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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한 32년 살기좋은 ”

지난해12월1일부터개장한중앙공원내민속놀

이장. 구경나온가족들이널뛰기도하고윷놀이도

하며미리부터설연휴를만끽하고있다. 

민속놀이장은오는2월28일까지겨울방학기간

동안운 된다.

놀이종류: 투호놀이,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굴 쇠놀이, 팽이치기

운 시간: 오전10시~ 오후5시

이 용 료: 무료

문의전화: 공원운 과 72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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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성남시 민속연날리기 축제
2월 20일(日) 10시부터,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

중앙공원민속놀이장

설명절을기념하여오는2

월20일(일) 분당구청앞잔디

광장에서‘제4회성남시민속

연날리기축제’를연다.

성남문화원이 주최하고 성

남시와시의회등이후원하는

이행사에는기관단체장, 대회

참가자, 관람시민등약1천명

이참석할것으로기대된다.

이날연날리기대회에선대

형연싸인회와연날리기시연

에이어초·중·고와일반부

는‘멀리 날리기’, 전문가 부

문은‘연실끊기’, 초청전문가

는‘창작연부’로 나뉘어 경

기를진행한다. 

식전행사로는 신미경과 춤

사랑무용단의전통무용, 판소

리 보존회 성남지부의 판소

리, 풍물놀이 판굿이 마련돼

있고, 부대행사로는연날리기

체험을 비롯해 가훈 써주기

(100명), 널뛰기·투호· 제

기차기·팽이차기등이펼쳐

진다. 

문의: 성남문화원 729-5600

지난해12월29일야탑동과태평동탄천둔치에각각개장한

얼음썰매장에서아이들이썰매를타고있다.

운 기간:  2004.12.19 ~ 2005.2.18(겨울방학기간)

운 시간: 오전9시~ 오후5시

이 용 료: 입장및썰매대여무료

문의전화: 탄천관리과 72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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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인해고통받고있는인도

네시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에대한구호의손길이번지

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관내

의료단체, 종합병원등이지원에

적극나서고있다.

시는 부상자 및 질병 치료와

이후예상되는전염병예방을위

하여 성남시의사회(회장 노광

을), 약사회(회장김순례)와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차병

원, 재생병원 등 종합병원과 함

께지난1월18일오후성남시청

에서 경기도와 한국해외원조단

체협의회에 응급구호의약품을

전달하 다.

이들 지역에 지진과 해일 피

해가 발생한 직후인 12월 31일

성남시의사회, 약사회와 함께

긴급관계자대책회의를갖고이

들 나라에 필요한 약품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현지 질

병치료에긴급하게필요한항생

제, 피부질환치료제등 88개 품

목 1억여원상당의의약품을이

들 의료단체와 종합병원 등과

함께지원하게된것이다.

전국기초단체로는처음있는

일로인류애와인도주의실천이

라는 큰 의미와 함께 시 관내에

거주하는이들나라의외국인근

로자들에게도희망과화합의계

기가되었다. 

문의: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729-2310 

시는도시공간구조를아름답

게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위해전력및통신등의

전선을땅속에묻는지중화사업

을내년까지추진키로했다. 

지중화대상은중앙로와공단

로 2개 노선의 전력선, 케이블

TV선, 정보통신선으로 한국전

력, 아름방송, 파워콤, 하나로,

두루넷, SK 로벌, 데이콤, 엔

터프라이즈등9.4km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소요 사업

비 165억3,700만원 중 한전과

각각 50%를 투자, 중앙로의 지

중화 사업에는 48억5,900만원

을, 공단로 지중화 사업에는 34

억1천만원 등 총 82억6,900만

원의사업비를투자할계획이다. 

이에따라 3월부터중앙로실

시설계에들어가올해말까지는

전선지중화사업이완료될것으

로 보인다. 또한 공단로 지중화

사업은내년까지추진할계획이

다. 

문의: 도시개발과

특수개발팀 729-4530

우리시에도올하반기 어권문화를체험할수있는

어마을을조성한다. 

