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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사랑하는100만시민여러분!

이웃과따뜻한정을 나누고사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福많이받으십시오.
- 비전성남편집팀- 

새해달라지는것

우리는‘세계인’

2004년도시정설계

신년사

분당선 이매역 개통

유망 중소기업대출
보증 지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연식
을먹입시다”

‘성남실버국악예술단’
국악인김 자씨

시민의

올해취업해법없나?

함께나눠요

지구자연사대탐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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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조류독감 여파
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계농
가와 관련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새해 업무 첫
날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시장 이하 600여명의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나누면서 닭, 오리 등을 끓여
서 먹을 경우 인체에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공무원들이
먼저 체험하고 시민들의 불
안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앞
장서기로 했다. 

삼계탕과함께연새해

양계농가 어려움 덜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성남에도 특수 목적고가 들
어선다. 시는 지난 1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설립추진 위원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재
설립추진중인 특수목적고 (가
칭)성남외국어고등학교의 설계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는 2005

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1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분당구 백
현동 산 68번지외 6필지 일원
5,652평 규모에 24학급 규모로
설립된다.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으

로 성남지역은 물론 경기 남부
및 강남 일부지역 학생들의 다
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특성화 추구, 어학분
야의 인재양성을 통한 신지식
인 육성 등에 기여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전철 분당선인 이
매역이 지난 1월 16일 개통되
어 운행에 들어 갔다.
지난 2000년 3월 공사를 시

작하여 4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매역은 지하 1층
1,980평, 지하 2층 1,237평 규
모로 1일 5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게 된다.
부대시설로는 출입구 4개

소, 환기구 2개소, 에스컬레
이터 6개소, 장애인의 이용
에 편리하도록 장애인 엘리

베이터를 지상
에 2대, 내부에
2개소를 설치하
는 등 시민의
편의에 중점을
두었다.
이매역 개통

으로 그동안 야
탑역에서 서현

역까지 3.1km 구간에 역사가
없어 교통불편을 느꼈던 지역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지하철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인
근에 공사 중인 성남문화예술
회관이 준공되면 시민들의 이
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향후 성남~여주간 복선전

철이 건설되면 판교, 광주, 이
천, 여주와 연결되는 환승 이
매역으로 새로운 발전이 기대
된다.

분당선이매역운행한다
16일개통식…1일5만여명이용할듯

문의: 수정구 세무과 737-2121∼5, 중원구 세무과 750-2121∼5, 
분당구 세무과 710-2121∼5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
차세를 1월중에 납부하면 세
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해당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로 신청하면 선납고지서를 받
을 수 있으며 시 세무 홈페이
지(http://tax.cans21.net)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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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대표와 기관단체장 등 각
계 각층의 인사 1천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1월 13일 수정구
청을 시작으로 14일 중원구청,
15일 분당구청에서 새해 인사
회를 가졌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인사회
에서 21세기『e-푸른성남』의 비
전을 제시하며 활기찬 성남 건
설에 뜻과 힘을 모아『믿음주
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
정을 펼쳐 100만 거대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하며, 참가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 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올해 시

정 역점시책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구 특수시책 등 구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직원·시
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 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시정발

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소
외계층을 도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좋은 시책들을 내
실있게 운 , 성과가 있기를 기
대한다며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주문하고 성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고 강조했다.

‘시민이 행복하게’

새해인사회로힘찬출발!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설립된다
2005년 3월 개교예정…계획설계 설명회 열려

이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
면 즉시 경고방송과 함께 현장
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
진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 아

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부터 수정구 태평2동에 고성능
무인감시 카메라 10개소를 설
치, 시범운 하고 있다. 메인
시스템이 있는 동사무소에 운
전담요원을 배치, 24시간 내

내 투기 현장을 감시하여 사전
에 무단투기를 차단한다는 방
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자가 발견될

경우 경고방송과 함께 즉시 현
장출동하여 확인 조사가 이루
어지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3~6개월동안

운 결과에 따라 다른 동에도
추가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쓰레기무단투기“꼼짝마~”

수정구, 무인감시카메라시범설치·운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

밝고 희망찬 갑신년(甲申年)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
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정성을 기울여온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 내시며 수도권을 대
표하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성취하
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
을 다하여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하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
니다.

자랑스런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
과 시련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나 먼
장래를 내다보며 한층 성숙한 미래 지향
적 시정운 은 물론,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희망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진복지도시 틀을 갖추기 위
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
다도 지역역량의 결집이라 할 수 있습니
다. 100만시민여러분의장기적인안목과
진취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알찬 새해 시
정설계가이루어질것으로확신하면서시
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직자 여
러분의변함없는정진을당부드립니다.

서민 등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
록 복지분야 예산을 늘려 차별없는 실질
적인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
다. 노인층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전문요양
시설, 복지센터건립과 특화된 노인보건
센터을 설립하여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
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과
중원·정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을 확대
하겠으며, 어학 재 양성을 위한 특수
목적고를 올해 착공하여 학생들의 소질
이나 창의성을 개발함과 아울러 학교선
택의 기회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와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확충
은 물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
여 장애인복합사업장 설치 등 다양한 복
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시민이 바라는
사랑의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과 도촌지구 택지개발,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내집 마련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 등 자
족과 주거만족 기능을 함께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첨단 신도시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는 이매역사 지하철을 개
통하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
겠으며, 아울러 모란사거리 입체고가도
로를 12월에 완공하여 극심한 상습정체
지역의 교통축을 분산시켜 원활한 소통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23개소 5,500여면의 공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점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심공항 터미
널을 건립하여 출국심사, 탑승수속 등
공항에서 처리하던 수속절차를 원스톱
(One-Stop)으로 이루어 시민의 편익을 돕
겠습니다.

금년에도 가계부채 급증과 좀처럼 나
아지지 않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심
리가 확산되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경제안정이 매우중요하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과 고용안
정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
울러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분당구 야탑동의 첨단연구시설을 금년
내 완공하여 신기술을 지원하는 등 지식
정보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창출과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과 우리시의
발주공사 일반인부에 대하여 50%이상
우리시민 우선 고용운동을 반드시 실현
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보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국제 상단지를 조성
하여 문화공간을 확충하겠으며, 모란민
속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문화재단 설립
과 시립국악단을 창단하고 수준 높은 문
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문화
도시로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에 30여개국 1,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6회 아시아 태권도대
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국
제적으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중·장기 탄천 10개년계획을 수립하
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탄천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팔당의 자연수 1만2천톤을 확보
하여 갈수기에 탄천의 건천화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여름철에는 모래 일광욕과
비치발리볼을 즐길 수 있는 모래사장 조
성과 수경분수 등 편안한 탄천환경을 조
성하여 사람과 생물이 조화를 이루는 맑
은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소규모 쉼터와 아름다
움이 넘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100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와 공사사
전예고제 시행은 물론, 현장방문 대화를
운 하는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도 지속적으로 특성화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
원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엄정
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밝힌 새해 우리 시정은 시민
의 복지향상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다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
한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
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새해에는 100만 인구의 대도시가 탄생
하는 원년으로서 새 출발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
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보다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성남 발전
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21세기 첨단·환경도시인 e-푸른성남
건설을 향해 시민 모두가 힘차게 달려가
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시민 여러
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
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부동
산 담보력과 보증한도로 적기
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
소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04년
성남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대상업체와 공장등록
이 되어 있고 가동중인 중소기
업·벤처기업인증업체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이 아닌 특례보증 대상
자금이어야 하며, 기업·대표자
가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불량거
래처로 규제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사업장·거
주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실이없어야한다.

업체별로 2억원 한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경기신용보증재
단에서 3년간 신규대출보증을
해주게 된다.
신청은 올 1월부터 수시로 받

으며 시 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에서 다운받
을 수 있다. (바탕화면: 산업경
제→중소기업지원시책→자금지
원)

문의: 시 산업지원과
729-3810~4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
고자 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체는 설치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도에서는 도민에게 한 차원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체에서 설
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
치자금으로 50억원을 융자 지
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수
질·소음·진동·오염 방지시
설과 공동방지시설, 굴뚝 자동
측정기, 수질오염자동측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억제 방지
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
설 및 오폐수병합처리시설 등
을 설치하거나 국비 또는 지방
비를 보조받기로 확정된 무공

해·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업이다.
융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 담당자의 검토와 도에서 현
지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가 결정된다. 
융자는 농협중앙회, 한미은

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각
지점에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구비서류는 도
홈페이지/생활문화/환경정보
(www.gyeonggi.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문의: 시 환경위생과 729-4312/

도 환경정책과 249-4221~5

시는 우수디자인 제품 개
발을 통한 고유 브랜드 개
발과 기업이미지 제고 및
고부가가치를 실현하여 수
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을 가동중인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개발 사업비를 지원
한다. 
지원분야는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3개 분야로 오는 2월 2일부
터 10월말까지 신청가능하
며 과제당 5백만원 이하로

총 개발비용의 50% 한도에
서 지원된다.
주관 기관은 산업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
도내 소재 대학이거나 산업
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
사이어야 한다.
문의·접수: 시 산업지원과

디자인지원팀
(☎ 729-3851, fax 729-3899)

2004년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안내

적십자회비 모금

▲ 집중 모금
2004.1.20 ~ 2.28(40일간)

▲ 2차 모금
2004.3.15 ~ 4.30(45일간)/
전입자(미납자)

▲ 세대주
시 지역 5천원(광역시
6천원) / 군 지역 4천원

▲ 개인사업자: 2만원
▲ 법인: 3만원~30만원
▲ 단체: 5만원~10만원

문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238-1140~2, 

시청 자치행정과 729-3320~3

시포탈사이트로홈페이지 만들어요시포탈사이트로홈페이지 만들어요

『성남시 포탈사이트』는 지역의
인터넷 정보공동체를 구성하여 지
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어려운 사
업장(개인, 기업, 단체, 기관 등)의
경우 쉽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 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
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주소: http://pt.cans21.net 또는 http://cans21.net
메인화면 왼쪽 포털사이트/홈페이지 마법사 클릭

○ 홈페이지만들기 버튼 클릭 → 회원가입 → 기본정보입력
→ 홈페이지관리

○ 웹메일 가입이벤트 실시
- 매번 1,000번째 가입자: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제공
- 매번 10,000번째 가입자: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제공

■ 문의: 시청 정보통신과 729-3412

우리 시를 비롯해 수원,
안양 등 도내 6개 시의 공
차고지 건설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가 버스 노상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도내 6개 시를 포함, 전국 14
개 지역의 공 차고지 건설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난 1월 8일 밝혔다. 

