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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 부대행사

일시

2004. 5. 20(목)∼23(일)

장소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용

진기록 경진대회 / 氣 체험 코너
태권역사 체험관 운영 / 포토 존

▶ 축하공연(CBS라디오)공개방송

일시

2004. 5. 18(화) 19:00

장소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내용

코요테, 테이, 왁스, 미나, 엄정화 등 인기가수 출연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아시아태권도연맹
Asian Taekwondo Union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of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성남시 / 대한태권도협회
후원
Sponsors

“시민과 함께한 30년 살기좋은

문화관광부, 경기도, 세계태권도연맹
경원대, KBS, A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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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발급도 인터넷으로
명, 건축물대장 등 5종의 민원
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
egov.go.kr)에서 대상민원을 신
청하면 본인의 PC에서 민원서
류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DB화가 완
료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민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사
람에 한해 발급된다. 1천원 미
만 소액 수수료 지불은 계좌이
체나 전자화폐로만 가능하다.
문의: 시청 자치행정과
729-3345
구청 시민과 737-2046, 750-2046
710-2046

성남발전연구소 시 정책자문 적극 활용키로
성남발전硏 운영委 개최

시와 경원대학교에서는 지방
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지
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성남발전연구
소 운영위원회를 4월 12일 경원
대 국제어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공동위
원장인 이대엽 시장과 이길여
경원대총장, 송태수 연구소장
등 운영위원 11명이 참석하여
지난해의 운영실적과 결산, 올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이 포
함된 성남발전연구소의 운영방
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원을 10
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
하고 책임연구원 1명을 두어 관
내 타 대학의 교수까지도 연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연
구소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시에서는 내년에도 10억원
을 추가로 출자해 총 30억원을
연구소의 기금으로 지원할 계
획이며 각 부서의 주요 업무중

‘조상의 땅 찾아줍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불의의 사
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속
인등에게「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는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나 열
람하고자 하는 조상의 제적등
본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여 본
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
며, 다만 상속권자가 부득이 방

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단 채권확보, 담보물건 확인,
판결 등을 위한 제3자의 토지
소유자 조회는 불가하며, 특히
부모나 남편 또는 부인, 형제
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가 가능
하다.
문의: 시청 도시과
792-4440∼2
구청 시민과

적합성, 타당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정책자문을 받
아 시정목표를 선정하는 등 기
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성남발전연구소는 지난해 5
개의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한편 6회의 학술세미나 개최, 2
권의 논문을 발간한 데 이어
올해는 자체 연구과제 4건, 외
부과제 2건의 연구사업을 비롯
학술·정책세미나 4회 개최,
논문집 2권 등을 발간할 계획
이다.

Women

지난해 9월부터 토지(임야)
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
에 대해 실시해오던 인터넷 민
원발급 서비스가 2단계로 주민
등록등·초본 등 5종이 추가되
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4월 20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장애인증
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

여성 취업기능 강화‘직업상담’실시
시 여성복지회관(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에
서는 4월1일부터 여성의 취업시장 확보와 구직 희망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상
담사를 배치하여 직업 및 취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들에게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기회 확대와 여성취업을 위
하여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직업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취업상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여성 취업에 대한 새로운 운영 모
델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직업상담사는 여성복지회관 내담자를 대상으로
직업상담, 직업지도, 구인, 구직, 취업상담, 직업적응
및 전환상담,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상담은 희망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월요일에
서 금요일까지(10:00~17:00) 여성복지회관의 사무
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729-4152

2004년도 정기분 고지서 여
백을 활용하여 미아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한국복지재단이 선
정하여 제공하는 미아에 대하
여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제1기
분 자동차세(6월), 재산세(7월),
주민세(8월), 종합토지세(10월),

한국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미아 신고후 부모를 찾지 못한
미아는 73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지서
이면의 여백을 활용한 미아찾
아주기 운동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전 가구에 고지
서가 송달되는 지방세의 특성

고지서 여백을 이용한

『미아찾아주기 운동』전개
제2기분 자동차세(12월) 등 정
기분 5개 세목 고지서 126만여
매의 여백에 미아 사진과 인적
사항을 게재 발송하기로 하였
다. 이에 따라 6월에 발급되는 1
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게재
키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

을 살린 것으로 자녀를 잃은
미아가족이 전단을 만들어 배
부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과 고
통을 덜어 주게 될 것으로 기
대되며 많은 미아가 부모의 품
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세 퀴즈 참여하세요!
- 퀴즈풀고경품도받고-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자
진납세 의식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등 동참을 유도
하기 위해 4월부터「지방세 퀴즈 응모제」를 시행하고 있
다. 매월 실시하는 지방세 퀴즈응모제는 시민들이 궁금
하게 생각하는 지방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자 중에
서 2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
다. 퀴즈응모 요령은 성남시 홈페이지(cans21.net)에 접속한
후「세무행정서비스」코너로 이동하여 지방세 퀴즈란을 클
릭하고 안내에 따라 퀴즈에 참여하면 된다. 퀴즈 참여는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하여 응모가 가능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한다.

비전성남 전자신문
(PDF) 서비스
월간 <비전성남>을 시 홈페
이지를 통해서도 인쇄 상태
그대로 생생하게 보실 수 있
습니다.
www.cans21.net→
비전성남(시정소식 안내)
※좌측상단링크페이지
아래메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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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과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시화·시목 보급운동 실시

시민이 찾는 맑은 탄천으로!
- 팔당원수 1일 1만2천톤 방류 맑은 탄천과 도심속의 하천공원,
시민 쉼터 제공 등 성남의 젖줄인
“탄천”을 살리기 위한 탄천종합기본
계획이 중점 추진되고 있다.
시는 갈수기(월 강우량 30mm미
만) 탄천의 건천화 및 수질오염을 예
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한국수자원
공사와 광역상수도 팔당원수 관로에
서 하루 1만2천톤 원수를 탄천에 공
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탄천 상류지역인 동막천(시
그마Ⅱ앞)에 방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갈수기 탄천의 수량이
증가되어 수질개선은 물론 쾌적한
수경 환경을 조성하여 탄천이 보다
시민과 친숙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까지 총사업비 26
억원을 투입, 신기교~하탑교 4.8km
구간에 수생식물 식재, 어도, 여울
및 사주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생
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
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탄천과 친숙해질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일화 신태용 선수

수 있도록 기존의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는
별도로 태평동 농구장옆, 대우자동차
정비사업소 건너편에 모래사장 2개
소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검토되었던 탄천변
모래사장과 물놀이장, 비치발리볼장,
수경분수 등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
하여 어른과 자녀들이 도심속에서
일광욕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늘어나는 시민들의 여가 수
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단계적으로 콘크리
트로 되어있는 일부구간의 자전거도
도 칼라 아스콘으로 교체해 자전거
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
고 조깅로도 탄성 소재로 교체하여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쾌적성을
유지시키는 등 시민들이 쉽게 이용
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하천으로 바
꿔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탄천관리과 자연하천팀
729-5910

시를 상징하는 시화‘철쭉’과 시
목‘은행나무’를 관내 초·중·고등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년부
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철쭉 10만본과 은행
나무 2천본을 확대 보급키로 하였다.
우선 올해에는 관내 중학교와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까지 철쭉 1만
8천본과 은행나무 400본을 나누어
심어줄 예정이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의 유휴 짜투리 공지가 아
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푸르른 장소

문화공간 6개소‘벽화그리기’
추진

시에서는 담장, 옹벽, 교량 등 각
종 시설물의 어두운 이미지를 없애
기 위한 문화공간 벽화사업을 추진,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로 조사된
수정·중원구의 옹벽, 담장 등의 현
장실태조사를 마치고 탄천교량 2개
소를 포함한 총 6개소를 선정해 작
업에 들어가게 된다.
관내 6개 대학과의 공동 프로젝트
인 이 사업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행운의 열쇠 전달

신태용 선수는 1골당 50만원씩 성남시 불우아동 돕기나서

지난 4.10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는 성
남일화의 신태용(34) 선수가 프로축구 K리그의 최다출전 기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신태용 선수는 대전시티즌과의 홈 개막
전에 출전하여 종전 최다출장기록인 은퇴

이자 친근감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철쭉”은 개화기가 길며 척박한
토질에서도 적응력과 생명력이 뛰어
나며 은은한 향기 또한 으뜸의 꽃으
로,“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기후
와 토질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하여
장수나무 중의 하나로 손꼽혀 시원
스러운 수림과 함께 우아함을 자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도시개발과 조경팀
729-4560~3

한 김현석의 371경기를 경신하는
372경기를 출전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여 이대엽 성남시
장은 신태용 선수에게 행운의 열
쇠를 전달하고 성남일화와 성남
시민을 위하여 올해도 더 좋은
성적을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신태용 선수는 답례로 앞
으로 시즌경기에 출전하여 본인
이 직접 골을 넣었을 경우 1골당
50만원씩 성남시 불우아동을 돕
기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
여 시민들의 관심을 자아냈다.
신태용 선수는 지난 1992년 일화에 입
단하여 프로리그 13년차의 팀내 최고참으
로 이날 대전과의 홈 개막전에서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2-1로 역전승을 거두었
으며 통산 94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고장 야생화

들여 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퍼
그래픽디자인 벽화를 오는 8월말까
지 완성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분당구 탄
천의 방아교 등 교량교각 5개소에
대하여 경원대 등 5개 대학이 참여
한 벽화그리기사업을 추진하여 탄천
을 찾는 시민들에게 둔치의 조깅코
스, 자전거도로와 함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산업지원과 디자인지원팀
729-3850

붓꽃

1⃞

2⃞

1⃞ 각시붓꽃 2⃞ 금붓꽃

붓꽃의 서양 이름 아이리스(Iris)는‘무
지개’란 뜻인데, 꽃 말도 비 온 뒤에 보는
무지개처럼‘기쁜소식’이다.
꽃은 4~5월에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피
며, 꽃줄기가 짧아서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가 될까 말까하다. 붓꽃은 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가 마치 먹물을 머금은‘붓’과
같다하여 붙여진 고운 우리 이름이며, 특
히 붓꽃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소박하지만 단아한 세련된 모습 때문에
“각시붓꽃”이란 이름이 지어졌다. 그러나
작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분재
용으로 많이 캐가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
고 있다.
서양에서는 칼 모양을 닮은 잎 때문
에 용감한 기사를 상징하는 꽃으로 알
려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의 국화가 되
었다. 금붓꽃은 높이는 13cm에 달하며 관
상가치가 큰 아름다운 식물로 꽃은 4-5월
에 노란색으로 줄기 끝에서 한송이씩 핀
다.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로 세계적으
로 우리나라의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종이다.
우리 시에서는 청계산과 남한산성, 영
장산 기슭의 건조한 숲 속 그늘에서 자라
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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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간
바우덕이와 남사당패 이야기를 극화!