시가추진예정인 어마을은해외에나가지않고 어권

문화체험과 어교육을할수있는환경을제공, 어교육에

따른사교육비부담경감은물론 어의생활화을위한 어

인프라구축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 어마을이조성되면△ 어구사능력배양을위한프

로그램제공등교육△직업별, 기능별, 체험학습을통한실

생활적용등체험△생활체육, 스포츠, 레저, 문화생활을도

입한복합놀이가조화되어재미있고즐겁게 어를습득할

수있는 어의생활화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 어마을은서울송파구풍납동과경기도안산시가

운 중에있으며올하반기 어마을이운 되면성남시가

전국에서3번째다. 

문의: 어마을T/F팀 729-3940~3

시가‘탄천수질1급수만들기’등탄천살리기운동에적극나서고있다. 

탄천오염은기존우수관과오수관이분리되어있음에도탄천에설치된우수관으로생활

하수가유입되는데서발생하고있다. 가정에서세탁기배수호스를베란다에설치된우수

관으로연결, 세탁수가흘러들어가는사례를비롯해▲음식점에서우수관으로음식물찌

꺼기를배출하는사례▲도로에서세차, 오일교환등으로바닥에떨어진폐유가빗물에섞

여우수관으로흘러가는사례등일상생활에서무심하게오수를배출하기때문이다.

이를방지하기위해▲차량세차와오일류교환은반드시지정된장소에서하고▲가정

의세탁물, 베란다청소물, 상가의식당, 세탁소등에서발생하는오수는반드시오수관으

로배출해야한다. 특히세탁기의위치를베란다가아닌원래의위치로옮기고, 배수관은오

수관에꼭연결해야한다.

시민여러분의작은관심과실천이모이면탄천을버들치가뛰노는 1급수로만들수있

을것으로기대된다. 

문의: 환경보전과 대기수질팀 729-2721

작은관심과실천, 
버들치가뛰노는탄천만든다

긴급 구호 의약품 지원
남아시아지진피해

市, 성남시의사회·약사회, 종합병원 등 1억여원 상당

▲ 구호 의약품 전달 후 이대엽 성남시장이 관내 의료단체 대표들과 함께

저소득알코올환자들을위한성남시알코

올상담센터가지난 1월 3일 설치, 운 되

고있다.

수정구수진동4612번지(모란고개) 45평

규모에설치된이센터는정신과전문의1명을

비롯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총

9명의전담인력이상주하여, 의료법인용인정

신병원유지재단에서위탁운 한다.

이센터는방문및내원상담을통해저소득알코올환자들을

관리하고있다.

문의: 성남시 알코올 상담센터 751-2768~9

성남시, 전력·통신선 등
지중화 사업 추진

도로환경개선… 중앙로·공단로 전력선 등 9.4㎞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운

성남에도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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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전국3번째

교육·체험·놀이로 어의 일상화 가능

세탁기 배수관은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해야



존경하는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2,300여공직자여러분!

희망을가득담은을유년(乙酉年) 새해

새아침이밝았습니다.

새해에는 100만 시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활짝피는행복한한해가되시

기를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유가불안

과소비위축등으로 많은어려움이있었

으나, 그동안땀흘려축적한시승격 31

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장년

의 첫발을 내딛는 한층 성숙한 도시로의

도약을확인한해 습니다. 

10여 년동안이나해결실마리를찾지

못하던모란시외버스터미널을야탑동으

로 이전하고 모란고가도로를 1년여 앞당

겨개통하 습니다.

이어서 특색이 없던 탄천에 물놀이장

과모래사장을개장하여시민들에게아주

좋은호평을받은바있습니다. 이제탄천

이 버들치 등 많은 토종물고기와 철새가

찾아오는하천으로탈바꿈되고있음은큰

보람이아닐수없습니다.

더욱이 가중한 조세정책으로 빚어진

재산세 76억원을 전국 최초로 시민에게

돌려 드린 사례는 지방자치의 소중함을

깊이인식하는시대적흐름이라는점에서

시사하는바가 크다하겠습니다.

10여 년이상이나혼미를거듭하던행

정타운건립은여수동일원에주택단지와

함께 2005년 말에 착공하여 100만 시민

의일체감조성은물론, 도시가치를획기

적으로향상시키게될것입니다.