오는 2월 2일부터 3월 12
일까지 2004년 상반기 주민
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주

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
위신고자 △주민등록표 기
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화상자료 미입력
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
급자 정리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자가 개인세대를 방

문, 조사할 때 미전입신고자
는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
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
기간중 자신신고에 의해 주
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할 예정이다. 

그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관
해오던 성남 제2종합운동장이
연중개방키로 함에 따라 시민
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올 1월 11일부터는 주경기

장, 체육회관, 실내수 장, 실
내빙상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등을 휴일없이 언제라도 이용
할 수 있다. 운 시간도 평일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
며 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
전 6시로 앞당겨 개장하고 오
후 6시에 폐장한다.    

문의: 성남제2종합운동장
725-7121



직장을 다니는 많은 어머니들이 전업
주부들과 비교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
녀가 아프거나 방학 때 자녀를 집안에
두고 출근해야하는 어머니는 불안합니
다. 그러나 아이와 접촉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결
과에 의하면 맞벌이 엄마의 자녀와 전
업주부의 자녀들 사이에 정신적·육체
적 성숙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
다고 합니다. 아이와 같은 공간에 장시
간 같이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
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 단지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와 효과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메일이나
문자, 쪽지 편지를 이용해 서로의 마음
을 나누어 보세요. 얼굴은 보지 못했어
도 엄마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주말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공

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은
어떤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한지 등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에
도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외출

하세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연이
나 화 등을 함께 보면 서로를 더 이해
할 수 있게 되고 아이 마음도 여유로와져
서마음을열기가더쉬워질것입니다.
선입관과는 달리 오히려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효율
적인 양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머니는 어머니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나름대로의 양
육방식으로 주관을 가지고 양육하세요.
중요한 것은 애정이 담긴 일관적인 양
육태도입니다. 

정선화 명예기자
성남시 청소년상담실 전임상담원

문의: 717-2000, 749-5502

청소년문화체험교류

5청소년 /2004년 1월 26일 (월)

빙상꿈나무서현중정은주선수

2004 세계주니어쇼트트랙

선수권대회금메달3관왕

우리 시 빙상 꿈나무인 서현중학
교 3학년 정은주 학생이 지난 1월
9~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04
세계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
서 1,500m 개인전과 2,000m 계주부문
등에서 금메달을 차지 3관왕에 오르
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와 시설관리
공단은 빙상 꿈나무 선수 육성을 위
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청 소 상 담년 사 례

우리는‘세계인’

자매결연 중국 심양시와 나누는 문화‘이심전심’

맞벌이를하는주부들은방학이되면어느

때 보다도 괴롭습니다. 늘 더 신경을 써야지

하면서도너무피곤해서제대로챙겨주지못

한미안함에응석을다받아주다보니버릇이

점점나빠지는것같아서걱정입니다.

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맞벌이주부의자녀양육
같이있는시간보다 일관성있는양육태도가중요

이번은 나에게는 두 번째 중국 방문
이다. 처음에 단순히 여행차 방문했을
때 잡상인들이 가격을 속이면서 돈만
챙기려는 모습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나
에게 무지 나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문화체험교류

로 만난 중국 친구들은 우리를 좀 더
잘 대해 주려고, 이 정도는 부족하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었
다. 심양시의 교육에 대해서, 심양시의

모습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한껏 예절을 지키라고 충고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다. 나에게
‘세상은 이렇게 넓은 것이구나’, ‘이렇
게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시와 관계자 여
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의 대

표로 방문한 심양시. 심양시와의 자매
결연 5주년을 기념하여 미래를 위해 어
른들 대신 학생들을 교류시킨다는 시청
직원의 말,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미래는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이고

그 때 우리의 앞에 친근함이 있는 중국
친구들이 서 있다면 우린 더욱 단결하
여 쉽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는 마음이 있었기에 우린 누구보다도
더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처음 문화체험교류단에 신청했
을 때 나는 중국이 좋아 중국어도 많이
배우고 중국 문화도 많이 체험하려는
그저 가벼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심
양에서의 4박5일간은 나의 마음을 완전
히 바꾸어 버렸다.
중국 학생대표의 또랑또랑한 말 속에

는 무한한 발전이 엿보이는 심양에 대
한 자랑이 숨어 있었다. 심양이나 성남
이나 각 나라를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도시라는 생각에 그만큼 나
도 성남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 
특히 소년궁, 북릉공원에 이어 단동

에 도착했을 때는 얼어붙은 압록강 너
머로 북한군과 우리 교류단이 서로 교
환하던 그 담배 한 보루에 통일을 염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런 좋은 행사를 주최하신 성남시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내년에도 후 내년
에도 이 좋은 프로젝트가 잘 이어져갔
으면 하는 마음 가득하다.
이번 심양방문은 내가 고3이 되어 진

로를 선택하는 데에 한 획을 긋는 계기
가 될 것 같다. 나는 중국과 한국을 연
결하는 통로가 되는 중국 외교관이 되
고 싶다. 
전에는 꿈뿐이었지만 이제는 결코 꿈

으로만 남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이 어
느새 충만해진다. 

넓은세상, 또하나의삶
서현중학교3학년박창규

하루가다르게변천하는지구촌사회. 청소년들의국제의식을함양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나아가세계인으로서의꿈을키울수있도록청소년문화체험교류가실시된다.
지난98년중국심양시와자매결연을체결, 경제·문화·체육등의분야에서활발한교류를해온시는지난연말청소년교류를시범적으로추진, 민간차원의교류를촉진시키는첫발을

내딛었다. 관내에거주하는중·고등생51명은12월27일부터31일까지중국심양을방문, 역사유적지탐방, 홈스테이, 청소년어울마당, 상호문화알리기등의교류활동을펼친것이다. 오는
2월9일경에는심양시에서도우리시를방문해교류활동을전개하는등시는앞으로청소년문화교류를확대, 시행할방침이다.   

나의진로는‘중국외교관’
성남여자고등학교2학년김 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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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2004년도 갑신년(甲申

年)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갑신년(甲申年) 새해를 맞이하여 성

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
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며
올 한 해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극복
하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 국운이
융성하고 모든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
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남시의회와 의원들에게 아낌없
는 성원과 많은 후의를 베풀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새로운 정

부의 출범으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자신감과 희망이 충만해 있어서 그 어
느 때보다도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 다고 하겠습니다. 그
러나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어
닥친 이라크 전쟁, 북한의 핵문제 등
으로 휘청한 경제는 노사분규 악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 급감, 이전, 투자 소
비심리 냉각, 신용대란 위기, 정치자금
수사 장기화에 이르기까지 각종 악재
로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 지혜가 필요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 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계

층간, 노사간,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
기를 소망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남북간 북미간의 관
계가 진전되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나라
의 경제역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다시
성장하는 경제대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만성남시민을위한진정한참일
꾼·참봉사자로서거듭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도 벌써 13년
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을 회고해 볼 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시민의 뜻
을 대변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복
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
한 열정과 정성은 대단하 고 나름대
로 최선은 하 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부분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신년(甲申年) 새해에는 저
를 비롯하여 시의원 모두는 지금에 안
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순응하고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진정
한 참 일꾼 참 봉사자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굳은 결의와 의지로 활기찬 의정활동
을 펼쳐 시민의 고견에 귀기울여 더욱
내실 있는 의회운 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 시
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
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
로 경기도 내의 중핵 도시로 다가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1조3
천2백억원이라는 성남시의 막대한 예
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그 실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동
반자와 감시자로의 역할에 충실할 것
을 다짐 드립니다.

시민이주인이되는진정한지방자치
시대를앞당기는선구자가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은 우리 모두가 풀어가
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야 할 때입니다. 지방자치제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중앙정부에 편중된 권
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되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우리
시 의원 모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기는 선구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나 불
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 하도록
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임을 명심하여 지방의
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이루기
위하여 연구와 노력으로 창의적인 생
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의정능력을 극대화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시의
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

희망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갑신년(甲申年) 새해에는 지난 한

해 어두웠던 그림자를 뒤로 하고 희망
의 싹이 돋아나는 한 해가 되도록 시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성남시민 모두
가 동반자가 되어 역사적 소명을 부여
받은 주역이라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알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
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변
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
을 부탁드리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로 한치의
기대에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100만 시민의 대변
자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
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보람
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

니다.                                     
2004. 1.                 