전통총체극“바우덕이”공연

조선시대 최고의 전문예술집
단이자, 광대의 원조이자, 현대
연예의 효시격인 가장 밑바닥
천민계급층 남사당패!
전통총체극 <바우덕이>에서
는 당시 시대의 사회적 억압과
지배층으로부터의 억압과 좌

절, 모순된 삶 속에서도 살기
위해서 놀이를 해야 하는, 놀이
를 해야 살아 갈 수 있는 남사
당패의 삶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유희에 대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죽음의 이
야기들이 빠른 전개와 스케일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2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바우덕이라는 여성 인
물을 통해 남성 집단의 남색사
회에서 여성으로서 또한 우두
머리(꼭두쇠)로서의 아픔과 시
련, 그리고 남사당 집단패거리
의 아픔과 현실들을 극화한 일
종의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리틀엔
젤스회관에서 유료공연하였던
작품으로 5개시 지방순회공연

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서 처음으로 시민 무료초대로
순회공연이 시작된다.
일 시: 2004. 5. 2(일)
오후 2시, 5시(2회)
■ 장 소: 시민회관 대강당
■ 주 최: (사)발탈전통극보
존회/전통예술공연
그룹발해
■ 후 원: 성남시,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 관 람: 시민 누구나
(무료관람)
■ 공연내용: 드라마와 남사당
여섯마당놀이형식
■ 문의처: 문화예술과
729-4220∼3
■

경로당 노인공동작업 참여하세요
○ 모집기간: 2004. 4월부터 수시
○ 참가자격: 수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 작업장소: 수진1동 제2경로당
(수진동 1279-1번지)
○ 모집인원: 미싱공, 일반노무
○ 근로조건: 1일 5시간, 월 20일 내외 참여가 원칙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는 디
지털콘텐츠제작, 전자상거래, IT 솔루션 및 소
프트웨어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경기도 거주 여성 예비창업
자 또는 창업후 2년 이내의 여성기업(여성대
표자 포함 5명 내외) 업체를 모집한다.
입주기간은 1년(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이며, 입주희망업체에 대한 심사는 서류전형
(입주신청서)과 1차 면접심사로 나눠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업체는 오는 6월초 여성창업지원
실에 새 둥지를 틀게 된다. 신규 입주업체는 사
무실, 정보통신관련 기본장비 등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입주신청 지원서류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
터(http://www.womenpro.or.kr)에서 다운로드받
아 5월 1일까지 비즈니스지원팀으로 직접 접
수하면 된다.
문의: 283-9211(교253)

고철매각대금 2억4천만원
불우이웃돕기로 일석이조 효과
시가 고철 원자재난 극복
을 위하여 전개해온『범시민
고철 모으기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성남시새마을회가 주축이
되어 일반시민, 학생, 사회
단체, 공무원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 3월 한달동안 대
대적인 고철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1천90여톤을 수

집해 원자재난 극복에 일조
했다.
고철 매각대금 2억4천여
만원은 동별 새마을회에서 5
월‘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 경로잔치,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익
사업에 활용되어 함께 더불
어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 보수조건: 개인의 작업실적에 따라 성과급

으로 지급
·미 싱: 1켤레 17원 (1일 1,500켤레 가능)
·양말목 접기: 1켤레 8원 (1일 2,000켤레 가능)
·매듭뽑기: 1켤레 60원 (1일 150켤레 가능)
문의: 노인취업알선센터 731-3390
수정구청 737-2324

여성 창업“새 둥지를 제공합니다” 『소자본창업무료교육』에참가하세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제6기 입주업체 모집

『범시민 고철 모으기 운동』
나라경제“보탬”

창업 및 전직·전
업을 희망하는 주민
들을 위하여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이 실시
된다.
도와 시는 창업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 창업절차, 세무지식 등 창업
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창업아이템
소개, 입지·상권분석 등 창업성공전략을 내용
으로 교육한다.
5월 10일부터 화성, 성남, 용인, 안산, 안양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성남에서는
5.17~5.21까지 성남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 진
행한다. 특히 성남에서는 여성층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전용 창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4월 20일부터 교육개시 3일전까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시청의 취업상담창구에 수
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주소지와
구분없이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시청 지역경제과 729-3761

호적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실시
수정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호적정리 결과를 신고자의 휴대
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이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수정구
에 본적을 가진 자로 구청을
방문하여 각종 호적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호적 신고서에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호적정
리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의 핸
드폰에 문자 전송하여 주는 시
스템이다.
또한 출생이나 혼인사건의
경우 축하 메시지를 함께 전송
하여 호적신고후 처리 결과 여
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관서에 대
한 친근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정구는 지방세 체납
자에 대하여 SMS(Short message
service 단문문자메시지) 서비스
도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중 경제적 사
정 등으로 체납액의 완납이 어
려워 분납을 신청한 체납자중
SMS서비스에 동의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문자서비
스 프로그램을 통해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체납자의 핸드폰
으로 매월 약속한 기일에 체납
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는 문
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있다.
문의: 수정구 시민과 737-2060
수정구 세무과 737-2160

성남시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 파악합니다
시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연구 정립하고 문화, 역사, 유물
자료를 발굴 전시하고자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 개인, 종중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파악하고 있으
니 4월 30일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수시
접수가능합니다.
○ 대상유물: 전적(典籍), 고기록, 고문서, 고지도, 석기류, 토기류,
불교관련유물, 도자기류, 고건축물, 민속자료, 서화류 등
문의: 문화예술과 729-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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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지킴이’환경학교 운영
자연의 소중함 알게 되는 귀중한 체험 기회

상 담사례

자녀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다구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와 6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작은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고 적극적이라서 친구들도 많은데 남자
아이인 큰 애는 아무 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친구
들과 놀지도 않고 늘 혼자서 지내는 편입니다. 큰 아
이만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자꾸 야단을 치게 됩
니다. 작은 아이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키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수정·중원구에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자연친
화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자
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해
와 오염으로부터 지구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
을 기대하는 환경학교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수정·중원구의 초등학교중
각각 13개교를 환경학교로 지
정하여 26학급이 4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학습 프로그램은 숲 탐사, 하천
탐사, 자연환경놀이, 학교나무
지도만들기 등 생태체험학습과
빈 페트병으로 물로켓을 만들
어 발사하는 재활용 학습 및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정수장·소각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학습과정에서 물고기,
곤충의 애벌레 등을 채집하여

살피며 생태에 대해 배우는가
하면 나무이름의 유래와 특징
을 설명 들으며 숲의 중요성
등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
게 되는 자연환경보존이 사람
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다양
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귀중한 체험의 기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수정구·중원구
환경위생과 737-2240, 750-2240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이모저모
구분

일시
5.5

행사명

분당서현수련관 인형극시연 및 만들기

참석범위

주관단체

전화번호

청소년(초등)

분당서현수련관

781-6182

5.5

중앙공원

남과북의 춤과음악

청소년·일반

분당구청

710-2310

5.8

양지공원

우리가족만세

청소년·일반

문화의집

733-9155

수정수련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수정수련관

740-5200

5.22

서현역

동아리축제

청소년·일반

분당서현수련관

781-6182

5.25

중앙공원·수내중

경기도학생예능경연
대회예선

청소년

성남교육청

780-2554

5.8(22)

수정수련관

인터넷영상편지

청소년

수정수련관

740-5200

5.8

수정수련관

어린이사생대회

청소년(초등)

수정수련관

740-5200

5.22

수정수련관

청소년타자왕대회

청소년

수정수련관

740-5200

청소년·일반

분당서현수련관

781-6182

문화예술축제 5.16(23)

문예행사

장 소

5.5
수련체험활동 5.8(22)

분당서현수련관 로봇시범경기 및 체험
수정수련관

청소년 자기 길 찾기

청소년

수정수련관

740-5200

5.29(30)

황송공원

청소년 풋살대회

청소년(중·고)

수정수련관

740-5200

5.5

분당서현수련관

탁구·포겟볼시범

청소년·일반

분당서현수련관

781-6182

5.5

수정수련관

무료자유수영

청소년(초등)

수정수련관

740-5200

성년의 날

5.17

경원대학교

전통성년시연회

청소년·일반

시청

729-3922

토론·발표회

5.29

문화의집

청소년경제교실

청소년(초등)