특히, 행정타운의 시청사는 100년 대

계를 내다보고 국제공모 등을 통해 성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세계적

인명소로조성하고자합니다.

현 시청사는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

가슬럼화되지않도록시민, 전문가등여

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강구할계획입니다.

자랑스런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실업률

증가는 새해를 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

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

복하고미래가있는도시를향해더욱큰

걸음으로나아가야할것입니다.

올해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심도시

건설을위해미래지향적이고안정된시정

을 펼침과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기울여나갈것입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
습니다.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지역사회복

지협의체를구성·운 하여어려운서민

에게나눔과자립할수있는여건을마련

해나가겠습니다.

안정된 도시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정·중원구도시구조의틀을바꾸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더불어, 도로변의 전

기·통신등선로를땅속에묻는지중화

사업을 통해 재산가치와 도시 미관을 대

폭향상시키겠으며, 이와같은대단위개

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별도의

기구설치도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발전의새로운전기가될판교

개발은 우리 시민에게 주택 30%를 우선

분양할 뿐만 아니라 자족이 가능한 친환

경신도시로개발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자동 지식정보산업비즈니스센터를

올 상반기에 준공하여 해외 연구개발

(R&D)센터를 유치·지원하겠으며, 야탑

동전자부품연구원과산·학·관협력협

의회를 네트워크화하여중소·벤처기업

에신기술지원을확산시킴으로써일자리

를 창출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에따라우리시민 50% 이상의무고용

제와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

시(市) 보유기금(14개 1,529억원) 활용방

안을모색하여서민생활이보다나아지도

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에 힘쓰겠습니다.

금년 5월, 성남에서 개최하는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가성공적으로치러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많

은참여있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올 10월, 문화예술의 전당을개장하여

시민들이 문화체험의 기회를 보다 쉽게

접할수있도록하겠으며, 아울러청소년

어캠프와 어마을을조성하여청소년

들에게국제적감각을향상시켜나가겠습

니다.

또한, 모란민속시장을 우리 시의 지역

브랜드로특화하여세계적인관광테마공

간으로탈바꿈시키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
겠습니다.

탄천에 건강체험코스와 연꽃재배단지

를 조성하고, 물고기잡기 행사도 개최하

여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도심속 복합 소공원 조성과 시가지 옹

벽에 담쟁이 넝쿨식재, 남한산성 계곡에

산림욕장을조성하여푸르름이어울어진

도시로가꾸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

하는역사의한획을긋는해가될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는점에서그어느때보다중요한한해가

될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복지·경제·문화·

환경·자치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동

반상승효과를누릴수있도록보다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성남발전을 위하여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살기 좋고 활력이

넘치는도시의시민으로서자긍심을가지

고희망의을유년(乙酉年)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가야할것입니다.

21세기 첨단·환경도시인 e-푸른성

남을 바라보며, 100만 시민 모두의 큰

포부와소망이이루어지는한해가되기

를희망하면서시민여러분가정에늘건

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을을유유년년((乙乙酉酉年年)) 새새해해아아침침

성남시장 이 대 엽

3신년사 / 2005년 1월 25일 (화)

2005년(乙酉年) 새아침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집시다

新 年 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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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 총사업비 650억원

을투입, 오는 4월부터증설공사

및 고도 처리에

들어간다.

이는하수발생

량의 증가로 인

한 하수처리장의

부족과 2008년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것

으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2차 처리시설인 표준

활성슬러지법을3차처리시설인

고도처리로개선하게된다. 

이에따라시는시설용량을현

재하루 22만톤에서 24만5천톤

으로증설하는한편단계적으로

4개하수처리장에덮개를설치하

고탈취설비를증설할계획이다.

예정된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이 2007년 완료되면 분당~수

서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겪던 악취 고통이

해소될것으로보인다.

하수처리과 하수시설팀

☎729-5810

시는민원인이장시간대기하

지않고신속하고편리하게민원

서류를발급받을수있도록무인

민원발급기를 지난 1월 시청 민

원실에설치한데이어 2월중 7

대를구청별2~3개소씩추가설

치키로했다.