성남시의회의장 김상현

2004년성남시의회의장 신·년·사

▶임시회 개최: 6회 45일, 안건심의 83건
▶정례회 개최: 2회 35일, 안건심의 45건
▶시정질문 및 답변………………………46명 117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 조사특별위원회:
2003.6.27~9.16 제13차 회의개최

▶성남시현충탑이전관련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
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2003.6.26~8.31 제7차

회의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회

▶회의장 방청 및 개방 …………………………546명
▶의장실 개방………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32건
▶의회에 바란다 …………………………………123건
▶타지역 기관 및 단체방문객 접견(외국인포함)……

…………………………………………………9회 83

▶국내 성남시의회 의원연수
2003년 제1차 의정연수(2003.3.26~28, 강릉)
2003년 제2차 의정연수(2003.10.13~16, 제주도)

▶국외 의원연수
2003년해외연수(2003.11.14~11. 24, 유럽 6개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의정포럼 개최(2003.3.4  중앙문화정보센터)
▶타 시·군 의회 벤치마킹 ………3회 4개 시·군
▶현장방문 의정활동 ……………………3회 8지역

▶사회복지시설……………………………………2회
▶전·의경대………………………………………2회
▶기타(태풍피해지역)……………………………2회

2003년도주요의정추진성과

6 / 시의회 2004년 1월 26일 (월)

임시회 및 정례회 운◀◀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활동◀◀

봉사활동 전개◀◀

특별위원회 운◀◀

열린의회 운◀◀



2004년주요시책·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서비스이동·회사별신규식별번호(2004.1.1 시행)
정보통신과 729-3431

○ 이동전화에 가입한 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재정경제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2004.8.17 시행)                                             지역경제과 729-3740
○ 사업주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를 통해 1개월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구인하

지 못하 을 시 외국인 근로자 채용가능 (단,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최대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

○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법적 고용기
회 보호

경형승용자동차에대한감면(2004.1.1 시행)                                               세정과 729-3511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 800cc 미만인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 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아파트형공장설치및입주자금지원제도(2004.1.1 시행)                산업지원과 729-3811
○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업체당 200억원이내 (시·군 출연부담비율-10%)
○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 업체당 3억원이내

문화복지

수급자선정기준개선완화(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042
○ 기초공제액(4인 기준): 5,630만원
○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05만원
○ 장제비(근로능력가구): 30만원
○ 중고생 교과서 대금: 10만원
○ 부양의무자 적용시 친정 부모는 소득만 반 (재산 미반 )
○ 자동차 보유시 일정기간 내 처분을 전제로 보호 가능

기초생활보장급여액인상(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042
○ 최저 생계비 3.5% 인상

자활근로사업운 방법개선(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141
○ 자활사업 유형: 4개 분야
·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

○ 급여:20,000원~31,000원(급여 최대 28,000원, 실비 3,000원으로 일원화)
·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반

○ 주거현물급여: 1,200천원으로 단일화 (이윤 10%까지 인정)
○ 자활 후견기관 운 지원: 참여인원 등을 반 하여 규모별 지원

장애인복지시책추진(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030
○ 장애수당: 월 1인당 60천원
○ 장애아동 부양수당: 월 1인당 50천원
○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80원/ℓ
○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욕창 방지용 매트 등 5종
○ 장애인 자동차표지 갱신: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 4종류(탈착식)로 구분발급

비 리공부방운 비지원(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041
○ 지원대상: 법인운 공부방, 비 리 등록단체 운 공부방
○ 운 비 지원: 월 672천원/개소 당

저소득층보육료확대지원(2004.1.1 시행)                                          사회복지과 729-414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 차상위 소득자녀 지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보육료의 60%지원
○ 차차상위 소득 자녀 지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보육료의 40%지원

청소년증발급(2004.1.1 시행)                                                             체육청소년과 729-3921
○ 학생·비학생의 차별화를 없애고 비학생에 대하여서 청소년증 발급
·발급시기: 2004. 1. 1(거주지동사무소)
·발급대상: 만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규격 및 양식: 전국 통일

환경위생

자동차배출가스중간검사확대시행(2004.1.1 시행)                         환경위생과 729-4321
○ 대상자동차

○ 정 검사 기간 내 미수검: 과태료 30만원 이하, 
정 검사명령 불이행: 벌금 200만원 이하

○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747-9468),세원자동차서비스(주)(734-0316)
분당대성자동차서비스(723-699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정시행(2003.12.18 시행)                     환경위생과 729-4341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업장 이외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 업
포함)

환경 향평가관련서류공개의무(2004.7.1 시행)                              환경위생과 729-4321
○ 주민 등이 환경 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

관은 의무적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공
개하도록 함.

생활소음규제강화(2004.1월공포예정)                                                환경위생과 729-4321
○ 산업단지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규제 대상지

역에 포함하도록 함.
○ 발파 소음·진동의 경우에는 주간에 한하여 10㏈ 완화

도시주택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2004.4.1 시행)                                              도시과 729-4440~2
○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
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공유토지 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토지거래허가후이용목적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2004.2월중시행)
도시과 729-4440~2

○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하여 성남시 조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발부담금부과중지(2004.1.1 시행)                                                             도시과 729-4443
○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9개 개발사업 대하여 2004. 1. 1일부터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공동주택거래신고제도입(2004.3. 시행예정)                                               주택과 729-4622
○ 투기지역 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

지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내에 신고하도록 함.
※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재건축조합원자격이전제한(2004.1월시행예정)                                      주택과 729-4622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의 조합원 자격취득 금지
·조합은 주택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

주상복합아파트전매금지(2004.3월시행예정)                                            건축과 729-4711
○ 300세대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

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건설교통

접도구역안토지의매수청구제도도입(2004.7월시행예정)                   도로과 729-4943
○ 고속도로 매수 청구권제도 도입과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어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
청에 매수청구 가능

○ 도로의 관리청은 매수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매수 대상여부와 매수 예상
가격을 청구인에게 통보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지원(2004.8.15 시행예정)                          교통지도과 729-2631
○ 대상 및 지원액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대문 및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 대문철거: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1,700,000원
⇒ 담장철거: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1,500,000원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간의 경계담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시 ⇒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000원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조하고 주차장 설치시 ⇒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
고 800,000원

자동차전국단일번호판제도시행(2004.1.1 시행)                      차량등록사업소 709-6800
○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 및 등록번호판 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 부담 등 국민편의 증진

덤프트럭등건설기계에주제동장치(ABS) 설치(2004.3.1 시행)
차량등록사업소 709-6800

○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에 대하여 바퀴 잠김 방지식 주 제동장치
(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

○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분부터 적용

상하수도사업

성남시하수도사용요금인상(2004.1.1 시행)                                       하수처리과 729-5810
○ 2004년 1월 사용량(3월 고지분)부터 평균 50% 인상되며 업종변경과 사용구간

누진체계가 축소된다. 가정에서 월20㎥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요금은
1,080원에서 1,600으로 월 520을 더 납부하게 된다.

도시정비사업

1회용품사용규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제시행(2004.3.1 시행)
자원관리과 730-3031

○ 주민이 음식점·목욕탕·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을 설치 운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위반업소에게는 10만원에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게 됨.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인상(2004.1.15 시행)                                    자원관리과 730-3011
○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인상 환경부의 봉투가격 현실화율 100% 권고 이행 및

인접 시·군과의 봉투가격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현실화율 33%에서 가정용
38%, 사업장용 48%로 상향조정된다. 소각용·음식물용이 10ℓ가 140원에서 소
비자가격 200원으로, 20ℓ가 26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정화조및오수처리시설오니청소수수료조정(2004.1.15 시행)   자원관리과 730-3021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오니 청소수수료 가격

분리배출표시제도의무화(2004.1.1 시행)                                            자원관리과 730-3031
○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품목추가(2004.1.1 시행)                             자원관리과 730-3031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추가확보하고자함.

보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2004.3월시행예정)                              수정구보건소 729-5830
○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여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 시행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2004.9~11월시행예정)                    분당구보건소 729-5851
○ 만65세→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변경

회사명
SKT
KTF
LGT

현재식별번호
011, 017
016, 018

019

신규식별번호
010-31XXX-XXXX
010-30XXX-XXXX
010-39XXX-XXXX

타사로변경가능한시기
2004. 1. 1
2004. 7. 1
2005. 1. 1

가구원수
최저생계비(원)

1인
368,226

2인
609,842

4인
1,055,090

5인
1,199,637

6인
1,353,680

3인
838,797

구 분

비
사업용

사업용

승 용
기타자동차

승 용
기타자동차

2003.12.31까지
차령12년경과
차령7년경과
차령3년경과
차령4년경과

2004.1.1~2005.12.31
차령7년경과
차령5년경과
차령2년경과
차령3년경과

2006.1.1부터
차령4년경과
차령3년경과
차령2년경과
차령2년경과

구 분
정화조및

오수처리시설오니

용량
기본1㎥
초과0.1㎥

수수료
15,485원
1,370원

기 존
12,060원(기본0.75㎥)

966원

7새해달라지는것 / 2004년 1월 26일 (월)



* 사업개요: SK컨소시엄, 벤처집적시설 지정, 1,000여개
업체 입주예정

-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정자동, 2002~2005년 41,936백만원)
* 사업개요 : 6,948평 지상 7~22층, 경 마케팅 등 정보지원

- 민자아파트형공장 건립지원(500억원)
* 건설비의 75%이내, 동당 200억원이내
(사업 시행자 융자⇒입주업체 승계)

·성남산업진흥재단 운
- 임대벤처빌딩 및 창업보육센터 운 , 정보지원, 교육연수, 
국제 마케팅 사업 등
* 중소·첨단기업 육성의 중추적 역할 수행, 출연금15억원

·창업보육센터 등 운 지원
- 창업보육센터(5개 대학 150백만원)
- 창업동아리(10개 동아리 35백만원)
- 고등학교 발명부(5~9개 동아리 25백만원) 육성지원

❷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업체당 5억원이내, 600억원)
·마케팅 지원

❸고용안정과일자리마련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 취업정보센터(4개소 6,000명)
- 일일취업센터 및 무료직업 소개소(5개소 20,000명)
- 취업박람회 개최, 고학력 실업해소 산·학·관 간담회
- 고용촉진훈련(78명, 4개 훈련기관 4개직종)

·일자리 마련
- 실직자 우리시 주민50% 우선 고용운동(94개 사업장 88,000명)
- 공공근로사업 추진(1일 평균 800명 참여 6,283백만원)
- 소자본창업지원, 청년인턴제 운 , 외국인 투자유치, 
창업보육센터 육성

❹국제통상활성화
· 무역실무교육(2회 80명, 무역업체 임직원)
· KOTRA 지사화 사업지원(참가비의 50%, 75만~130만원이내)
· 수출상품 국제규격(CE, UL등) 인증 지원

(비용의 50% 700만원한)

❺생활정보공유화정착
· 시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이벤트행사 확대실시
- 정보화교육: 1만명, 30개 교육장
(공공기관, 학교, 학원, 유관기관등)

- 정보화 이벤트행사
(인터넷정보검색대회, 사이버문화축제,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

· 생활·행정·산업정보화구축
- SMS(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안내, 
행정전산망 시스템구축

- 건축행정(AIS)정보·지리정보체계 구축
(서현1동 등 10개동 2,996백만원)

❶문화·예술공간 확대및운

·문화예술회관 건립(야탑동 2005년, 3,280석)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건립(외자유치 3천만불)
·시립도서관 건립(구미동 277억원)
·책 테마파크 조성(율동공원 48억원)