문화의집

733-9155

체육 활동

성남시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

일시: 2004.5.18~5.27
(화·목 9:30~12:00)
● 장소: 분당문화정보센터
시청각실
● 인원: 선착순 800명
●

자녀의 인터넷 문화 따라잡기

내용
인터넷 문화 이해와 청소년지도,
게임문화 이해와 게임중독 예방,
음란물 실태와 피해 예방,
채팅문화와 채팅중독 예방
●

강사: 윤정애 실장(한국컴
퓨터 생활연구소)
● 문의: 성남시청소년상담실
(YMCA) 717-2000
●

아드님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많이
걱정되시고 속상하시군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해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작은 아이에게도 모범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아이의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은 내성적으로 말이 없
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여럿이 하는 것 보다 혼자
서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오히려 공부나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과 같은 성격은
혼자서 일 할 수 있는 작가, 평론가, 연구원 등의 일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반면에 작은 아이는 외향적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
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장점이 그대로 들어나서
남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성격은 개인
고유의 타고난 것이므로 그 사람 고유의 성격을 이해하
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성격으로 큰 아들이 바뀌
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의 이러한
성격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성격과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내향
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진지하지 못하고 떠
들썩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님 역시 큰 아이가 어머니와 다른 점들은 잘못되
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여자는 소극적이
고 얌전해도 되지만 남자는 적극적이고 활달하고 친구
들과도 잘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아
닌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처 청소년상담실에는 부모자녀간이나 부부가 서로
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상
담실에 찾아가서 가족간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
에 맞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라면 공통적 마음
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큰 아이가 어떤
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살펴서 자녀에 맞
게 지도해주셔서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명예기자/
성남시청소년상담실 선임상담원 7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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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유망기업 (주)SWC

현대의 시계는 바로 패션!
해외수주 원동력은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

▶
▶
김동순
대표이사
▶김동순
김동순대표이사
대표이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고장에서 수출위주로 외화벌이를
톡톡히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83년
설립된 삼성시계에서 98년 분가한 분당
구 야탑동의 (주)SWC(Samsung Watch
Company)가 그 주인공.
분가 당시 수익성이 떨어져 어려움
을 겪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디자인 개
발노력과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으로

자랑스런
기업인

매년 10억원 이상의 꾸준한 흑자를 내
는 알짜기업으로 변모했다. 특히 작년
200만불의 중동 수주에 이어 올해 3월
또다시 220만불(한화 25억원)을 수주받
아 단일수주로는 최고의 실적을 올렸
으며 매출액의 약 80%를 수출하는 등
외화 획득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현대 시계는 패션이다』라는 한마디
로 시계산업 변화의 맥을 짚어내는 김
동순 대표이사(38). 국내 시계업계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많
이 한 원동력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회사의 경쟁력은 성공적인 브
랜드 마케팅에 있습니다. 매년 매출액
의 15% 정도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투자해 오고 있으며, 각
나라에 맞는 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
이너 보강 및 각종 디자인 관련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
지바이어와 인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
는 것도 해외수주를 많이 할 수 있었던
비결이지요.”

수출전문회사로서 직원의 영어구사
능력은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생각
으로 일주일에 세 번은 현지인 강사를
초빙한 영어수업과 월요일엔 직접 직
원에게 문법위주의 강의를 한다는 김
동순 대표이사를 보니 30대 후반의 젊
은 모습에 놀라고 일에 대한 열정과 직
원을 내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씀씀이에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2005년 200억 매출을 목표로
“해외시장에서는 고유브랜드‘SWC’와
‘Hass&Cie’(하스앤
씨)를 중동 외 러
시아,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에 널
리 알리는 한편
국내시장 강화를
위 해 서 는 6월
‘Kappa’ 브랜드
신규 출시와 함께
까르푸내 자체 매
장을 현재 6개에

서 10여개로 확대하고 홈플러스와 이마
트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고 당찬 포부를 밝히는 김 대표. 긍정
적인 사고와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자연
스게 묻어 나는 그를 보니 SWC가 세계
유명시계 대열에 진입할 날도 머지 않
은 듯 했다.
SWC 홈페이지 www.samsungwatch.com
이수연 명예기자(minjunp@hanmail.net)

(주)시즈 김주인 회장‘은탑산업훈장’수상
세계시장 20% 점유한 스키장갑 전문업체

3월 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제3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스키장갑 전
문업체인 (주)시즈의 김주인 회장(성남상공회의소
회장).
1970년 가발업으로 시작하여 스키장갑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회사
를 연간 220만 켤레를 생산하는 세계최고의 스키장
갑 전문제조업체로 발전시킨 중소기업인이다.

(주)시즈는 2000년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하
여 품질의 안전성과 고객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꾸준한 자체기술개발로 특허
등록 등 여러 건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
결과 동계올림픽이나 스키 월드컵 등에서 세계 유명
선수의 60%가 (주)시즈가 만든 스키장갑을 착용할
만큼 down hill racing 장갑제조분야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투명경영으로 창
업 이래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없는 등 파업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산업평화 정착을 이룩해 타 업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 수정구 신흥동 소재의 본사 직원 70여명이 개
발, 자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기지에 2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수출 1,400만달러를 포함 연간 200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규모로 창업 이래 한번도 적
자를 낸 적이 없는 부채비율 60%미만의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주인 회장은 1994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식경영 교육의 장
을 수차례 마련해 오는 등 다방면의 지역내 단체에
참여하고 사회적 봉사를 하며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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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무단 점거 농성에 따른 기자회견
1. 의원을 폭행하고 본회의장 점거농성 및 시설물
을 파괴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1. 폭력행사로 인한 의원상해에 따른 책임과 시설
물피해복구비를 즉각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
1. 시의원 낙선운동을 거론하며 협박성 전화를 하
여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즉
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1. 의회에서의 토론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존
중할 줄 알고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촉구한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반성하는 모습과 성의있
는 자세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 볼 것이며,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성남시의회는 분노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
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지난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11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관
심사는【성남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안】심사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립병원 설
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벤치마킹과 충분한 토
론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따라“심사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
회』에서 주장하는 집행부의 협조를 받았다든가 4.15
총선 이후로 미루어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동 사안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을 말씀드
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종료 후『성남시립
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의회를 점
거하며 늦은 밤까지 농성을 진행하면서 심사보류 결
정사항에 대하여, 25일 09:00에 회의를 속개하여 위
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조율하려 하였으나, 당일 아

침 의원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지
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심
도있는 토론과 절차를 거쳐 심의해 나가는 시민 여
러분의 대의 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성
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자신
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사
항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집단행동을 행사하고 민의의 정당인 본 회의장을 점
거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로 협박하여 정신적 피해와 가족들이 불안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민
주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시
킨 적극 가담자들에 대하여 법으로 엄히 다스려 유
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성남시민을 위해 맡
은 바 주어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성남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 3. 30
성남시의회 의장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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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
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리가 더욱더 그리
워진다. 가정의달을 기념하여 무료로 이용
할수있는시의각종행사를엮어본다.
<편집자주>

기념 행사

가족을 위한 무료공연
성남시립교향악단은 4월 30일 제7회 정기연주회에 이어 5월 11일엔‘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등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성남시립합창단도 5월 13일
제86회 정기연주회‘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음악회’를 연다.(벽강예술관 19시). 또한 5월 2일에는
불꽃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간 바우덕이와 남사당패 이야기를 극화한 전통총체극“바우덕이”
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후 2시와 5시 2회 공연된다.(문의 729-4221~3)
생활체육시설 무료 개방
수정청소년수련관 회원과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강습과 생활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
한다. 초등학생 어린이는‘어린이날’기념 무료자유수영(5.5)을, 초·중·고등학교 교사(5.8까지 신
청)는‘스승의날’기념 무료수영강습(5.10~22)을, 55세 이상 시민(4.30까지 신청)은 수련관 에어로빅
실에서‘어버이날’기념 무료효도강습(5.3, 7, 10)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1~8까지 신청받아
5.9~5.30까지 성남시민이면 일요일 무료로 자유수영을, 청소년은 5월중 토, 일·공휴일 실내농구장
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문의 740-5230~1)

로 이루어졌다.”
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는 어
린이 자신도 모
르는 사이에 자
기는 소중한 사
람이며 다른 친
구 또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을 깨닫고 타인
을 배려할 줄 아
는 모습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학교와 학생, 가정이 하나’라는 마음
으로 부모가 참여하는 역할놀이나 부모에게 상
장주기 등을 실천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등 가족간의 사랑을 증진시키는 장을 마
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올바른 심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마음을 많이 쏟았다. 장애가 있는 반 친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술래잡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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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아이들은 지적으로는 우수한데
공동체 삶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아
이, 웃어른을 존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친구
를 칭찬할 줄 아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더 생각
할 줄 아는 어린이로 기르고자 합니다.”
서현초등학교 3학년 5반 담임 김귀연 교사
는 2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오면서 "우리 아이
는 ㅇㅇㅇ을 잘한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고 질서상, 솔직상,
인사상, 칭찬상, 스마일상, 공경상 등등 아이들
의 특별한 점을 찾아 선물을 한다. 그래선지
그 반 아이들은 언제라도“우리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한다.
“나의 영혼과 육체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으

받는 아이들

눈감고 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장애는 불편할
뿐‘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심어주기에 노력
해왔는데 아이들이 장애우의 가방을 들어주며
같이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때면 정말 가슴이
뿌듯하다고.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이 하교할때면
“안녕히 가세요. 오늘 친구들하고 참 잘 지냈
어요.”하며 한사람 한사람씩 품에 꼭 안아준다.
그가 있기에‘늦게 가도 함께 하는 정다운 친구
들’이 보는 세상은 오늘도 아름답다.
박경옥 명예기자(qkdl9090@hanmail.net)

“아직은 사회에 봉사할 수
어르신의 보살핌으로
있어서 기뻐요”