이 제도는 현행 격주 토요휴

무제실시로오는2월 26일부터

6월30일까지매주2·4주토요

일에는창구에서민원서류를발

급하지않는데따른것이다. 휴

무토요일에는 무인 민원증명발

급 외에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청에서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 , 민원안

내를하게된다.

무인민원서비스로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1가지이다.

본인확인이필요한서류는주민

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의료급여증

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 등 8종으로

발급 시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이외에 토지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도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시청·수정구청·분당구청

민원실, 수정구 양지동사무

소, 모란역사, 금곡동사무소

한편올해 1월 17일부터기존

동사무소에서만발급하던인감증

명을시청과구청에서도발급받

을수있다. 발급수수료는주소지

구분없이 1통에 600원이며, 전

자민원창구(www.egov.go.kr)

를 이용하면인감증명발급사실

을확인할수있다. 

자치행정과 민원제도팀

☎729-3341

무인 민원증명발급 서비스·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시청·구청에서도 발급가능

분당-수서도시고속道악취사라진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로 개선

시가 가족해체, 아동학대, 노

인방치, 모ㆍ부자세대등보호의

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정의생

계비와의료비지원을당초지난

해12월말에서올해3월말일까

지연장지원한다. 

지원을원하는가구원은위기가

정SOS상담소(☎1688-1004)에전

화하거나, 관할동사무소에신청하

면실태조사후지원을받을수있다. 

지원이결정되면생계비는가

족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의료비는 당초 가구당 100만원

지원되던 것이 200만원으로 상

향조정돼지급된다.

여성정책과 여성생활팀
☎729-4120~2
주소지 동사무소

위기가정생계비와의료비지원3월말까지연장
☎1688-1004·관할동사무소에신청…의료비200만원으로상향조정

승용자동차의자동차세연세액을미리1월중에납부하면세

금의10%를공제해준다.

특히, 승용자동차의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연식에따른

차등과세제도가도입됨에따라차량등록일을기준으로3년이

경과된차량은매년5%씩최고50%까지(12년이상차량) 경감

되고, 경감된세액을일시에선납하면다시10% 할인혜택을받

게되어실제납세할세금이크게줄어든다.

해당 구청에 방문 및 전화신청 또는 시 홈페이지

(cans21.net)를 통해(지방세 안내→세무행정서비스→인터넷

신청→자동차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서를작성하여해

당구청에신고납부하면된다.

한편올해1월1일현재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은일정

한면허등을가진자는1월31일까지면허세를납부해야한다.

세정과 시세운 팀 ☎729-3520

구청 세무과 수정구 ☎737-2121~5

중원구 ☎750-2121~5  분당구 ☎710-2121~5

공시(가격) 기준일 : 2005년1월1일

표준주택수 : 135,000호

공시사항 :표준주택의소재지및지번, 지목, 건물용도및구

조, 층수, 대지면적및건물연면적,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일), 토지의용도제한(용도지역) 및형상, 도로·교통상황, 지

리적위치및주위환경, 가격(개별호당내용생략)

열람장소 :표준주택소재지관할구청

이의신청방법 :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 주택의이용자, 기타

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서면

으로건설교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가능. 단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첨부제출(서식은구청에비치)

세정과 시세운 팀 ☎729-3524

오는3월부터지원되는여성발전기금사업은총1억3천만원

규모로사업당1,500만원이내에서지원할계획이다.

지원대상은관내에소재하는여성관련단체및비 리단체로

서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촉진사업, 자원봉사활동사업, 취

약계층여성지원, 여성의취업증대사업등이며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하는관련단체에서는 1월 31일까지시청여성정책

과로사업신청서등소정의구비서류를갖추어신청하면된다.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729-4110~3

자동차세1월중미리내면10% 할인!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공모

2005년표준주택가격공시

시에서는중소기업의육성발전을위해중소기

업육성자금융자기간을연장하고관내 8개금융

기관을통해융자지원하고있다. 

융자대상은관내중소기업체와벤처기업등이

고융자한도는업체당5억원이내이다. 융자지원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ww.cans21.net)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기업체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면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지원받는기업체는이자

의 2%를시에서부담함으로저리융자가가능하

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제난 분담차원에서 연리

5% 이하라는획기적인저금리대출은행이늘고

있는데농협중앙회는연리3.95%~4.95%로, 한국

씨티은행은4.9% 이하로저리융자를하고있다. 