❷국제 상단지조성
·시 관내 30만평 조성(1,200억원)

❸모란민속시장활성화
·모란시장 활성화(2003~2006년 3,690평 953면)

❹문화산업육성
·성남시립박물관 건립(2004~2008년)
·성남문화재단 설립(2004년 7월)

❺시립국악단창단등문화예술진흥
·시립국악단 창단(2004년 11월)
·문화예술제 및 특성화된 마을축제 활성화
·성남의 얼 찾기 추진(487백만원)
·문화 예술·진흥기금 확충
·다양한 장소에서 연주 횟수 확대

❻생활체육및전문체육활성화
·제16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2004년 5월 개최, 30여개국 참가)

·생활체육 중심의 제2종합운동장 운
·제31회 시민체육대회(2004년 10월)
·엘리트체육 육성(23개 사업 2,626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19개 사업 880백만원)
·체육진흥기금 확충

❶상쾌한생활환경조성
·상쾌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맹산 자연생태학습관 건립(야탑동 2003~2006년, 90억원)
·도시녹화사업(19개 사업 3,888백만원)
·미래를 생각하는 탄천가꾸기 사업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

❷아름다운환경도시만들기
·환경생태도시 조성(천연가스 시내버스보급)

❸디자인산업지원
·리빙뉴스21·성남(4억2천만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도’시행

❶시민의시정참여확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제, 정책토론회 운
·『성남시에 바란다』, NGO 시정참여, 현장행정방문 강화

❷ 행정타운조성
·여수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조정 건의

❸사랑의하우스만들기사업추진
·관내업체 자매결연, 분기별 2~3가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❹정책형성기능강화
·성남발전연구소 확대 운 (2005년까지 30억원 조성)

❺ 국내·국제간교류증대
·국내·국제 교류도시 확대 및 공무원 파견연수

❶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18,628세대 275억원)
·자원봉사센터 운 활성화(464단체 80,813명)
·공공근로사업 추진(1일 800명, 60억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1천세대 150억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재건축(15평 200세대 122억원) 

❷노인복지향상
·노인복지센터 설립(상대원 1동)
·경로당 건립(은행2동 등 4개소 18억원)
·노인복지회관 및 센터건립(성남동·정자동·복정동, 339억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석운동 18억원)

❸여성의사회참여촉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34%확대
(58개 위원회,  자매도시 여성단체교류)

·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 단체활성화
(28개 단체 13,428명, 281억원)

❹장애인복지향상
·장애인 고용을 위한 복합사업장 설치(상대원1동 10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 비 지원(10개소 3,780백만원)
·장애인 재활사업기금 효율적 운 (40억원)
·재활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지원(50명 3천만원)

❺아동보호와청소년활동지원
·보육사업 확대
- 민간·가정보육시설 운 비지원(124개소 472백만원)
-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4,250명 637백만원)
- 직장 및 지역 유아시설 확충(2002~2006년 7개소 18,367백
만원)

·아동·청소년보호
- 제82회 어린이날 행사(30백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866명 363백만원)

- 소년소녀가정보호(108세대 157명, 생활안정비 179백만원,
자립정착금 54백만원, 특별위로비 4회 21백만원)

- 청소년야간학교 지원(2개교 13백만원)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운
(수정·서현 청소년수련관, 양지동 문화의집)

- 청소년문화예술제 개최(2004. 10월)
- 교육경비 지원(32개소 5,337백만원)

·미래를 대비한 청소년 시설확충
-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초·고 증설
(초교 2개교, 고교 1개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이전(양지동 870번지, 214평)
- 특수목적고 설립
(분당구 백현동 5,662평 170억,  2005.3월 개교예정)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2개소 35,650백만원 2004~2006년)
- 중원 청소년수련관
(하대원동 2,763평 202억원 2006. 6월 개관)

- 정자 청소년수련관
(정자동 2,217평 15,450백만원 2004. 6월개관)

❻보훈복지사업등추진
·현충탑 이전 건립(여수동, 2004~2005년)
- 부지 5,463평, 현충탑, 광장, 주차장, 부속건물

·현대화된 화장장 시설 운

(화장로 15기, 관망홀 15개소, 화장예약제 운 )
·장묘문화 사진전시회(89점, 2~3회, 다중이용시설 등)

❼시민건강증진
·보건사업
- 유아보건(예방접종), 모성보건(여성암 검진 등)
- 국민건강증진(금연 등), 정신보건(정신질환자 상담, 사회
복귀훈련, 알코올 중독자관리)

- 재활보건(뇌졸중, 지체장애자등), 어린이건강교실, 임산부
모자건강교실

- 방문보건(방문진료, 간호, 재택물리치료, 간병봉사자 지원등)
- 발달 장애아동 관리사업(신구대학 70명, 10백만원)

·전염병 관리사업
·노인관리사업(상담실, 건강프로그램, 방문간호)
- 치매노인 주간보호, 치매가족교육, 치매환자용 의료용구 대여
-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 (65개 경로당, 80백만원)

·자원봉사 및 건강증진사업
- 호스피스 자원봉사 관리사업(암환자관리, 워크샵, 팀모임 등)
- 사랑의 안경나눔사업(149명, 소외계층), 치과진료소 운
(1일 25명, 20백만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실시(34회 1,760명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 인터넷 가족 건강증진센터 운 (의사회 공동 시행, 232백만원)
·운동시설 설치
- 재활운동실 설치 운 (보건소, 퇴행성 관절염환자 등, 
72백만원)

- 운동처방실 설치 운 -(보건소, 질환자 및 일반인, 196백만원)

❶ 조화로운발전과쾌적한생활공간조성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2003~2011년 283만평<우리시55만평>)
- 사업개요: 수용인구 89천명(29,700가구), 저 도 친환경도

시, 先교통(2008.12월) 後입주(2009.1월) 원칙, 
인구 도95인/ha (분당 198인/ha, 평촌344/ha)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2007~2016년, 73만평 재개발
기금 778억원)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2004~2007년 24만평)
·서울공항 활용방안 추진

❷ 편리한도로망구축
·도로확장공사(3개 구간 187,069백만원)
- 동원동~대장동간 확장(1999~2006년)
- 탄천변도로(수정로~중앙로간) 확장(2003~2006년)
- 탄천변도로(태평동~복정동간) 확장(2004~2006년)

· 도로개설공사(3개구간 136,751백만원)
- 공원로~우남로간도로(2002~2005년)
- 야탑동~서현동간도로(2000~2005년)
- 모란고가도로(풍생고앞~둔전교회)건설(2003~2004년)

·미래의 대중교통 경전철사업
- 3개노선 36.89㎞(17,103억원 민자유치),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 도심공항터미널 유치(2004~2006년, 판교개발지구내 1,000평)

❸ 주차장확충
·사송동 시내버스 공 차고지 조성 (2003~2004년 443면
25,911백만원)

·주택가 공 주차장 조성(2003~2005년 4,232면 175,240백만원)
- 사업개요: 수정구(6개소), 중원구(9개소), 분당구(5개소)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2004~2005년, 300면 120억원)
- 사업개요: 상원여자중학교(단대동 150면), 대일초등학교

(상대원3동 150면)  

❹ 시민위주의교통흐름개선
·대중교통수단 개선사업

- 대중교통체계(114개노선 1,841대) 
- 신호체계 개선(140개 교차로)
- 버스안내 시스템(BIS) 구축 (423대 4,978백만원)
-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자전거 도로확충
(2004~2010년) 

· 올바른 교통문화 만들기 추진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5개 분야 307억원)
-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중앙·광명로 12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설 정비사업(61개소 10,370백만원)

·판교지구 택지개발 및 용인시 지역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 신분당선(정자~신사) 신설(2009년)
- 고속화도로(분당~의왕~신림) 개설(2007년)
- 풍덕천3거리~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신설
(2004~2007년 1,000억원 L=15㎞(4차로))

- 용인 덕~판교~양재간 도로신설
(2003~2007년 1조2천억원 L=24.5㎞(4→8차로))

- 국지도 23호선(풍덕천~세곡동)확장
(2003~2007년 4,200억원 L=17.3㎞(6→8차로))

- 국지도 57호선(판교~청계사입구)확장
(2003~2007년 446억원 L=4.2㎞(4→6차로))

❶지식·정보산업중심의지역경제활성화
·성남벤처타운 조성 및 지식정보산업 비지니스센터 건립

- 첨단연구시설 건립(야탑동, 2002~2004. 12월 422억원)
- 성남벤처타운 조성(정자동, 2000~2005년 298,129백만원,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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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31주년을맞는시는2004년도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쾌적한환경속에살맛나는도시를건설하기위해지역특성에맞추어다양한사업을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총14개부문수상

인구 -  348천가구962천명

도시계획면적-141.7㎢
(경기도의1.3%)

재정규모- 
총1조3,216억6천6백만원

행정구역 - 3구44동1,099통6,564반

재정자립도⇒90.1%

2004년도시정설계

성남시, 이런사업펼칩니다

기본현황

·주거지역: 19.74㎢(13.9%) 
·상업지역: 4.42㎢(3.1%)
·공업지역: 1.60㎢(1.2%)   
·녹지지역: 115.96㎢(81.8%) 

·일반회계: 7,237억8천7백만원
·특별회계: 5,978억7천9백만원

2003년도추진성과 (분야별수상내역)♣ ♣ ♣ ♣

⊙공공기관평가수상내역 (10개부문)
·공공근로추진상황평가/ 최우수(행정자치부)
·여성(행복한고을)정책추진상황평가/ 경기도우수(행정자치부)
·하반기세정운 종합평가/ 우수(경기도)
·산림녹지시책종합평가/ 우수(경기도)
·자활사업추진상황평가/ 우수(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업무종합평가/ 우수(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 장려(경기도) 
·상반기세정운 종합평가/ 장려(경기도)
·민원행정추진상황평가/ 장려(경기도)
·지방물가관리평가/ 장려(경기도)

⊙민간단체평가수상내역 (4개부문)
·디지털경쟁력향상대회(기초시부문)/ 행정대상(매일경제신문등)
·주민자치센타박람회(금광1동)/ 장려상((사)열린사회시민연합)
·경기도새마을운동평가(새마을회)/최우수상(경기도새마을회)
·하키연말시상및하키인전진대회(하키팀)/ 최우수단체상(대한하키협회)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식정보산업육성