만드는 깨끗한 동네

인터뷰/ 태평4동 노인봉사대
“부지런하게 뛰다보니 몸이 건강해지고 또
사회에 돌려줄 게 있어서 보람됩니다.”
수정구 태평4동(동장 이상범)의‘환경지킴
이 노인봉사대’(회장 정형주·김연환·박영
호). 30여명의 봉사대원들은 매일 오후 1시가
되면 골목 곳곳과 이면도로를 누비며 불법 현
수막과 광고 스티커를 떼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도한다.
지난 2001년 9월 작은 걸음이지만 큰 뜻을
모아‘아름답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되어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대란 것을 처음
으로 발생시킨 곳이 바로 태평4동. 그 전통을
이어 올 3월에는 구의 예산지원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대원 대부분이 경로당 회원과 어르
신들로 75세나 76세의 나이지만‘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그들의 각오만큼이나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다녀간 전봇대

나 주택가 담벽
에는 스티커 한
장 안 붙어 있을
정도라고.
특히 올해는
환경분야의‘쓰
레기 종량제의
완벽한 실천’이
라는 과제와 함
께 봉사대원이
갖고 있는 기술
이나 기능을 한껏 살려 House-Home care까지 활
동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
수리 등 요청시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70년대부터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해왔지만
요즘 들어 새삼 이웃사촌의 소중함을 느낀다는
정형주 회장(75). 노후의 사회참여 활동은 소속
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아직은 사회에 돌려줄
게 있는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

인터뷰/ 서현초등학교 김귀연 교사

매일 매일
‘상’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세요”

수정청소년수련관 5월 8일(14:00~18:00) 관내 거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제2회 성남시 어
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5월 6일까지 직접방문이나 fax로 접수받는다. (문의 740-5240~1
Fax 740-5299). 5월 22일엔 4~6학년 초등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제2회 성남시 청소년
타자왕대회’도 연다.(5.1~15 접수, 문의 740-5260~4). 청소년인터넷방송국(www.chamtv.com)
에 신청(5.3~22)하면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인터넷으로 띄우는 영상
편지’로 인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문의 740-5280~1)
서현청소년수련관 어린이날 관내 거주 청소년과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천사로봇 만들기,
로봇경기 등을 비롯 가족대항 도미노게임대회, 무료 애니메이션 상영 등 체험활동외에 인터
넷카페, 포켓볼장, 탁구장 등 관내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특별행사를 실시한다. 5월 22일
에는 서현역 삼성플라자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힙합댄스, 밴드, 랩공연동아리 등이 모여 청소
년동아리 축제를 연다.(문의 781-6182)
중원문화정보센터 5월 4일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 이용자 선착순 300명에게 막대사탕을
증정하는 한편 5월중 관내 4~6세 어린이를 위한‘동화책 읽어주기’(매주 화요일)와‘일요 가
족영화 상영’(매주 일요일 14:00)을 비롯해 가족 및 가정과 관련된 도서를 볼 수 있는‘테마
도서 전시’도 있다.(문의 752-3913~7)

중부

어느덧 여름이 시작되고 밀보리가 여물
기 시작하는 계절로 접어들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날
로 이어지는‘가정의달’5월! 가정해체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요즘이다보니 아이들,

하고 있다. 경로효친사상과 인정이 넘치는 동
네, 바로 노인봉사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순례 명예기자

2004년 4월 26일 (월)

고재언의 건강이야기 / 중원구보건소 공중보건의

수·족·냉·증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피
는 계절이 왔는데도 손발은 여
전히 차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들이 있다.
우리 몸의 기혈이 충만하다
면 수족까지 따뜻하게 영양을
공급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
하다면 우리 몸은 사지말단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생명을 유
지하는데 더 중요한 뇌나 심폐
쪽으로 혈액을 먼저 보내게 된
다. 냉증이 심하지 않다면 손
발의 혈액순환장애로 끝나겠
지만 정도가 심해진다면 점차
복강 내부의 순환장애가 발생
하게 된다.
복강 내부의 혈액순환장애
는 주로 하복부로부터 시작된

다. 하복부에 위치한 대장, 자
궁으로의 혈액유입이 줄어들
게 되면서 만성적인 변비나 설
사, 월경이상이나 출혈, 불임
등이 발생하게 된다. 심해지게
되면 신장, 간장, 비위장으로
혈액유입이 줄어들게 되어서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
며 심폐 및 대뇌로의 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여러 가
지가 있고 치료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냉성 체질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따
뜻하게 하는 약을 사용하지만
열이 가슴에만 몰려서 생기는

경우도 많으므로 무조건 인삼,
건강, 계피, 부자 등의 더운 성
질의 약재를 복용하는 것은 위
험하다. 최근 유행하는 반신욕
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혈이 너무 허약하거
나 열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지러움
이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
한다.
평소에 체온을 유지하고 따
뜻한 음식을 먹는 등의 습관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혈액순환
개선제로 수족냉증이 개선되
기는 쉽지 않은데 체질적인 요
인이 많고 만성적이고 고질적
인 원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냉기가 장부로 들어가지 않
도록 예방해야하고 경우에 따
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
이 좋다.

관절염환자 자조관리·수중운동 운영
관절염 환자중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5.6~6.10 6회 과정(매주 목요일)으로 운동과 통
증 다스리기 등‘관절염 자조관리’에 이어 이수
자를 대상으로 6.15~7.22 12회 과정(매주 화·
목)의 팔꿈치 운동 등 32종목의 수중운동이 진
행된다. 4월 20일부터 선착순 30명을 직접방문
이나 전화로 신청받는다.

관내 통증이 심한 관절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통증감소, 관절가동범위 기능증진, 근력증진 등
자가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매주 수요일 발
란스 테이프를 이용한 테이핑 요법교실을 연다.
상반기는 3월~6월, 하반기는 9월~11월 운영
된다.
직접방문이나 전화로 신청받는다.

■ 문의: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문의: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치매를 예방합시다”
치매는 인간의 일상적인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전반적이고도 지속적인 퇴행이 오는 질병으로 노
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기억력의 감퇴와
는 구별된다. 따라서 중원구보건소와 방문보건
센터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치
매상담의 날”과“중풍·치매 예방교실”을 매월 1
회씩 실시한다.
중풍·치매 예방교실은 5월 19일 중동지역 어
르신을 대상으로 중동 제2경로당에서 의사, 간호
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들이 나와 노년의 건
강을 주제로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에 대한 교
육과 함께 치매간이검사와 안과검진을 실시한다.
■ 문의: 중원구 방문보건센터 ☎733-7920~1
한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4.30 12:00~14:00)
을‘치매 상담의 날’로 정하고 치매상담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정신과전문의와 치매상담간호사로 이
루어진 상담팀이 중원구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치매상담 및 간이검사를 실시한다.
■ 문의: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31-0062

당뇨환자 뷔페식단·
운동교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당뇨환자의 영양섭취법,
운동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기 건강관리 능
력을 배양하여 당뇨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
기 위한 당뇨뷔페·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오는 5월 12일(12:00~15:00)부터 당뇨
에 관심 있는 주민 90명을 대상으로 분당
차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당뇨뷔페식
(12:00~13:00)은 분당차병원 영양팀이,
운동요법(13:00~15:00)은 경원헬스파크
운동처방사의 강의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구 보건소에서 4월 12일부터 30명씩 선
착순으로 모집한다.
■ 문의: 수정구보건소 729-5832
중원구보건소 729-5842
분당구보건소 729-5852

행복한 출산준비교육 대상자 모집
■ 기간: 2004. 5. 7~6. 11(6주 과정) (매주 금요일 14:00~16:00)
■ 대상: 관내 20주~32주 임산부
■ 신청기간: 2004. 4. 19일부터 선착순 마감(25명)
※ 6회 전 과정 참석 가능한 대상자 우선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
■ 문의: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임산부상담실
☎ 729-5831, 743-4000

행복한 출산 준비 교실
■ 기간: 2004. 2. 1~12. 31(10주 과정)
(매주 금요일 14:00~16:00)
■ 대상: 임신 20주된 산모
■ 문의: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729-5851, 704-2722

수정구보건소에서는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5.10~6.8까지 5회
과정으로 여성암 예방에 관한 여성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여성암의 이해,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유방암의 자가검진 및 실습,
난소암의 개요 및 예방, 자궁암의 개요 및 예방 등을 내용으로 분당차
병원 등에서 전문 교수들이 나와 강의한다.
4월 20일부터 직접방문이나 전화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5회 전
과정 수료자에게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준다.
■ 문의: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 729-5831, 743-4000

암 조기 발견으로 빠른 쾌유를~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함
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
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40세 이상이며 단, 자궁경
부암은 3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이다. 검진주기는 위암, 유방
암, 자궁경부암 등은 2년 간격이며,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
간격이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야 한다.
■ 중점검진의료기관
보바스기념병원 785-0200 연세모두병원 781-9229
메디피아제3의원 701-8034 분당연합의원 709-0848
분당구보건소 매월 첫째주 목요일, 셋째주 금요일
※위암 검진자는 전일 밤 9시 이후 음식물 절대 삼가바람.
■ 문의: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5850/2
한편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관내 호스
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오는 5.3~6.28(매주 월요
일 7회 과정)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선착순 100명 모집한다.
■ 문의: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851, 701-3400

2004년 4월 26일 (월)