또한시에서는성장잠재력은있으나담보력의

소진및보증한도액의초과등으로적기에자금

조달이어려운유망중소기업을대상으로업체당

2억원한도내에서중소기업특례보증추천을지

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한편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건물신축가

격기준액이 대폭인상됨에따라기업의세부담

가중이예상됨에따라시에서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생산시설(공장)의

건물용도별지수를하향조정함으로써중소기업

체에게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고있다. 관내대

상공장수는2,688개소로총3억8,800만원의세

부담이경감될것으로보인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729-3810~4

중소기업육성자금업체당최고5억융자및공장세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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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기도의‘경기청년뉴딜’사업 추진에 따

른구직참여자를모집하고있다.

경기도전체를6개권역으로나눠800명을선발

하며성남시는과천, 하남, 광주시및양평군과함

께 성남권으로 총 4회에 걸쳐 160명을 모집할 계

획이다.

모집기간은 1회차는 1월 3일부터 15일까지, 2

회차는2월1일부터15일까지, 3회차는3.2일부터

15일까지, 4회차는5월2일부터15일까지이다. 모

집대상은경기도내청년실업자로 1, 2회차는전문

대졸이상, 3, 4회차는고졸이하자를모집한다.

자격은 15세이상부터 29세이하의청년구직대

상자로주소지가경기도이며고교및전문대졸업

후 2년 이내자를 우선 선발하며 교육참여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최장 10개월로 1회차의경우 2

월부터12월까지이다.

신청서류는신청서(성남시홈페이지) 및 자기소

개서, 각종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를갖추어취업

정보센터에제출하면된다. 선발된 인원은 1~2개

월의 착상담기간과 교육훈련, 직장체험기간을

거치게된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 ☎729-3745

『경기청년뉴딜』사업구직자모집
성남권2차2. 1(화) ~ 15(화)까지

『경기청년뉴딜』사업이란?

경기도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
자 개인별로 전담 취업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구직
자의 특성 및 적성을 파악하고, 취업적합 업종 분
석과 그에 따른 직업 훈련 및 직장체험 알선 등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직자가 자신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자 맞
춤형 종합취업 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 주관으로
2005년 2월부터 취업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
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시 거주 실업자

를 대상으로 2005년도 고용

촉진훈련참가희망자를모집

한다.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아 기술, 기능을 습득

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번 기

회에신청하면된다.

훈련 직종은간호조무, 자

동차정비, 보일러, 고압가스

냉동기계 등 4개 직종이며

훈련기간은 오는 3월 2일부

터간호조무 12개월, 자동차

정비 6개월, 보일러와 고압

가스냉동기계각각 4개월과

정으로실시된다.

훈련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등재자

로 고용보험에 의한 피보험

자 던 사람을 제외한 실업

자로 비진학청소년, 군전역

자, 1년 이내전역예정자, 국

민기초수급권자(자활훈련대

상 제외), 모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중 취업보호대상

자, 농림어업인, 출소자 등

현재 실직상태로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누구나 신

청가능하며, 예산범위내에

서선발하게된다.

훈련희망자는 훈련수강신

청서, 구직표, 건강보험증사

본,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

청하면된다.

지역경제과 고용안정팀
☎729-3744~5

(재)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김봉한)은지난 1월 6일부터 9

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가

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규모

의 전자박람회인‘2005 라스

베가스 소비재 전자박람회

(CES 2005)’에닉스전자등관

내 기업 8개사를 파견, 6,600

만불의수출상담및1,000만불

의계약성과를올렸다.

올해주요관심제품은플래

시 메모리 분야와 LCD모니

터, 음향기기(A/V)로, 전 세계

2,400여개의유수전자, IT기

업들이대거참여하여 20만명

의참관객이다녀갔다.

퍼스널텔레컴(주)는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갖춘 MP3

Player를 선보여 3,200만불,

(주)LPS 디바이스는 TFT-

LCD 모니터를 내놓아 920만

불, 코스텔(주)가 주방용 TV

Phone을 출시하여 650만불

의 상담 성과 등을 거두었다.