조화로운지역개발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

생활에활력불어넣는문화·예술·체육진흥

생태계가살아숨쉬는아름다운환경조성

시민과함께하는참다운자치행정실현

이웃과함께하는살맛나는복지시책추진



올해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을 둔 부모는 아이들이 홍역
(MMR)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미
리 챙겨보자.
시는 2004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인 1997.3.1~1998.2.28 출
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등 전년
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2차
홍역(MMR) 예방접종을 독려,
만 4~6세 아동의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유지하여 홍역의 유행
을 방지하고 나아가 홍역을퇴치
하기 위해 나섰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은

‘취학통지서’에 첨부된〈2차 홍
역 예방접종 통지서 및 예방접

종 증명서〉에 확인을 득한 후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차 홍역 예방접종을 이미 실

시한 취학예정 아동은 해당 의
료기관에서, 미접종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그밖
에 홍역을 앓았거나 예방접종
금기자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진단받은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받으면 된다.
한편, 올 1월까지 시 보건소에

서 2차 홍역 예방접종을 한 관
내 거주 취학연령 대상자에게는
증명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수정구보건소 743-4000

중원구보건소 731-0062
분당구보건소 704-2722

채근담에 보면 입에 맛나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녹이고 뼈
를 썩히는 독약이 된다고 하
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음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1950년경에 베르너 콜라스라

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
다. 많은 수의 큰 쥐들을 대상

으로, 처음에는 현대인의 일반
식인 빵, 과자, 케이크에 해당하는 식단을 제공했다. 쥐에게
서는 곧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만성변비와 충치, 뼈
가 쉽게 부러지는 현상, 암의 전단계인 장내 세균의 악성 변
종 등의 증세 다. 실험 쥐는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병이 깊
은 상태 다.  
그 후 그는 쥐에게 합성 비타민을 투여했다.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종합비타민을 먹으면 부족한
비타민이 충족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고 쥐는 계속 활기가 없었다. 
결국 쥐에게 누룩이나 곡식의 눈, 푸른 채소를 먹인 후에

야 쥐는 눈에 띄게 활기를 찾았다. 어릴 적부터 가공식품이
나 인공 양소에 길들여지면 아이의 신체는 어떤 식품이 어
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 필요한
성분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정 양소의 과다와 그 외 양소의 부족상태를 유발하

여서 서서히 병들게 만든다. 
양과다와 비만증 환자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등의 양결핍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연식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식품의 비타민 함량은 충분히 높으며 대량생
산하는 가공식품에만 비타민 결핍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것
이다. 
자연식품이 가장 좋은 양원이고 가공식품은‘제2의 선

택’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실험실의 쥐처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식품을 먹으면 훨씬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취학예정아동, 
홍역 예방접종 하세요! 

어려운 이웃에 백내장 무료시술

건강이야기/ 고재언중원구보건소공중보건의

“아이들에게자연식을먹입시다”

훨씬 건강하고 똑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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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아는성지식/ 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엄청난 후
유증과 합병증을 아십니까?
합병증으로는 세균감염 정맥내

혈전증, 우울증, 골반내 감염, 발
열, 자궁경구손상, 복막염, 자궁천
공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올 수 있는 골반염

증성 질환은 나팔관 염증을 말하
며, 나팔관을 막아 불임 혹은 자궁외 임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산될 확률이 높으며 사산아와 미숙아를 낳을 수 있습

니다. 그리고 자궁암, 심한 우울증, 불쾌감, 감성 둔화, 죄책감 등으
로 평생동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 문의: 수정구보건소 743-4000, 중원구보건소 731-0062

분당구보건소 704-2722

◑ 우리 엄마젖은◐

· 양적으로 우수합니다: 엄
마젖의 양소가 가장 이상
적이며 흡수가 잘 되어 설
사, 변비, 구토 등을 잘 하
지 않습니다.

·지능발달에 좋습니다: 뇌와
신경발달에 좋은 성분이 풍
부한 엄마젖을 먹고 자라서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
(EQ) 모두 높은 어린이로
자랍니다.

·질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 중이염, 알레

르기 등 각종 질환에 잘 걸
리지 않는 튼튼 어린이로
자라며, 면역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엄마젖으로 자라
면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낫
을 수 있습니다.

·더 예뻐집니다: 엄마젖을
빠는 것은 고무 젖꼭지를
빠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기 때문에 턱의 근육이 예
쁘게 발달되며 치아 발육에
도 좋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엄
마의 살을 맞대고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먹으니까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
됩니다.

·비만을 예방합니다: 날씬하
면서도 튼튼하게 자랍니다.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
습니다: 조제분유는 맛이
늘 똑같지만 엄마젖은 엄마
가 드신 음식에 따라 맛이
다양해서 가족의 입맛에 금
새 익숙해 집니다.

「「엄엄마마젖젖은은 엄엄마마의의 사사랑랑」」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엄마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수정구에서는 관내 백내장으로 시력이 저하
되어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수술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수술·치료를 해주고 있다. 
이 사업은 수정구 수진1동에 소재한 성남연

세안과(원장 이종훈)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지
고 있는데 지난 2003년 11월 병원을 확장, 이
전하게 된 이종훈 원장이 저소득 주민에게 무
료수술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해 와 이루어지
게 되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생활이 어려

운 저소득층으로서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수술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의 : 수진1동사무소 729-2842



‘“봉사라는 것이 남을 위해
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내자신이 즐겁
고 행복한 걸 보면 남보다는
나를 위해서 라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국악인 김 자(56)씨는 자

신의 재능을 활용, 벌써 7~8
년 남짓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각 동 문화
의 집에서 강의와 공연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는 특히 아무도 눈 여

겨 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
으로 민요를 가르쳐 노인들
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되돌려 주고 있어서 우리 지
역 노인들에게는‘소리선생’
으로 통한다.
“노인들에게 민요 한 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평소에 당
신들 마음대로 부르던 음
정·박자를 제대로 교정해
야 하기 때문에 지루할 만
큼 긴 시간 반복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평 생님덕분이라고 제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지만
이 모두는 어르신들의 노
력 덕분이지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노인들이 아직은

마음 놓고 긴 시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원

거리 공연이나 대회 참가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어려
움이 있지만,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모두 독거노인
칠순잔치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현재 실버예술단의

좀 더 발전된 공연을 위해
창극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
으로 30~40대를 대상으로
‘소리 장단’팀을 구성, 옛날
우리 일상 생활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이용한 공연도 계
획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가진 재주라곤 소

리밖에 없으니 목소리가 살
아있는 날까지는 즐겁게 봉
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김 자씨는 지난 89년
현 성남예총회장인 방 기
명창에게 사사를 받으면서
국악에 입문, 이후 국악인으
로 노인대상 위로잔치에 동
참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
했다.
그녀는 이미 4년 전에 신

체와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도
했는데“이 사회에서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하는데 가
진 것이 없어서 그 것밖에
할 것이 없었다.”며 담담하게
말했다. 
봉사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이웃
과 더불어 즐거울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라는 것
을 소리 없이 직접 온몸으로
실천해 가는 참 봉사자 김
자씨.  
그녀는 현재 신흥2동, 금광

1동, 성남동, 정자1동 문화의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웃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
고, 노인들에게는 삶의 즐거
움을 주자는 그녀의 작은 소
망, 국악인 김 자씨는 오늘
도 그 소망을 위해 종종걸음
을 하고... 그녀의 그 사소한
일상은 우리에게 잔잔한 감
동을 주고 있다. 

정경숙 명예기자

‘성남실버국악예술단’의 국악인 김 자씨

“목소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즐겁게 이 길을 갈 것입니다”

L실버예술단의창극…옛생활도구를이용한소리장단공연을구상중…M

성남시여성합창단단원모집

▶ 모집분야: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약간명
▶ 자 격: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 관내 거주여성
▶ 주요활동: 문화예술행사 참가 및 연주회 개최
▶ 문 의 처: 성남시여성합창단 019-9142-9338/ 011-1742-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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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가정법률상담 확대실시

수정구 소재 여성복지회관내 이동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등 여성고충을 상담하기 위해서 이제 분당의
가정법률상담소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올 1월부터 연간 5천여명을 교육하고 있는 수정구 단대

동 소재의 여성복지회관내에 무료 이동 가정법률상담소가
설치돼 저소득층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과 함께 고충상담
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온라인체제 구축으로 시
간절약 등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 상담소에서는 부부문제, 남녀관계, 상속 등의 가정

법률상담은 물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위한 가정폭력상담,
가족간의 심리갈등으로 빚어지는 가정문제에 대한 가족치
료상담 등이 이뤄진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은 여성복지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법률상담소 전문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주 1회 실시되는 상담시간은 14시부터 17시

까지이다.
문의: 여성복지과 745-3071~2 

희망찬 새해! 신년음악회와 함께

시에서는 200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분당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이미향, 테너
이상주, 동요로 세상을 여는 아이들, 해금연주자 강은일의 1부
공연에 이어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의 아름다운 재즈선율이 2부
시간에 펼쳐진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
에 겸비한 몇 안되는 연주자로 인정받으며 지난 20년 동안 국내
재즈계를 이끌어온 색소포니스트 이정식과 우리나라 전통악기
중 세계화에 가장 적합하다는 해금을 이 시대의 가장 개성있는
해금연주자로 평가받는 강은일이 연주해 서양음악과 우리 국악
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민과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시: 2004. 2. 6(금) 19:00 
■ 장 소: 시민회관 대강당
■ 주 최: 성남시, 성남예총
■ 주 관: 한국음악협회성남시지부
■ 관 람: 시민 누구나(무료관람)
■ 프로그램
【 1부 】

분당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성악가의 독창 및 오페라 아리아
동요로 세상을 여는 아이들 중창단
강은일 해금협연

【 2부 】
이정식 재즈콸텟 공연 재즈가수 1명

■ 문의처: 문화예술과 729-4220~4223, 성남예총 753-1020   



시민의

나의생활쉼터

어느덧 육순(60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버렸다. 대부분 이 나이를 먹으면 할머니가
되듯이 나 또한 할머니가 되었다. 장가를 간
큰아들이 나에게 선물해준 가장 소중한 보물
인 정대(손자 6세)가 자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낙이었다.
아침에 손자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고 오면서 손자와 주고받는
이야기가 너무나 즐거운 생활이 된 것이다.