을 위한 시나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
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무대에
대한 열정이 아닌‘우리 것'을 소중하게
지켜서 후손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주
는 것이 꿈이라는 김진수씨. 요즘도 국
일편단심 국극만을 꿈꾸며 살아온 김진
다시 국극의 소생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
극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첫번째 소
수씨. 김씨는 꿈 많던 여고시절.. 우연히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뛰면서 흩
망은 내년 성남시립예술단 창단때 국극
보게 된 여성국극에 매료돼 43년간이나
어져있는 국극단의 세력을 한데 모았고,
단을 꼭 포함시켜준다는 시장님 약속이
외길을 걸어온 국극의 대모다.
협회를 만들어 문체부에 사회단체로 등
꼭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성국극은 국악에 뿌리를 둔 전통
록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85년 여성국
김씨는 오랜 세월 국극의 자리매김을
적 대중예술입니다. 소리와 극으로 짜여
극은 김진진, 조금앵, 조영숙 등이 출연
위해 길없는 길을 홀로 걸으면서 세인의
진 국극은 서양식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한‘바보 온달'로 재기 공연을 갖게 됐
관심이 자신의 열정보다 훨씬 멀리 있음
국극은 여성이 남성역을 한다는 것이 특
고, 94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바람이
이 안타까울 때도 많았지만 포기할 수는
징이지요. 50세 전후의 사람들 중에는
머무는 곳'을 올리기까지 김씨는 발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나 어머니 손잡고 국극을 봤던 기
아프도록 관계자들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적지 않은 나이 예순하나. 43년을 오
억을 갖고 있는 이가 많을 껍니다."
“25년간 청바지 입고 뛰어 다닌 목표
직 이 한 길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국극
인 김진수씨. 김씨는 여
대중전통예술 자리매김 위해 시립국극단 설립이 절실히 필요... 성국극의 대중전통예술로
의 자리매김을 위해 일생
여성국극 "바우덕이" 5월 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무료공연 을 바치겠다고 약속이라
도 하듯 강하게 말한다.
해방전후에 태동한 여성국극은 50, 60
는 하나입니다. 국극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김진수씨의 국극 인생이 그저 그런
년대 한 시절 찬란하게 꽃피웠지만, 60
시립단체를 만드는 것이죠. 국극은 우리
한 국악인의 삶이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년대 중반부터 영화나 TV에 밀려나기
나라의 독특한 전통예술로 국악발전에
이렇듯 김씨가 힘을 쏟아온 여성국극
시작했다.
기여했는데도 민족예술로 인정받지 못
이 오는 5월 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극밖에 몰랐던 김씨는 국극이 사장
하고 있을 뿐더러 무대마저 잃어가고 있
남사당의 실제인물이었던‘바우덕이'를
되면서 운전기사로 여공으로 갖가지 직
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창극단 전문교육
오후 2시, 오후 5시 2회 공연한다.
업을 전전하며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생
기관이 있어 그들의 전통 예술을 이어갈
어릴 때 할머니나 어머니 손을 잡고
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녀에게는 좀처
창극계의 인재들을 미리 교육을 통해 배
여성국극을 보러 갔던 그 아련한 향수를
럼 식지 않는 국극에 대한 뜨거운 열망
출하므로‘가부끼'라는 전통극회는 일본
5월 봄밤에 가족과 함께...“바우덕이"와
과 집념이 있었으니….
이 자랑하는 전통예술로 발전해 세계인
함께 즐겨보면 어떨지......
김씨는“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찬란
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에 조금도 뒤
한 낭만극 여성국극은 근대적인 우리의
지지 않는 여성국극의 보전을 위해서는
정경숙 명예기자
문화재임이 분명하다."는 소신을 갖고
젊은 세대에게 전승시키고 후계자 양성
chung0901@hanmail.net

43년 외길 걸어온 여성국극의 대모 김진수씨

“여성국극은 근대적인 우리의 문화재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는 일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국극인 김진수씨(61. 한국여성국극협
회 부회장·홍보이사)에게는 현재 하는
일이나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꼭 하고 싶
은 일이 모두 국극의 소생이며 국극이
민족예술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다.
“국극과 결혼했다"고 잘라 말 할 만큼

요리이야기

유택용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교수(일식)

웰빙푸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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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구이(鰻蒲燒き: 우나기가바야키)

▶▶▶ 장어이야기
뱀장어는 일반생선의 150배로 식품 중에서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이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토왕지절(土王之節), 토용축일(土用丑日)이라는
민속일(民俗日)을 정하고 이 기간에 장어를 가장 많이 먹는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에 의하면 땅의 기운이 제일 왕성한 절기로서 입춘(立春), 입하(立夏), 입추(立
秋), 입동(立冬)전의 18일간이 뱀장어를 먹는 기간이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에 더위를 이기고, 원기를 보충해준다고 하여 스테미너식 또는 미용식·보양식으로
많이 먹는다.
장어의 표면에 미끌미끌한 것은“뮤코프로테인”이라는 당 단백질의 일종으로 비
늘이 발달되지 않은 표피를 보호하고, 해수와 담수의 삼투압을 조절하여 강과 바다에
모두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뮤코프로테인”이 약해진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여름철 식욕부진을 해소시켜준다. EPA, DHA가 풍부하여 동맥경
화에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2와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도 많
이 함유하고 있다. 장어에 산초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산초가 위를 강화하고 항산화작
용을 하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장어의 출생은 베일에 싸여있다. 깊은 바다에서 태어나 부화한 새끼 장
어는 5,000km에 해당하는 긴 거리를 거쳐 하구(河口)에 도착한다. 거기서 장어의 치
어(稚魚: 시라스우나기)로 변태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성장하고 다시 산란을 위
하여 고향바다로 돌아간다. 유럽과 아메리카에 분포하는 대서양 민물장어의 산란장
은 버뮤다 제도 동남에 있는 셀갓소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한반도, 중국에
분포하는 태평양 장어의 산란장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해
부근이 아닌가 라고 추측되어지고 있다. 하구(河口)에 도착한 치어(稚魚)를 잡아서
기른 것이 양식(養殖)민물장어이다. 장어의 종류에는 먹장어(곰장어), 붕장어(바다
장어: 아나고), 갯장어(하모), 뱀장어(민물장어: 우나기) 등이 있다.

◆ 식재료: 뱀장어 손질한 것 1마리, 통생강 30g, 산초가루 10g, 대파 40g, 장어 데리소스
◆ 장어 데리소스: 미림 360cc, 간장 240cc, 설탕 110g, 장어뼈국물 100cc (대파 구운 것-1뿌리, 생강
편썬 것-1/2쪽)
◆ 만드는 법
1. 뱀장어는 손질된 것으로 준비하여, 장어의 지느러미는 제거하고 피와 불순물을 약간의 소금으
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1마리가 200~250g정도가 가장 맛있다.)
2. 생강은 껍질을 벗겨 절반은 바늘처럼 가늘게 채
썰어 물에 담구어 두고, 절반은 편으로 썰어 장
어소스를 만들 때 함께 넣는다.
3. 깨끗이 손질한 장어는 석쇠에 올려서 센 불에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애벌구이하여 얼음물에 담
근다. 기름기가 빠지고 식으면 건져서 끓는 찜
솥에 올려서 20분 정도 쪄낸다. 꺼내서 식혀 적
당 크기로 잘라둔다.(1마리 - 2토막정도)
4. 장어 소스는 손질할 때 나오는 장어 뼈를 가운
데 핏기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석쇠
에 구워서 냄비에 물을 붓고 낮은 불에 오래 끓
여서 장어 뼈 국물을 뽑는다.
5. 위 분량의 데리소스 양념을 넣고 생강편, 대파군
것을 함께 넣고 1/3정도 졸여질 때까지 낮은 불
에서 조린다.(숟가락으로 떠보았을 때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 정도)
6. 쪄낸 장어를 가스렌지의 생선 굽는 곳 또는 석쇠에 호일 깔고 찐 장어를 얹어 껍질쪽부터 다
시 노릇노릇하게 굽고 다 익을 무렵 요리용 붓으로 데리소스를 2~3회 정도 발라 앞뒤로 먹음
직스럽게 구워낸다.(이때 소스를 바르면 빨리 타므로 지켜보아야 한다.) 마지막에 산초가루를
뿌린다.
7. 접시에 살 쪽이 위로 오게 담고 준비해 둔 채 썬 생강 물기를 제거하고 곁들여 낸다.
약 력 : 경기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전공 박사수료, 서울 프라자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리츠칼튼호텔 근무

일본요리대계(Japan Art:전6권) 번역감수, 일본요리(효일출판사, 2002), 푸드코디네이터학(효일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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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꼭 고쳐져야 할 일...
결혼한 지 삼년이 되어서야 임신을
했다. 그래서인지 주위 분들이 축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와 더불어 아들일까
딸일까 무척 궁금해 하는 것이었다. 그
렇게까지 아들을 바라시는 줄은 몰랐는
데 첫 애로 딸을 낳고 싶은 것은 나만
의 생각이구나 싶었다.
더구나 아들 부자인 시댁에서까지도
꼭 아들이어야 한다는 부담을 주시는
것을 보니 그 생각이 더욱더 확연해졌
다. 동네 어른, 지나가시는 할머니, 또
한 여러 어른들 또한 새댁 배를 보니
아들 배야, 좋겠네, 이번이 첫애지? 아
들 낳아야 될텐데... 등 덕담이라고 하
신 말씀이 모두 아들에 포커스가 맞추
어져 있으니 사실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부담에 짜증까지 날 정도였다.
우리나라 성비율에 있어서도 문제이
지만 얼마전 통계를 보니 3가구당 2명
의 출산조차 이젠 되지 않는다는 기사
를 읽고,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 줄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선호 사상이 뿌
리박혀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씁쓸했다.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
구가 너무 많이 줄어서 그로 인한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은 당연 지사
이라지만 그 걱정과 더불어 앞으로 우

리의 아이들이 후에 결혼 적령기가 되
어서 신부감을 고를 때 신부감을 구하
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 그냥 웃어넘
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의 예를 봐도 집
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는 그리 많
지 않다. 우리나라같은 개발도상국이
GNP 2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도약
을 하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1순위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남
아선호사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여
자가 집에서 애나 보지 무슨 사회생활
용을?’을 하는 생각은 없어질래야 없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꼭 아들이어야만
된다는 남아선호사상! 미래 우리 아이
들 그리고 자손 모두를 생각해 보더라
도 이제는 고쳐져야 하는 의식으로 이
제는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수정구 태평 2동 김선희