이중 퍼스널텔레컴(주)가 660

만불, 네트웍카메라전문기업

인 (주)아이켄텍이 145만불의

계약실적을거두는등전시마

지막날까지미국, EU 등각국

의 유력바이어들과의 막바지

수출계약상담에분주했다.

성 남 산 업 진 흥재단은

KOTRA 등관련기관과협의

하여후속지원에만전을기하

는한편오는3월독일하노버

에서 개최되는 CeBIT에 관내

10개사의참가를지원할계획

으로, 향후성남지역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계획이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
☎758-9145

「2005 라스베가스소비재전자박람회」
성남8개사, MP3 Player 등1천만불수출계약이뤄

「2005 베트남엑스포종합박람회」참가기업모집
●전시기간 : 2005. 4. 6~10(5일간)

●전시장소 : 베트남 하노이 Giang Vo Exhibition Center

●주 최 자 : VINEXAD(Vietnam Trade Fair & Advertising National Company)

●전시품목 : 농수산물, 건축자재, 화학 및 비료, 가구, 플라스틱, 전자제품, 기계류,

의료장비, 광산장비, 종이 및 제지, 가공식품, 섬유 및 직물 등

●모집대상 : 관내 제조시설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제조업체 5개사

●지원사항 : 부스임차비 및 기본장치비의 100%, 전시품운송비(1CBM 한도),

공동 홍보 브로셔 제작, 통역지원(1사1인) 등

●접수방식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snip.or.kr),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에서 다운로드

●문 의 :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부 마케팅지원팀 ☎758-9145, 팩스 758-9108

주소 : 수정구 수진1동 587 성남벤처빌딩 302호(우461-804)

시가저소득층아동들에게건

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

를주기위해시범적으로운 하

고있는목련마을의‘We Start’

운 센터가 지난해 12월 0세부

터 12세까지 112명의아동을대

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한결과

재검진대상자 89명에게관내의

료기관의 후원으로 무료로 진찰

및치료를실시할예정이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의 후

원으로 그동안 수술비용이 없어

치료를 미뤄오던 지체장애자 1

급김00씨의자녀(2세)가생식기

음낭수종수술치료를받을수있

게됐다. 뿐만 아니라시력에이

상이있어재검을하게된아동8

명은 검사 후 안경을 지원받게

됐고, 그 외 빈혈치료, 발육부진

정 검사, 간염보균자검사와관

리를받을수있게됐다.  

또 메디피아의원에서는 치과

치료 아동 55명에게 할인 및 무

료진료를할예정이며, 분당구보

건소에서도 B형간염예방 접종

및소변재검사를지원하기로해

지역내의료기관에서We Start

마을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셈이다. 

여성정책과 We Start팀
☎729-4160

일반법률무료상담

매월첫째, 셋째 토요일오

전10시부터오후1시까지민

사, 형사, 주택매매, 임대차,

신용불량자등일반법률전반

에 걸쳐 관내 변호사가 여성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실시하

고있다.

가정법률이동상담소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상담원이, 부부

문제, 남녀관계, 가정폭력, 고

부갈등, 자녀문제 등을 상담

한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729-4151, 745-3071 

가정및일반법률무료상담

교육기간 : 2005. 2. 15 ~ 7. 16(5개월과정)

모집과목 :실버종이접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초·중급),

한문교실(초·중급), 실버댄스스포츠

수 강 료 :무료

접수기간 : 2005.2.1~2.14(수정구단대동70번지)

준 비 물 :사진1매, 주민등록증지참(선착순모집)

성남시여성복지회관 ☎729-4151~2, 745-3071~2

제18기할머니대학수강생모집

2005년고용촉진훈련생모집
고용보험미적용실업자대상… 2월 14일까지

We Start, ‘아동건강지킴이’로나서
분당서울대병원·메디피아의원 등 관내 의료기관 후원



존경하는100만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

러분!

새해의힘찬아침이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갑신년이지나고행복과

희망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

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소

망하시는모든일들이이루어지시기를기

원합니다.