그러던 중에 손자 유치원 옆에 있는 태평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에
서 민요교실(목, 금)과 노래교실(월, 화)을 수강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생긴 것
이다. 문화생활이라는 게 나와는 관계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사람
들과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웃고 수다를 떨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고 즐
거운 엔돌핀이 새로이 솟아 나오는 것 같다. 또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 하
는 동사무소에 감사하고 내가 또한 고맙다. 
또한, 남편과 함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마을 뒷산인 장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 그냥 나지막한 야산이었던 공간에 각종 체육시설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 체조와 배드민턴을 치며 젊게, 건강하게 여가를 보내고 있다. 장산
꼭대기에서 운동 후 바라보는 우리 마을이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해 보인다.
언제나 가까이 있던 우리 마을과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손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수정구 태평4동 정 희

비전성남을읽고나서…

그동안 비전성남을 여러번 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
데도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인가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 보았을 때에야 내 시야에 들어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남시민이면 알아야 할 공지사항과 각 개인에게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각종 인쇄광고물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찾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활
용할 때에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말 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가 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아서 문을 두드릴 때 2004년
새해에는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중원구 하대원동 장현종

“神은나에게장애를선물했다”

서점에 들 다가 눈에 띄는 책이 있었다. ‘神이 장애를 선물했다’…호기심에 그
책을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장애’라는 이름이 어
떻게‘선물’이란 이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지 조금씩 조금씩 알고 깨닫기 시작
했다. 을 쓰신 분조차도 휠체어를 타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만난 세상 속에서
는‘장애인’을 고통과 힘든 나날 속에 무너지는 사랑으로 그려 우리같은 비장애인
에게 동정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신이 주신
장애라는 이름 속에 이겨나가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바르고 곧게 성장한, 아니면
성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인습을 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책을 편찬했던 것이리라.

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희야’라는 아이 다. 몇 년
전 방송에서 보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 아이는 허벅지까지 밖에 없는 두 다리로
작은 키를 가지고 세상의 빛을 보았고, 다섯 손가락이 아닌 두 손가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 다. 어찌보면‘저 아이가 저런 신체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하며 가족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혀부터 차는 사람들이 많을 줄 모른다.
이것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잘못된 사고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
여주는 단적인 근거일 것이다. 솔직히 나 또한 동정어린 마음에 그 아이를 도와주
고 싶은 생각부터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꾸짖음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희야’는 비록 몸이 불편했지만 호주까지 나가 가장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하여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 고, 끝없는 박수갈채의 주인공으로 남게 된
다. 비록 다섯 손가락이기에 정상인의 피아노 연주보다 깨끗한 음색이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그 아이의 순수·정열을 담은 피아노 연주이기에 이 세상의 어느
유명한 피아노 연주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깨끗한 피아노 음색이 마음 저변의 구석
까지 울렸을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위에는 분명 비장애인이 겪지 못했던

모든 시련, 언동이 뒤따랐을 테지만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장애라는 이름을 부끄럽
기보다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정열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처럼 편안히 대할 수 있는 마음가
짐이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예절이 아닌가 생각했다. 장애인과 비장
애인을 구분짓기보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편견 없는 사회를 꿈꾸며 이만 을
접는다. 

중원구 금광2동 김연숙

아이를키우면서...

딸아이가 다니는 사랑어린이집은 남편이 다니고 있는 서
울에 직장과 함께 있다. 그래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아
침에 보내기가 여간 쉽지 않다. 

남편의 출근시간 7시 30분에 맞추어 보내는 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일이다. 

남편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딸아이
의 가방에 여벌의 옷과 우유 그리고 선생님께 보내는
메모장을 써넣고 입고 나갈 옷을 준비해서 비몽사몽
으로 잠에 취해있는 딸아이를 깨운다. 

칭얼거리는 것의 방패 막으로 교육방송의 어린이프로를 켜 놓는 것도 잊지 않는다. 
간단하게 고양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은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거르

기도 하고 시선이 텔레비전에 집중될 때 옷을 입힌다. 간혹 몸을 눕거나 잠이 덜
깬 상태이면 여유롭지 않은 아침시간에 곤욕을 치른다. 
신발을 신고 나서면 잠이 깨는지 한결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동차 어린이 안전

의자에 앉고는 뽀뽀인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 지 일년
이 되어 간다. 지난 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었다. 초등학교 강당
을 빌려 제법 무대 분위기가 좋았다 어린 꼬마 순부터 시작해서 다섯번째 순서에
딸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대 앞에서 부모님이 켜는 카메라 불빛에 아이들이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

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노래와 율동에 어울리는 의상과 분장이 너무나 귀엽고 깜찍
했다. 연습한 것을 잊었는지 가만히 서 있는 아이, 무대 위가 낯설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아이, 당황하며 우는 아이 사이에 단연 돋보
인 우리 딸아이. 유난히 집에서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더
니 입도 벙긋벙긋하며 다리를 반듯하게 모으고 무릎을 굽혀가며 율동을 하는데 눈
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저출산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 역시도 하

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생각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나도 분노하고 있지만 내 자식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을 나

또한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라면 많은 시간을 함
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넘
치는 사랑으로 아이들은 밝게 자란다는 것을 믿는다.
재롱잔치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말 에도 아랑곳하지 않

고 재잘거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딸 아이를 발견하고는 문득 열 달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고통을 감내하고 내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이 머리를 스치며 눈물이 났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애교 넘치는 행동으로 우리 가족의 웃음을 주는 귀염둥이로 건
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분당구 구미동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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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정보
통신과에 근
무하는 김종
석 정보통신
팀장(55)은
지난 12월 30
일 오후 2시
시청 여성복
지과 사무실

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중
탑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김도
훈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소
년소녀가장의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이 돈은 바로 공무원제안 심사에서

받은‘최우량상’의 상금이었다. 통신
직 지방공무원에 몸담아온 30여년 동
안 평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

지 않았던 김 팀장. 지난 12월 19일
공무원제안 심사결과에서「자연재해
신고 전화망구성법 개선」으로 최우량
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 180만원을
받았던 것이다.
“오랫동안 주장해온 제안 내용을
인정받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며“상금으로 받은 돈은 어려운 여건
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열
중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
면 좋겠다.”는 그에게서 아
름다운 공무원의 훈훈
한 정을 느낄 수 있
었다.

“시민들을
위해 항상 봉
사하는 마음
으로 깨끗하
고 안전한 수
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
을 다하겠습
니다.”최근 박

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시 공무원의
소감이다.
상하수도사업소 복정정수장 정수과

환경연구사 조덕희(35)씨. 오는 2월
20일이면 한양대학교 대학원 화학공
학과에서 <Headspace-SPME 방법에 의
한 먹는 물의 소독 부산물 분석방법
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그동안 숙원
해오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논
문 내용 또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수돗물중의 소독 부산물 분석에
시약 사용을 줄여 폐수 발생을 줄이
고 독성이 강한 추출용매나 전처리
장치와 시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석
의 간편성, 신속성, 재현성·정 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95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조

씨는 98년 10월 현 부서로 전보된 후
2000년 3월 대학원에 입학했다. 공부
만 해도 평균 5~6년은 걸린다는 박
사학위를 일하면서 4년만에 취득하게
된 것이다. “비번인 날에는 대학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
었으나 좋은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
다.”고 말하는 조덕희씨. 
자나 깨나 수도사업 현장에서 시민

들을 위하는‘진정한 공무원’의 마음
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일하며공부하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환경연구사조덕희씨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박사학위까지…
아름다운공무원의훈훈한인정나누기-시청정보통신과김종석팀장

제안 시상금,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으로 내놓아

사람들

함께나눠요

13사람들·함께나눠요 / 2004년 1월 26일 (월)

시·상공회의소 주최‘한미친선협의회’개최
그간 소원했던 한·미간의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있었다.
시와 성남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29일 100

여명의 미군장병을 초청, 2003년도 4/4분기
‘한미친선협의회’를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
에서 개최했다.
이대엽 시장과 한미친선협의회 공동의장인

미17항공여단장 데이비드 아브라모위츠 대령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탄천
정화활동, 식목일 행사 등 그간 지역과 함께 활동해준 미군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친선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 다. 이날 가수 남궁옥분
씨와 우리 전통의 사물놀이, 오고무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성남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소년소녀가장 대학생에 장학금 준다
우수한 성적에도 입학금이 없어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에게 장학금을 전달, 진학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구성된 성남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관내 복지대상자의 자

녀중 대학진학예정자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자를 대상으로 1월 31일까지
관할 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2004년도 장학생 1명을 선발, 2월초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지원부장 737-2724

‘사랑의 헌혈’운동 이어져
관내 공직자들이 헌혈 행사에 연일 참여,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분당소방서에서는 문종희 소방서장을 비롯 화재진압대원, 구조·

구급대원, 의무소방대원 등 80여명이 단체로 헌혈을 한 데 이어 13일에는 시청 광

장에서 서효원 부시장 등 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헌혈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이 운동은 12일 수정구청, 14일 분당구, 15일은 중원구에서도 이어졌다.  
시에서는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대대

적인 헌혈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은 도서방문대출을... 
관내 거주 시각장애인과 약시자를 위해 도서 방문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1인 1회 3질에 한해 점자

도서와 녹음도서를 2주간 빌려준다.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에서는 점자도서
1,280권, 녹음도서 테입 652권, 녹음도서 CD 47점 등의 자료를 갖추고 있다.
한편 분당분관에서는 점자해독을 할 수 있거나 방문대출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를 연중모집한다. 
문의: 718-5916(교환521)

성남시청하키팀‘최우수단체상’수상

상품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 전달
시청 하키팀이 지난 12월 29일 대한하키협

회에서 주관하는『하키연말대상 시상 및 2003
년 하키인 전진대회』에서 최우수단체상을 수
상하고 부상으로 지급받은 29인치 TV를 1월
10일 관내『성남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회
장 박승환)』에 전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
다. 
연말 단체상뿐만 아니라 최우수지도상 부문에 마광수 감독이, 최우수선수 부문

