:00
• 주최: 기후위기중랑행동

중랑교육에 바란다 ‒ 
중랑구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중랑교육 핵심과제 
제안
• 일시: 10.31(토) 11: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중랑교육네트워크

토크콘서트 + 주민 공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 초대손님: 우석훈

(경제학자, ‹88만원 세대› 
저자

• 일시: 10.27(화) 14:30-
16:30

with 코로나, 
중랑건강공동체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10.27(화) 19: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중랑건강공동체

코로나19 시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
“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한가?”
• 일시: 10.28(수) 15: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중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1월
1주

사회적경제 토크쇼1
“생태환경과 사회적경제가
만나”
• 일시: 11.2(월) 15:00
• 장소: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최: 중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약방 마을에서 
치유하다
• 일시: 11.3(화) 14:00-

17:00
• 장소: 마을활력소 마중
• 주최: 중랑마을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토크쇼2
“먹거리와 교육이 만나” 
• 일시: 11.4(수) 15:00
• 장소: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최: 중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공론장
“코로나시대 마을공동체”
• 일시: 11.5(목) 14:00
• 장소: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주최: 중랑마을넷

기후위기 금요행동
• 일시: 11.6(금) 12:00-

13:00
• 주최: 기후위기중랑행동

11월
2주

사회적경제 토크쇼3
“다양한 돌봄이 만나”
• 일시: 11.9(월) 15:00
• 장소: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최: 중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중랑환경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환경토크 콘서트
• 일시: 11.10(화) 10:30
• 장소: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최: 중랑환경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토크쇼5
“문화예술과 사회적경제가
만나”
•
 
일시: 11.11(수) 15:00

• 장소: 동부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주최: 중랑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기후위기 금요행동
• 일시: 11.13(금) 12:00-

13:00
• 주최: 기후위기중랑행동

제3회 중랑교육포럼 ‒
중랑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
• 일시: 11.14(토) 11: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중랑교육네트워크

마을약방 마을에서 
치유하다
• 일시: 11.10(화) 14:00-

17:00
• 장소: 마을과아이들
• 주최: 중랑마을지원센터

11월
3주

자연약방 마을에서 
치유하다
• 일시: 11.17(화) 14:00-

17:00
• 장소: 초록상상
• 주최: 중랑마을지원센터

코로나시대, 중랑청년 
존중하며 버티기 전략 
• 일시: 11.18(수) 19:00
• 장소: 중랑문화로 
•
 
주최: 모두를 위한 중랑
“모랑모랑”

닫는마당

모두모여 세션 + 주민 공연
우리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일시: 11.20(금) 15:00
• 장소: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랑건강네트워크
녹색병원·북부병원·중랑구약사회·중랑구의사회 중랑하나협동조합·
중랑구치과의사회·중랑구한의사회·면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신내노인종합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
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용마경로복지센터·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중랑구재가장기요양협회·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화경로복지센터·(사)중랑마을넷·마을미디어뻔·생각나무bb센터·
서울한살림중랑지구·울림두레생협중랑지구·중랑구npo지원센터·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중랑마을지원센터·중랑배꽃아이쿱생협·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중랑통합부모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지회)·
중랑헹복교육·중랑청년네트워크 청랑·초록상상

중랑교육네트워크
동부교육시민모임·마을과아이들·사교육걱정없는세상중랑등대·
전교조서울지부초등동부지회·전교조서울지부중등동부지회·중랑행복교육·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중랑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가가호호·꽃가람누리마을협동조합·꽃망우리협동조합·다운회아름다운·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블루스카이사운드예술단·사회적기업(주)
람보씨엠개발·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서울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우리셀프빨래방협동조합·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하나교육협동조합·
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주)행복큐산업·태릉신협·
중랑구공동육아협동조합·사회적경제의제모임·한살림 서울중랑지구·
중랑배꽃아이쿱생협·울림두레생협·중랑문화로·사회적기업(주)
심양재가복지센터·빈스로드·두두잘협동조합

중랑청년의제네트워크
모두를 위한 중랑 “모랑모랑”·중랑청년네트워크 청랑·중랑인권모임
“촐랑촐랑”·청년뿌리사회적협동조합

중랑환경네트워크
울림두레생협·중랑배꽃아이쿱생협·한살림 서울중랑지구·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중랑마을지원센터·(사)중랑마을넷·기후위기중랑행동

여는마당

주최

2020 중랑마을 컨퍼런스는 서울시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사회 협력 사업입니다.

지원/협력

“우리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 일시: 11.20(금) 15:00-17:00
• 장소: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참여해온 중랑구민, 각 의제 활동가들이
모두 모여 대망의 마무리!

프로그램
1. “중랑주민, 서로 응원해요!” 영상 상영
2. 주민 공연: 오카리나
3. “우리는 마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의제 공감 스피치 & 의제 간 프로포즈
4. 중랑주민, 희망을 위한 선포식

닫는마당

• 장소: 중랑문화로

• 장소: 중랑문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