작은 봉사 큰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4월,‘목련꽃 그늘 아래서~’어쩌고
했던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벚꽃, 개나리 만개한 봄날 누가 집안
에만 박혀 있을까, 형형색색의 옷을 입
고 삼삼오오 모여 화담하는 모습이 꽃
과 어울려 행복을 자아낸다. 저들은 언
제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엮어져서 친
구나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절친한 사이는 없었을 것이다.
2월의 찬 기운이 남아있던 날... 집을
구한다며 내 나이 또래의 여인이 아파
트 시세와 그외 여러가지를 궁금해 하
길래 저희 집으로 가서 차 한 잔 하자
고 권했더니 몹시 놀라는 얼굴을 했다.
서로를 모르는 상태지만 40대 초반이
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공감대를 느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
다.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노발대발이었다. 무슨 경우 없는 짓이
냐며... 친정 엄마도 똑같이 무서운 세
상에서 겁도 없다며 나무랐다. 내가 정
말 큰 잘못을 한 것일까. 당황스럽고,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세상물정 모른다고 나무라는
부모님과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과 사람으
로 엮어서 인연을 만들어서 가는 것일
텐데, 이렇듯 벽을 쌓고 내 혈족과 어떤
모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만 교류
한다면 가정 살림만 하는 여자들의 교
우관계는 빈곤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리운 나이가 되어 생각해
본다. 인생의 목표가 물질의 축적이 아
니고 사람과 사람끼리 엮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조금만 뒤돌아보면 필요없는 물건과 거
추장스러운 겉치레가 너무 많다. 어느
순간은 그 어떠한 구속없이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과도 마음 편히 수다를 떨
고 싶어질 때가 있다. 무인도에서 사람
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사람끼리 사
는 세상,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믿
고 행복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분당구 분당동 정은희

기쁨 그리고 보람

조류 독감 백년만에 내린 폭설 강원도 산불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하여 농
민들이 겪는 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이다. 많은 피해
농가가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군관민 지원팀이 봉사의 손길을 뻗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역부족임을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기에 시일이 지나면 쉽사리 잊어버리게
된다.
지난 3월 20일 중원구 통장연합회 정기 월례회의가 있던 날이다. 통장연합회
는 각동 통장협의회 임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안건토의 시간에 설해복구 지
원건이 상정되었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하루라도 일정을 당기자는 의견에 3월
23일로 날짜가 결정되었다.
45명의 대원들이 구청에서 배려해준 버스에 몸을 싣고 복구현장을 향해 달리

기 시작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어느 산골에 위
치한 축산농가 계사(폭설로 인해 무너진 닭 하우스)철거 작업이었다.
텔레비젼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재난의 결과는 상상외로 엄청났다. 수천평에
설치해 놓은 하우스 여섯 동이 한꺼번에 폭삭 주저 앉았고 수십년동안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자연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
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하우스 안에서 평화롭게 모이를 쫓던 수천
마리의 닭들이 깔려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은 모습을 보니 말문이 막히기도 하
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두시간 이상 달려온 피곤을 잊은 채 닭들
이 썩어 냄새나는 현장에 뛰어들어 비닐을 걷고 보온덮개를 걷어내고 폐자재를
운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은 실로 찢어지는 듯 아플 것이다. 이런 재난이 여기 뿐이겠는가, 재
난을 당한 수많은 농축산 가정이 이 시간 슬픔과 절망을 동반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것이다. 여섯 시간 동안 우린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어느덧 이글거리는 태양은 붉은 노을로 변하여 서산에 지고 우리는 귀가 길에
올랐다. 힘은 들었지만 기쁨을 나누면 두배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실감난다.
봉사는 아름답다. 작은 봉사지만 우리들에겐 큰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다. 전국
에 피해농가 여러분 힘내시고 속히 절망에서 회복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날 되소서...
중원구 상대원 3동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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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주택단열로 에너지절약을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10가지 방법
주택단열공사 자금 융자지원 개시
1주택당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4.75%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1. 승용차 10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2.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경차를 사용합시다.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지사장 이
상순)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미단열
주택의 단열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2004년도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택단열개수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준
공된 지 7년 이상 경과된 미 단열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개수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2004년도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자금에서 접수순으로
지원되며, 대출조건은 연리 4.75%(2/4분
기, 분기별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를 통
해 대출이 가능하다.
단열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충유리 개
체 포함)시공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 배관공사 비용을 포함해 1주택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공사비용 전
액(소요자금의 100%)을 대출 받을 수 있
는데, 단열시공 전에 자금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가구는 단열시공계획서 및 견
적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으로 신청을 하
면 되고, 단열시공을 완료 후 대출을 받
고자 할 경우는 시·군·구, 읍·면·동
의 장이나 주민자치센타의 업무담당자에
게 단열시공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은
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미 단열주택에 단열개수를 실시하면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방음효과 및 실내습도 조절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시원
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문의: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
☎260-4615

국세청은 기분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비롯해 징수유예, 금융기
간 VIP 고객대우, 공공시설 이용편의제공 확대,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자 우선추천검
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성남세무서에서는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알찬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매주 수요일(10:00~16:00) 세무사 등을 초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합동세무상담을 실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 성남세무서 730-6215/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여름철대비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렇게 예방합시다

·계단 및 창문 앞에 월류방지턱(조적조)을 설
치하거나 창문턱을 높이도록하고, 설치하지
않은 건물은 응급조치로 창문턱 주변에 모
래주머니를쌓아우수유입을막읍시다.

● 지하구조체 방수공사 불량 또는 벽체
균열로 누수
·우기전에 보수공사를 하여 누수를 방지합

시다.

● 지하층세대 오수 유입 맨홀내 수중펌
프 노후 및 고장으로 강제배수 불량건
물
·건축주 또는 세입자는 정기적으로 수중펌

4.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고효율기기를 사용합시다.
5. 사용치 않는 조명은 반드시 끕시다.
6. 적정 냉·난방 온도를 지킵시다.(여름철 26~28℃, 겨울철 18~20℃)
7. 컴퓨터와 모니터는 절전모드를 사용합시다.
8.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빼둡시다.
9. 가스레인지의 불꽃크기를 1단계 낮추어 사용합시다.
10. 온수는 에너지입니다. 수돗물을 아껴 씁시다.

보험료 고지서, 실거주지로 받아보세요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성남세무서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

● 반지하 계단 및 창문의 턱이 낮아 집
중 호우시 우수유입

3. 급출발, 급제동을 자제하고 경제운전을 합시다.

프를 점검하고 특히 우기전에는 자주 점검
하여 이상이 있을시 즉시 수리 또는 교체
토록합시다.

● 수중펌프 전기배선 불량 및 맨홀내 수위
자동 감시장치 이상으로 수중펌프 미작
동
·건축주 또는 세입자는 정기적으로 수중펌
프를 점검하고 특히 우기전에는 자주 점검
을 하여 이상이 있을시 즉시 수리토록 합
시다.

● 단지내 최종 오수집수정내 역지변(역
류방지밸브) 미설치로 오수 역류
·역지변을 설치하지 않아 오수가 역류되는
건물은반드시역지변을설치하여야한다.

문의: 성남시재해대책본부 729-4820~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 보험료 납부편의
를 제공하는‘실거주지 주소관리제’가 실시되고 있다. 원하는 세대는 신분증을 지
참하여 공단을 내방하거나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788-4114 Fax.788-4293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1(태양빌딩 10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에 의한 1급~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보
호하기 위하여, 그 유자녀(幼子女)에게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월 20만원)과 장
학금(매분기 지급,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피부양 노
부모 및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부양보조금(월 15만원)과 재활보조금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298-5006, 297-5000, 297-9121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성남여객자동차
종합터미널 운영 안내
일 시: 5월 1일
장 소: 테마폴리스 건물내(분당구 야탑동 341번지)
운영자: (주)성일 대표 김정범
내 용: 모란 시외버스터미널이 야탑동 테마폴리스 건물내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운영
※모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2004년 5월 1일부터는 야탑동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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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나눔

신직종/가든

2004년 4월 26일 (월)

플래너란

식물 구입부터
분갈이,
분갈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회원관리까지·
회원관리까지·
·
·
·
·

불구하고 조경제품 관련분야는 늘
제자리다. 여기에 착안하여 (주)Boxen
의 김미혜 대표(41)가 자연친화적
이면서‘물관리가 쉬운 화분 만들
기’에 돌입하여 화분에 물을 직접
주지 않고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삼투압 방식의 화분 제작에 성공,
이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등록하게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저
렴하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가든 플래너
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
한 재주나 지식이 없어도 자연을

요즘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집
안도 아름답게 가꾸면서 경제에 보
탬이 된다면 한 번 도전해 보면 어
떨까? 자연과 건강,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3년 전부터 신도시 중심으로 지
어지는 아파트 베란다가 1.8m로 늘
어나면서 실내정원을 꾸미는 공간
이 주어졌다. 집안에 정원을 가꾸
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시
설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 후 물
관리로 난감해 한다. 그 해결 방법
이 없는가?
화훼 시장은 급격히 발전함에도

5월 무료 컴퓨터교육 일정안내
기관명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중앙문화정보센터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성남시 청소년 S/W 기술교육장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구