에 유문기 선수가 각각 수상하는 예를 안았다. 올 1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슐탄아즐란샤컵 국제남자하키대회(1/8~18)에 전재홍 감독과 송성태 등 우리 시
소속 선수 6명이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시청 하키팀은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에서 1위에 입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2월 무료 컴퓨터교육 일정안내

기 관 명

근로자종합복지관

분당구청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한국정보통신교육원성남시

청소년S/W 기술교육장

성남태평지역사회봉사관

사)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구 분

윈도우, 한 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3월정보화교육

4월정보화교육

5월정보화교육

인터넷반/한 반

엑셀반/홈페이지반

포토샵과일러스트레이터

워드프로세서실기/인터넷과홈페이지

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인터넷입문

JAVA프로그래밍과정

비주얼베이직과정

웹스타일리스트과정

(자바스크립트,HTML,드림위버)

캐릭터제작과정(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실무과정

(워드프로세서,엑셀,파워포인트)

인터넷기초/워드기초

PC활용기초/엑셀자격증반

워드자격증반/ITQ자격증반

인터넷/홈페이지/워드

접 수 기 간

일반시민반 : 

2004.2.3(화) 09:00

근로자반 : 

2004. 2. 2(월) 09:00부터

선착순모집

2004.2.12(목)14:00

2004.1.27(화)

09:00부터선착순모집

2004.1. 27∼1. 29

2004.1. 27∼1. 29

현재~ 2004. 3. 5

현재~ 2004. 3. 5

2004. 3. 4 ~

(매 3코스로강의)

수시모집

교육기간

2004.2.23 ∼3.18(4주과정)

2004.3.23~3.26

2004.4.6~4.30

2004.5.3~5.28

2004.2.3~2.20

2004.2.3~2.20

2004.1.6 ∼1.30(15일간)

2004.2.9~3.5

2004.3.8~4.2

3개월(화, 목)

수시모집

전화번호

729-5920

749-8688

729-3751

709-9154

(내선333)

709-9154

(내선333)

743-2174

752-3916, 3917

754-0650~1

753-9813

011-9070-1844

732-6884

FAX 748-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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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경제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는
여전히 큰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과연
취업을 위한 해법은 없는지, 우리 시의
실업률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하는
성남고용안정센터의 신형권 센터장(49)
을 만나 보았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직접적으로는
실직자나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들을 상담하고 직업적성을 파악하
여 적절한 취업처를 알선하여 주는 일을
하며 간접적으로는 실업급여 지원 등 각
종 수당과 장려금을 활용하여 고용시장
에 진입을 촉진시키고 이미 고용되어 있
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업체에서는 7천600

여명의 구인을 희망하 고, 일자리를 찾
는 구직자도 2만1천500여명에 이르 으며
이중 4천100여명의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아직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취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 곳을
이용하는 기업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앞으로는 중견 및 대기업으로의 취업 또
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체험
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제와 연수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신 센터장은
덧붙인다. 취업지원제는 만 18세 이상 30
세 이하의 청소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빠른 취업과 인력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동시에 돕기
위한 것이다. 연수지원제는 고교·대학·
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공공단체 등 현
장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수참가자는
월 기준 30만원(6개월한도)을 지급받으면
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서 좋고 참여 기관
은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고 우수인재를
탐색할 기회도 갖게 돼‘누이 좋고 매부

좋은’셈이다.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웹사이트 seongnam.

molab.go.kr ‘지역정보’란에 들어가면 일
주일마다 업데이트된 따끈 따근한 성남
지역 구인정보를 볼 수 있다. 신형권 센
터장은 취업을 위한 해법이면 해법이랄
까, 구직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는다.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와 취업을 희망하
는 사람과는 급여나 담당업무 기타복리
후생 등 전체적인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
니다. 구직자들은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수시 또는 경력위주의 채용이 많이 늘고
있으므로 수시모집 업체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중소업체에
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찾으려면 부지런함

과 꾸준한 관심이 꼭 필요한 법. “이 곳
에 구직등록을 해두면 6개월 후에는 장기
구직자 채용장려금 대상이 되므로 구인
업체에서 좀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게 되어 취업이 보다 더 용이해
진다.”고 신형권 센터장은 말한다. 또 노
동부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구인업체와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어 좀 더 신속하게 취업
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수연 명예기자

구인·구직자중매역‘성남고용안정센터’

눈높이낮추고수시·경력모집관심가져야

“무료로 직업훈련

받으세요”
실업자재취직훈련

훈련대상자: 고용보험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
이 있는 분
구비서류: 등본 1통, 사진 2매, 직업훈련상
담확인증(고용안정센터), 우체국통장
훈련과목: 헤어스타일리스트(2.9~9.22), 전
산세무회계(3.8~7.9), 미용사(3.8~6.30), 플레
시 멀티미디어(3.15~8.14), 커리어컨설턴트
(3.8~6.25)

여성가장취업훈련
훈련대상자: 이혼, 사별, 실질적인 여성가장[별
거, 가출, 장애인(남편)]
구비서류: 등본2통, 사진2매, 직업훈련상담확
인증(고용안정센터), 여성가장 증빙서류(호적
등본등), 우체국통장
훈련과목: 한식조리분식(3.15~6.16), 피부미용
사(3.15~7.1)
모집방법: 선착순 접수후 상담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 718-6696 
www.vocation.or.kr, www.snw.or.kr

2004년

찾아오시는 길: 모란터미널
맞은편 새성남빌딩 3층
문의전화: 758-9191

올해취업해법없나?



♣성남시수돗물수질검사결과(2003년12월현재)
*일반세균: 적합 *탁도: 적합
*총대장균군: 적합 *PH: 적합
*대장균/분위성대장균군: 적합 *THM: 적합
☎ 수질검사 문의: 751-2265 (교환번호 620~622) /www.cans21.net

♣경기여자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2004년신입생모집(여자)

○원서교부및접수: 2004년 1월 5일(월)~2월 29일(일) 선착순 마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52 (우편번호 135-242)
☎ 02)3461-0175/ 회장 장재 011-9920-3389 

♣성남도서관문화학교 3월프로그램안내
○3월강좌: 부모역할훈련(일반), 동화구연(일반), 꽃꽂이(일반), 
어동화읽기(초등1~3) 각 반 30명씩, 바이올린은 방문접수

○신청일정: 2월 9일(월) 09:00~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정보상담실에 방문 및 인터넷(www.snlib.or.kr) 접수
☎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정보봉사과 730-3552~3

♣신구대학부설평생교육원교육생모집
○교육기간: 2004. 3. 8 ~ 
○접수기간: 2004. 2. 2부터(60세 이상 30% 감면, 교직자 10% 감면)

- 전화접수 가능 (선착순 모집)
○평생교육과정

▶ 단기과정(3개월 과정) : 어학과정, 지도자 및 자격증 취득과
정, 취미과정, 지도자 양성과정

▶ 장기과정(1년 과정) : 사진아카데미 과정
○학점은행제과정
○실버넷인터넷무료교육

▶ 교육기간 : 2004. 2. 9 ~ 2. 18
▶ 교육대상 : 만 50세 이상의 어르신
▶ 교육과목 : 인터넷 기초과정, 홈페이지제작과정(나모)

○문의및접수처: 신구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강당 102호, 
TEL: 740-1267, 1268

♣텔레마케터무료취업박람회행사
○참가자격: 나이(만 19~40세 이하), 선착순 300명
○일 시: 2004.2.6~2.8(3일간) 
○업무분야: 고객전화상담 및 콜센타 업무
☎(사)한국텔레마케터협회 1588-7256 / Fax 02)763-8509      

www.ktm.or.kr

♣중앙문화정보센터강사채용공고
○접수기간: 2004.1.27~2. 4(9일간)
○신청자격: 해당과목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채용과목: 어회화, 자녀독서지도, 독서치료등 12과목 12명
☎ 중앙문화정보센터 봉사과 709-9154(내선333)

♣2004년상반기문화교실무료수강생모집
○교육기간: 2004.3.10(수)~6.25(금)
○모집기간: 2004.2.9(월)~2.13(금) 18:00
○수강과목: 일반강좌,아동강좌, 유 치 부
☎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718-5916

♣2004년무료문화교실수강생모집
○모집장소: 경륜분당지점 사무실(야탑역 4번출구)
○모집기간: 2004.1.26(월)~2.2(월) 10:00~18:00 

[금~일 제외] 선착순
○수강과목: 스포츠댄스(월, 50명), 노래교실(월, 100명),

서예교실(화, 30명), 단전호흡(화, 30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분당지점 703-5721 

♣중탑종합사회복지관사회교육프로그램회원모집
○자격증과정: 요리조리사, 제과제빵사, 미용사
○교양과정: 취미요리, 찌개전골과 밑반찬, 제과제빵 등
○아동프로그램: 방과후교실, 동화구연, 발레, 레고닥타 등
○아동·가족전문상담센터: 언어치료, 전문상담실 운 등
○모집마감: 2004.1.30까지
☎ 중탑종합사회복지관 706-0167~9

♣근로자종합복지관2004 상반기무료교육생모집
○모집기간: 

근로자반(야간): 성남시 산업체 근로자(2004.2.2~2.7) 
일반시민반(주간): 성남시 거주 일반시민(2004.2.3~2.7)

○교육기간: 2004.2.23~6.26(18주간)
○ 교육프로그램
·근로자반 : 홈패션, 꽃꽂이, 미용, 스포츠댄스 등 12과목 360명
·일반시민반 : 제과제빵, 요리, 컴퓨터 등 13과목 440명
☎ 근로자종합복지관 729-5920, 749-8688, 729-3751

♣성남시국궁장신입회원모집안내
○모집대상: 일반인,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남녀노소 모두
○모집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수시)
○강 좌: 전통무예 강좌
☎ 성남시체육회 국국장 734-2642

♣2004년도경기도장학관입사생선발
○선발대상: 경기도 및 재경 경기도출신 소재 정규 4년제 대학생
※ 타도 출신자 대학생은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

○선발인원: 280명(예비후보 포함 남 210명, 여 70명)
○입사자격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자
-국가 유공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방정한자
-전항에 불구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

정 형편이 극히 곤란한자
○원서교부및접수: 2004.1.2 ~ 2.3
☎ 시 자치행정과 729-3313, 재경남도민회 713-0300

♣2004년전기(야간) 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모집인원: 소프트웨어학과 전자거래학전공 00명
○원서교부및접수: 2004.1.15(목)~ 2.18(수)
☎ 경원대학교 소프트웨어대학원 행정실 750-5757, 5482 

♣중앙문화정보센터2004년도제1기문화교실수강생모집
○교육기간: 2004.3.9(화)~6. 25(4개월)
○접수기간: 2004.2.10(화) 09:00부터 선착순마감
○수강과목: 과목(명)
-자녀 독서지도(30), 중국어(30), 한자교실(30), 문예창작(30), 부모
역할훈련(30), 어머니동화구연(20), 생활 어(30)
-엄마랑함께 어를(4~5세,20), 어린이 어동화구연(6~7세,20),
어린이동화구연(6~7세,25), 어린이 쓰기(초등3~4,20)

☎중앙도서관 정보봉사2팀
709-9154(내선 333)/ www.scentrallib.or.kr

♣수성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2004년도신·편입생모집
○입학자격: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모집인원: 남·여 공학 8학급 280명 (선착순 접수)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중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사본) 1부
○원서교부: 2004.1.2(금)~2.28(토)

☎ 수성고등학교 행정실 2591-321, 341, 384

♣성남문화원(부설) 문화학교제9기교과과정안내
○원서접수및등록: 2004.1.2~2004.2.21  09:00~17:00 

(공휴일제외, 선착순 방문접수만)
○등록서류: 수강회원신청서(문화원 양식), 사진 1매(3×4cm),

수강회비납부증명서( 수증)
○수강회원회비: 1과목당 15만원(1과목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수강생자격: 등록일 현재 성남시민
☎ 756-1082, 1028

♣동서울대학교2004년1학기평생교육과정수강생모집
○평생교육과정: 한우리독서지도사, 현대회화, 풍선아트, 종이공예,

스포츠마사지및재활테이핑, 유아체육지도사, 댄스
스포츠, 골프교실, 트라이애슬론, 실버복지전문가,
재활레크레이션지도자, 비만관리전문가 등

○접수기간: 2004.2.9(월)~3.4(목) 선착순 마감
○접수처: 동서울대학 평생교육원(6호관 1층)
☎ 720-2225, 2227, 2267/ http://lec.dsc.ac.kr

♣『2003년기준사업체기초통계조사』실시안내
성남시에서는 오는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2003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
사”를 실시합니다.
※ 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nso.go.kr/~bcensus

정보나눔
정보나눔은공익성이있는알림소식에한하여시민누구나이용이가능합니다. 

매월10일까지접수받으며비전성남은25일에배부됩니다.

◆보내실곳: 461-700 성남시수정구청백리길10 (태평2동3309번지)

◆문의처: 편집위원회편집팀 ☎729-2714~5   FAX 729-5439

2004. 1월기사제출자

2003. 12월퀴즈정답

기사제출자: 농산물 상품교환권(30,000원 상당)

1. 자동이체

2. 입장료·주차료

3. 18

4. 여성능력

5. 화·목

6. 손

7. 60

8. 5

1. (2면) 자동차세를1월에미리내면세액의□%
를할인받는다.

2. (4면) 시지역세대주는□원의적십자회비를납
부해야한다.

3. (5면) 우리시청소년은지난12월자매결연을
맺은중국□□□를방문, 문화체험교류를실시
했다.

4. (7면) 올8월부터는내집□□□설치보조금이
지원된다. 

5. (8~9면) 우리시의재정자립도는□%이다.

6. (10면) 취학예정아동은□□예방접종하세요!

7. (11면) 올1월부터수정구에도무료이동가정법률
상담소가□□□□□□에설치돼운 되고있다.

8. (16면) 성남시최대의□□□박물관이분당구정
자동에있다.

※비전성남면당1개의답이있습니다.

성성 명명 주주 소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연연번번 성성 명명 주주 소소

2003. 12월퀴즈당첨자

퀴즈당첨자: 도서상품권 (10,000원 상당)네모칸을 채우세요

퀴즈당첨자사은품: 문화상품권(10,000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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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름기재) 매월10일까지접수

퀴즈정답은>>>  우)461-700

성남시수정구청백리길10

성남시청비전성남편집팀

※다음달16일도착분까지유효함

퀴즈 접수·추첨사항
◆12월분접수 204건 (정답 : 192건, 오답 : 12건)

2004.  1월“비전성남”퀴즈

수정구단대동160-7 3층
단대동160-8 4층
복정동715-8 202호
수진1동988번지
수진2동삼부@ 101-1004
신흥1동6544
신흥2동한신@ 5-304              
태평1동7264-11 401호
태평4동2586 
태평4동태평@ 2-401

중원구금광1동2306
금광1동1708
금광1동908번지1층
금광2동3540-101 
상대원1동1333번지대왕주택202
상대원2동3465번지
은행2동1720-2번지대도빌리지102호
하대원동135-11 중일빌라B동302호
하대원동145-1
하대원동249번지아튼빌@ 1008동901호

분당구구미동63 까치마을403-802
금곡동청솔마을한라@ 305동1202호
분당동128-4 201호
서현동87 한신@ 119-205
수내동양지마을한양@ 529-302
야탑동목련마을 남@ 502-604
야탑동매화마을화서일라705-303호
야탑3동목련마을한일@ 301동702호
정자동102 한솔마을410-1403
정자동라이프@ 109-103

홍혜순
김명숙
박경철
박현순
이인자
김민경
윤광순
김양란
최미
김옥련
임정숙
김두남
전혜진
박정규
전채민
김 주
정경일
김진
임진희
이복
조상원
이재실
진윤형
오인덕
최 희
차윤심
황혜경
김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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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정 경 숙

정 희

김 연 숙

고 재 언

강 현 종

이 수 연

장 희

정 선 화

장 혜 정

수정구 단대동

태평4동

중원구 금광2동

상대원1동

하대원동

분당구 분당동

금곡동

이매동

구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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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철저한신고로사전에예방하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추가파병할 경우 테러
위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해
우리 시에서도 대테러 대비 자체 계획을 수립, 테러의 사전 대
비와 사건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대테러 상황실』을
설치·운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항상 세심한 관심으
로 생활주변을 살펴보고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시
상황실(729-3140~5) 또는 경찰관서, 군부대 등(119, 112, 113)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지방계약직(비전임) 공무원채용
성남시에서시정소식지편집업무를담당할지방계약직(비전임) 공무원을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성남시인사위원회

1. 채용분야및인원

※업무실적에따라계약기간범위내재계약가능

2. 자격요건
·응시연령: 제한없음
·남자의경우병역을필하 거나면제된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각호1의결격사유에해당되지아니하고, 지방공

무원임용령등기타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을정지당하지아니한자
·다음의자격요건에적합한자

※관련학과: 인문·사회계열학과

3. 선발방법: 서류전형후면접시험

4. 제출서류
·응시원서1통(반명함판사진2매)- 서류접수처에서교부하는소정양식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통
·자기소개서1통(A4용지2~3매정도)
·최종학교학위증명서및성적증명서각1통
·주민등록초본1통(병적사항기재)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1통
·응시수수료: 5,000원상당의성남시수입증지

5. 접수장소및접수기간
·접수처: 성남시총무과인사팀(우편접수불가)
·접수기간: 2004. 2. 9 ~ 2.11(3일간)

6. 시험일시및장소:추후개별통지

7. 기타사항
·보수는연봉제로전임계약직공무원연봉한계액의5할이하이며근무

방법은사용부서와협의
·시험일정등공고내용은사정에의하여변경될수있으며변경내용은

별도공고함.
·기타자세한사항은성남시청총무과(729-3142)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근무예정
부 서

공 보
담당관실

직급

계약“다”급
(비전임)

계약
기간

3년
이내

담당업무

·기사자료수집및작성
·가편집안작성및교정

선발
인원

1명

분야

편집원

등급

“다”급

자 격 기 준
·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3년이상

당해분야의경력이있는자
·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6년이상

당해분야의경력이있는자
·5급이상공무원으로근무한실적이4년이상인자로서2년

이상당해분야의경력이있는자

10분간공회전안하면연간11만3천원(승용차)을절약할수있어요.



10억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지구상
생명의 기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성
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3층 2,000여
평의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박물관으로

다양한 생물과 표본들을 연구 전시해 교육
적 가치로서 높이 평가되어 지난해 11월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종합 자연사 박물관(제
288호)으로 지정됐다. 
20년 동안 국내에서 수집한 동·식물 화

석 5,000여점과 외국 25개국에서 발굴 수집
한 155종을 합해 총 2만여점의 자연사 자료
를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 오면 세계에서 12점뿐인 약 2억년

전 중생대 쥐라기 시대의 트리오닉스 거북
화석, 모로코에서 발견된 쥐라기시대 오펄암
모나이트 화석, 알을 지키기 위해 육식 공룡
벨로시렙터와 격투를 벌이는 상태로 발견된
초식공룡 프로토케라톱스 화석과 같은 헤아
릴 수 없는 진품을 볼 수 있다.   

분당자연사박물관을 이끄는 신을식 관
장(52)은“만지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자
연을 배울 수 있는 박물관으로 운 하여
박물관 문화를 바꿔놓고 싶다”고 했다.
“엄숙하고 딱딱한 박물관 문화를 내 집같
이 편안히 연구하고 꿈을 키우는 장소로
탈바꿈 시키고 싶다”고 덧붙 다.
이 자연사박물관에서 애완 동·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 체험학습으로 공룡발굴체
험, 카프라 놀이, 도자기 만들기, 곤충 기르
기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자연친화적인 넓은 공간으로 된 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겨울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찾아 볼만한 곳으로 두
번 와도 후회하지 않을 박물관이다. 

관람문의 031-717-1981 
·장 희 명예기자

필자에게 박물관을 소개하는 신을식 관장(왼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