분

윈도우/한글워드/인터넷/홈페이지
한글 97/엑셀과파워포인트
인터넷정보검색사실기
컴퓨터&인터넷 입문
파워포인트/포토샵
인터넷반/한 글 반
엑셀반/홈페이지반
PC활용반/실버반
인터넷고급반/PC활용반
PC활용반/엑셀반
포토샵반/PC활용반
컴퓨터기초반/인터넷기초반
한글활용반/인터넷정보검색
컴퓨터반/엑셀활용반
6월 컴퓨터기초
6월 인터넷활용
〃
7월 컴퓨터기초/7월 홈페이지작성
8월 컴퓨터기초/8월 홈페이지작성
웹에니메이션과정(플레쉬)
웹디자인과정(플레쉬)
PC활용기초/엑셀자격증반
워드자격증반/ITQ자격증반
인터넷/홈페이지
워드

교육기간

전화번호

2004.4.12(월) 09:00부터
선착순

2004.4.19 ∼5.13
(4주과정)

729-5920
749-8688
729-3751

2004. 4.27∼4. 29

2004.5.3 ∼5.21

743-2174 ∼5

2004. 4. 27∼4. 29

2004.5.4 ∼5.26
(15일간)

752-3916∼7

2004.4.27(화) 09:00
선착순 모집

2004.5.4 ∼5.21

709-9154
(내선333)

접수기간

수시 전화접수
(선착순)

2004.4.12(월) 이후
수시 전화접수

2004.5.13 15:00∼

2004.5. 3∼5.14
2004.5.17∼5.28
2004.5.31∼6.11
2004.6.14∼6.25
2004.4.26 ∼5.7
2004.5.3 ∼5.21
2004.5.10 ∼5.21
2004.5.31∼6.25
2004.5.31 ∼6.11
2004.6.14∼6.25
2004.6.28∼7.23
2004.8. 2∼8.27

737-2302∼4

750-2300∼4

710-2300∼3

현재 ~ 2004.5. 25

2004.5.31 ∼6.25

754-0650~1

수시모집

수시모집

732-6884
FAX 748-6765

성남일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든
플래너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는 일이다.
5월부터 접수(031-283-1844)하여
2개월 과정으로 주 1~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이나 일거리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인간의
쉼터와 기능, 새로운 공간창조에
도전해 볼 만한 직종이다.
장영희 명예기자
essay45@hanmail.net

홈경기일정

5월 8일(土)
성남:포항
성남종합운동장(15:00)
5월 11일(火)
성남:페르식(인도네시아)
AFC챔피언스리그컵
성남종합운동장(19:00)
5월 26일(水)
성남:울산
성남종합운동장(15:00)

*seongnam-12.13.15(흑) 2004.4.24 5:56 AM 페이지3

정보나눔 /

2004년 4월 26일 (월)

정/보/나/눔
수도단수 홍보문안
단수기간

2004. 4. 27
(00:00~05:00)
2004. 4. 28
(00:00~05:00)
2004. 4. 29
(00:00~05:00)
2004. 4. 30
(00:00~05:00)
2004. 5. 4
(00:00~05:00)

2004. 5. 6
(00:00~05:00)

2004. 5. 7
(00:00~05:00)
2004. 5. 11
(00:00~05:00)

단수지역
·신흥2동사무소, 희망대초교, 성남아파트, 신흥우
체국 일대 (125~2009, 2346, 2433번지)
·산성동사무소, 수정문화정보센터 일대
(927~2198번지)
·성남기능대학교, 영성여중교, 일대 (113~143,
268~926번지)
·스포랜드, 남성교통, 서울보건대학, 성남동중,
학교, 선경아파트, 양지동사무소 일대 (923, 925,
929, 3~876번지)
·은행주공아파트, 은행초교 일대 (550~743,
978~1031번지)
-은행2동
·상원초등학교, 은행시영아파트, 은행맨션 일대
(421~423, 722~740, 978~1031, 1433~1740번지)
·(1217~1432, 1746~1931번지)
-상대원1동
·경기교통(주), 산성아파트, 성지아파트, (주)동
성교통, 폐기물소각장 일대 (39~135, 174, 178,
195, 358~441번지)
·하대원동:성남냉동(235번지)일대
·상대원2동:아비코(5442~5449번지)일대
·상대원1동:(주)가람, 한국벨트(주), 대주항업
(주) (5439, 5436, 513, 436번지)일대
-상대원1동
·유로시아화장품, (주)제철화학, (주)국제상사냉
동, 식품공장 일대 (206, 234, 252, 358번지)
·(주)청림인터내셔날, (주)신기, 한국일보 일대
(567, 320, 440번지)
-신흥2동
·신흥동성당, 수정구청, 성남신흥주공아파트 일
대 (10~124번지)

○문 의:시청 당직실:729-2222, 수도과 누수관리팀:729-5231~5,
수정 복구반:755-2270 ·중원 복구반:754-9922
♣롯데월드 협력사원(아르바이트),주부사원 모집
○근무장소: 어드밴쳐, 매직아일랜드, 민속박물관, 스포츠센터
○근무시간:
·어드밴쳐 영업시간: 09:00~23:00, 9~16시/ 12~18시/
16~23(근무시간 조정가능)
·스포츠센터 영업시간: 06:00~22:00, 6~14시/ 14~21시 중 선택
·상시근무: 8시간, 6일근무
·주말근무: 8시간, 토/일/공휴일근무
·파트근무: 5~7시간, 6일/근무
○급 여: 협력사원 시급2,600~3,5,00원, 주부사원 시급
3,000~3,500원(직종별 구분)
○지원서 접수: 롯데월드 협력사원접수처(롯데백화점 잠실점 12층)
☎02-411-2356~7 WWW.LOTTEWORLD.COM
♣저수조청소 홍보
○ 대상
· 건축 또는 시설물 : 연면적이 5,000㎡이상
· 아파트 : 5층이상인 주거
· 연립주택 및 다세대 :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거
·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
○ 시 기 : 년2회 이상(6월에 1회), 위생점검은 매월1회
○ 기록보관 : 청소, 위생점검기록부 2년 자체보관
○ 행정사항 : 미이행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729-5221~2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0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보내실곳: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태평2동 3309번지)
◆문 의 처: 편집위원회 편집팀 ☎ 729-2714~5 FAX 729-543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지역내물리치료실운영

○의견제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4. 1.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및 장소: 5. 1 ~ 5. 20(20일간),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사무소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시청 도시과: 729-4440~2, 수정구청 시민과: 737-2090~3
중원구청 시민과: 750-2090~3, 분당구청 시민과: 710-2090~3

○내 용:‘분노다루기-집단상담’과‘건강한 가족 만들기-강
의’
‘를 진행합니다.
○일 시: 4월 ~ 6월, 매주 화요일 오후1시 5시
○장 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대 상: 가정폭력 가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707-6661~2

○대 상 :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
○일 시: 매주 화요일 오전10~12시 (연중)
○장 소 : 상대원 3동 복지회관 1층 內
○준비물 : 의료보험(보호)증 or 신분증
○문 의 : 상대원 3동 복지회관 747-1886 상혜옥 사회복지사

♣판교개발 사업단 사무실이전 안내
판교택지개발사업단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장소: 분당구 하산운동 산26-4번지[현대사회연구소 건물3층]
☎704-2318~9

○대 상 : 지역의 무의탁 저소득 어르신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기간: 2004년 2월 1일 ~12월 31일(월 2회 수술)
○장 소 : 눈에 미소안과 (의사와 상담 후 수술 여부 확인)
○문 의 : 747-1886 최선희 사회복지사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주소제도

♣여성복지회관 수강생 모집안내

우리가 현재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 주소는 불규칙하고 복잡하
여 목적지를 찾아 가고자 할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
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집 대문에 부착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확인
하세요. 목적지를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제도를 이해하고 널리 사용 합시다.
☎시청 도시과: 729-4441

○교육기간: 6. 28 ~ 12. 10(5개월, 27개반 690명 )
○접수기간 우선접수: 5. 19 ~ 5. 20(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
소득모자가정, 국가유공자)
일반접수: 5. 21 ~ 5. 30
○교육과목: 고전의상, 현대의상, 한식조리사자격증과, 양식자격
증과, 미용사자격증과, 홈패션과, 제빵·제과자격증
과, 도배자격증, 생활요리과, 피부미용과, 꽃집창업
과, 한지공예과, 생활한방과, 서예과, 수묵화과, 영
어·일어·중국어회화과, 옷수선창업과, 컴퓨터방
문교사과, 미용사취업·창업과, 고급제과제빵과, 컴
퓨터초급·중급·자격증과
☎729-4151~2, 745-3071~2

♣해빙기 가스사용시설 점검안내
○가스계량기,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나요?
○중간밸브(휴즈콕크)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작동은 잘되나요?
○건물 재건축이나 굴착공사시에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바랍니다.
☎산업지원과 729-3841~4, 대한도시가스성남지사 720-760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발급받고, 방화관리자 선임해야
5월 30일부터「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영업(내
부구조 또는 용도변경 포함)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새롭게 변
경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철차에 의한 완비증명서를 발
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모든 방화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
관에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성남소방서 751-3646 www.sn119.or.kr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입산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허
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
를 하고 소각한다.
☎시청 도시개발과 산림팀 729-4540~3

♣상반기 민방위교육 계획
○교육대상: 민방위 편성 1~2년차 전대원
○기본계획: 수정구: 4. 26 ~ 5. 7, 중원구: 5. 10 ~ 5. 21
분당구: 5. 10 ~ 5. 20
○교육장소
·수정·중원구 민방위대원 : 민방위교육관(748-8198)
·분당구 민방위대원: 주택전시관(711-8160)
☎시청 민방위팀: 729-3141~6, 수정 민방위팀: 737-2031~4,
중원 민방위팀: 750-2031~4, 분당 민방위팀: 710-2031~4

생활수필은 >>> 200자 원고지 4~5매로
우편, FAX(729-5439),
E-mail: snvision@hanmail.net

snvision@cans21.net
(주소·이름 기재) 매월 10일까지 접수
퀴즈정답은 >>>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비전성남 편집팀
※ 다음달 15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퀴즈 접수·추첨사항
※ 3월분 접수 250건 (정답 : 240건, 오답 : 10건)

♣무료로 백내장수술을해드립니다.

성남터미널 고속·시외버스 노선안내
▶고속버스 운행안내

♣2004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안내
♣전통떡·한과류, 가정원예 수강생모집
○교육과목: 전통떡, 한과류, 가정원예,
○교육신청기간: 4. 20 ~ 5. 11(20일간)
○신청장소: 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소) 이매역 1,2번출구
☎농업기술센터 704-5956
♣2003년 기준 운수업통계조사 실시계획
○조사목적: 운수업에 관한 정책수립과 연구·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기준시점: 2003. 12. 31. 현재
○조사대상기간: 2003. 1. 1. ~ 12. 31.
○조사실시기간: 2004. 4. 21. ~ 4. 30(버스 및 택시조합을 통한조사)
2004. 4. 30. ~ 5. 20.(지방사무소에서 방문조사)
○조사내용: 운수업부문의 고용, 급여, 운수수입, 부가가치 및
비용,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031-232-6441 Fax031-232-6490
♣성남시무료여성축구교실 안내
○참가대상: 성남시민 축구를 좋아하는 성인여성 누구나
○장 소: 제2종합운동장(야탑동)
○운영 및 모집: 오전10~12시, 2004년 수시모집
☎생활체육협의회 704-0846(허양회 019-477-8271)

○훈련내용: 대상자응소상황 및 민방위대원 임무고지, 국민행동
요령 등 비상사태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교육
○대 상: 민방위편성3년차 이상 지역/직장민방위대원
○민방위대원의 주소지 동사무소별 소집일자 및 장소가 각각 상
이함으로 세부사항은 각 구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민방위팀737-2021 중원구: 민방위팀750-2021
분당구: 민방위팀710-2023

▣ 네모칸을 채우세요

1. (1면) 5월 20일부터 우리 시에서 제16회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2. (2면)인터넷으로 주민등록□·□□도 발
급받을 수 있다.
3. (4면)남사당패 이야기를 극화한“□□□
□”
공연이 5월 2일 성남시민회관에서 열
린다.
4. (10면)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당뇨뷔페·
□□□□을 운영한다.
5. (11면)일반생선의 150배로 식품중에서
비타민A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
은? □□□
6. (13면)성남세무서에서는 4월부터 매주 □
요일 세무사 등을 초청 합동세무상담을 실
시하고있다.
7. (14면)‘□□ 플래너’는 식물구입에서 분
갈이, 디스플레이, 화원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새로운 직종이다.
※ 비전성남 면당 1개의 답이 있습니다.

행선지

종류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진주
마산

고속
고속
고속
고속
고속
고속

운행시간
첫차
막차
06:30
22:00
06:40
22:00
06:00
22:00
06:00
22:00
07:30
18:30
07:30
18:30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 설정

※ 고속버스 운행안내 문의 725-1903 (고속터미널)

○기 간: 4. 1 ~ 6. 30(3개월)
○대 상: 마약류 투약자, 환각물질 흡입자
☎국번없이 127, 검찰청 범죄신고전화 1301, 737-4396~7

▶시외버스 운행안내

♣무료건강진료사업
○대 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지역어르신(하루전
까지 선착순 10명 접수)
○일 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상대원 3동 복지회관 앞에 집결 후 차량운행)
○진료과목: 고혈압, 당뇨병, 초음파·내시경·폐 기능검사, 관
절염·골다공증 클리닉 등
○준 비 물: 의료보호(보험)증
○문 의: 사)한국참사랑복지회 747-1886 상혜옥 사회복지사

2004. 4월“비전성남”퀴즈
퀴즈당첨자 사은품: 도서상품권(10,000원 상당)
생활수필 사은품: 원고료(30,000원 상당)
※ 당첨되신 분의 퀴즈당첨 시상품은 관할 동사무소
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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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월 퀴즈 당첨자
▣ 퀴즈당첨자: 도서상품권 (10, 000원 상당)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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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전계출
김양란
윤이남
최은선
김성애
김남순
김정선
최태영
이정미
유영희
이종기
강근해
양희진
양영모
이혜선
배영미
전미선
이권진
서정숙
임영희
이경봉
최은희
이병희
허윤옥
홍하나
김치국
우경희
김효정
김태영
박갑윤

주
소
수정구신흥2동신흥주공@124-606
태평1동7264-11삼보나동401호
태평2동2756 2층
태평3동청운Apt 3동506호
태평4동7320-4
수진1동558
수진1동2220번지MD@907호
단대동86-6
산성동1231번지지층
양지동신세계@가-508
중원구성남동3054번지 2층
중동1808
중동2977
금광2동2772
은행2동1912-2번지한강빌라102호
상대원2동663-1
상대원2동5442 크란츠네크노205호
하대원동127-4 가나아파트205호
하대원동249 주공아튼빌1002-203호
갈현동112번지
분당구수내동11-1 청구불루빌223호
수내동양지마을한양@526-302
정자동102 한솔마을410-1403
정자동상록우성327-1702
서현동한양328-1405
야탑동375-3
매화마을현대빌라503-203호
금곡동126 청솔마을607-501
금곡동청솔마을604-1506
구미동무지개마을청구505-304호

강경, 강릉, 경주, 공주, 괴산, 김제, 논산, 단양, 당진,
서대전, 대전, 대천, 부안, 부여, 목포, 상동, 서산, 성환,
속초, 수안보, 안동, 승언리, 문막, 고양, 동두천, 안산,
안성, 여주, 영월, 아산, 울산, 원주, 유성, 유구, 음성,
익산, 이천, 인천, 의정부, 부평역, 연천, 장평, 장항, 장
호원, 점촌, 정선, 제천, 중평, 천안, 청주, 충주, 춘천,
태백, 태안, 평택, 포항, 홍성, 홍천, 현리, 정읍, 금산,
철원(동송), 대구
※ 시외버스터미널 안내 ☏754-5933

2004. 4월 기사제출자
▣ 기사제출자: 원고료 (30, 000원 상당)

성명
정경숙
유택용
김선희
이순례
박경옥
고재언
김상철
정선화
장영희
정은희
이수연

주소
수정구 단대동
양지동
태평동
태평동
중원구 상대원1동
상대원1동
상대원3동
분당구 이매동
금곡동
분당동
분당동

2004. 3월 퀴즈정답
1. 봄의 미소

5. 가평군

2. 야탑 or 1일

6. 휴대폰

3. PDF

7. 15

4. 수도

8. 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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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2004년 4월 26일 (월)

“아시아 사랑 태권도 사랑”
아시아 태권도 축제의 한마당 e-푸른성남에서
태권도를 통해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는 큰 잔치가 우리 시에서 열린다. 32개국 1
천여 아시아 태권도인이 겨루게 되는‘제16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가 5월 20
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아시아 사랑 태권도 사랑”을 주제로 내건 이번 대회는 겨루기 부문 남·여
8체급과 품새 부문 남·여·남여혼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가로변 꽃심기를 실시, 우리 시를 찾는 국내
외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한편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경기장 주변 음식 및 숙박업소를 집중관리키로 하는 등 대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민의 관심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 17일‘제18회 성남시장기 태권도대회’에 이
어 18일에는 이대엽 시장, 시·도의원,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해‘태권도인한마음다짐대회’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국기이기도 한 태권도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이제 세계적
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는 특히 태권도의 발상지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일정
▶5.19(수) 계체(핀급/미들급) 17:00~18:00
▶5.20(목) 겨루기(핀급/미들급) 09:00~18:00
품새 경연
계체(플라이급/라이트급) 17:00~18:00
▶5.21(금) 겨루기(플라이급/라이트급) 09:00~18:00
품새 경연
계체(벤텀급/페더급) 17:00~18:00
▶5.22(토) 겨루기(벤텀급/페더급) 09:00~18:00
계체(웰터급/헤비급) 17:00~18:00
▶5.23(일) 겨루기(웰터급/헤비급) 09:00~18:00

개막식 행사
5월 19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손학규 도시자를
비롯하여 이대엽 시장과 김상현 시의장, 선수단 등
관계자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00부터 최선규
와 양지혜의 사회로 개막식 행사를 가진다.
사전행사로는 우리 시와 태권도 홍보자료 상영에
이어 특전사 태권도시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성남
시 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 성남세계민속예술 공연,
시그널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식후에는 태권도
고수의 단체격파 등을 담은 멀티 멕스 비주얼 영상
과 장나라 밴드의 축하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부대 행사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5월 8일‘성공기원 시민등산대회’를 남한산성에서
개최하는데 이어 5월 14~22일에는‘제4회 성남세계
민속예술축제’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시민회관,
모란민속공연장 등에서 연다. 네덜란드, 태국, 러시
아, 토고공화국, 네팔 등 12개국에서 15개 공연팀
400여명이 참가해 화려한 민속의상과 다양한 춤, 음
악을 선보일 예정이다.(729-4221~3)
이밖에도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5월 18일
붐 조성 공개방송이 열릴 예정이며 5월 20∼23일까
지 전통민속놀이코너, 즉석 초상화 그려주기, 스포
츠관 운영, 태권역사체험관 운영, 태권 게임 존 등의
부대행사를 상설운영한다.
한편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제16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단의 통역
을 맡아줄 외국어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5월 15일
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아시아 각국
의 언어소통이 가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
고 있다. (국번없이 1365, 710-2269, 729-4131)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경차를 사용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