올해는 성남시가 21세기 로벌 시대

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도약의 원년이

아닌가합니다. 우리모두힘을합하여수

도권의핵으로한발짝다가서는한해가

되기를기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성남시의회의 활동을

지켜보아 주시고 성남시 번 과 시의회

발전에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100만성

남시민여러분모두에게진심으로감사드

립니다.

어느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난

해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과 수많은 일들

이있었던한해 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성남시의회에서는일시

에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하여

30% 감액적용하는내용의시세조례개정

안을의결하여76억원의재산세를환급하

여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 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지방세의과세자주권확대

를위해세원발굴은물론지방세의제도

가개편되도록노력하고시민에게부담을

주는과도한조세정책에대하여는최선의

대안을마련하여나갈계획입니다.

꿈과희망이있는2005년성남의비전

을위하여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에서

의결확정한 2005년도 총 1조1,807억원

의예산이각종시책및복지향상등모든

분야에합리적이며균형있게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지식산업 시설확충에 주

안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추진과

장애인및저소득층어르신·여성들을위

한 복지증진분야,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를자연과인간이함께향유할수있는전

통과 현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를 희망하는 푸르른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협력과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또한우리의삶의질향상과쾌적한주

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 주택의 자체

관리비용으로충당하여야할유지보수관

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지

원보조금을시예산으로지원가능토록조

례를 개정하 으며, 금년 예산에 60억원

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주택의 필요한

부분에지원토록배정하 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그리고 동

료의원여러분!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

다. 제4대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성남

시의회를가장모범적이며선진화되고안

정된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후반기의회 출범시 의정방향으

로 내걸었던『보람과 꿈·희망 의정』을

바탕으로앞에서말 드렸던성남의비전

방향과 접목하여 더욱더 의정을 굳건히

다지는한해가되도록노력하겠으며, 화

합과 신뢰 속에 성남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의정에반 토록하겠습니다.

내실있는2005 성남시의회의정을다

져나가기위하여,

첫첫째째로로,, 『『열열린린 의의정정ㆍㆍ신신뢰뢰받받는는 의의회회』』

를를 구구현현해해 나나가가는는데데 모모든든 노노력력을을 다다하하겠겠

습습니니다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합

리적으로조정하고해결하는역할을함으

로써투명하고발전적인의정활동을만들

어나가겠습니다.

둘둘째째로로,, 『『정정책책개개발발을을선선도도하하는는의의회회』』를를

만만들들겠겠습습니니다다..

시민여러분이피부로느낄수있는실

질적인정책대안과각종불합리한제도개

선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과 지방자치 발

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셋셋째째로로,, 『『의의회회 기기능능의의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해해

많많은은노노력력을을기기울울이이겠겠습습니니다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

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시정 현안사항

이나문제소지가있는사안들을연구하고

검토하여성남시의회가진정한시민의뜻

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

록심혈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넷넷째째로로,, 의의회회위위상상 정정립립을을 위위해해『『의의회회

내내부부개개혁혁』』을을 지지속속적적으으로로 실실천천해해 나나가가도도

록록하하겠겠습습니니다다..

시정과 의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애

정 어린 충고와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성의계기로삼아시민의알권리를충

족시키고의사결정에반 되어지도록노

력을기울여가겠습니다.

다다섯섯째째로로,, 『『지지역역경경제제 활활성성화화와와 서서민민경경

제제안안정정』』을을 위위하하여여 지지속속적적인인 노노력력을을 하하겠겠

습습니니다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여건은 수출주

도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수경제가

계속 감소되어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언론매체에서는“웰빙시대”라하

여행복, 안녕, 복지를위한건강한육체와

정신을추구하는사회적열풍을보도하고

있지만우리의현실은제2의 IMF를우려

하는많은시민들의목소리를들을수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현재 경

중인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성남경제를안정시키는데주력

함은물론, 국내우수한기업을성남에유

치할수있도록하여우리성남시가안정

되고균형화된도시로부각되도록만들어

가는데주도적인역할을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의정방향을 바탕으로

시민의기대와여망에부응하도록의정활

동을펼쳐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100만시민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시민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보

내주신 성원과 진실한 충고의 말 을 깊

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남시의회가 새

해의 희망찬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화

합의장이되고우리성남시의회의원모

두가 책임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담긴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을유년한해하시는모든일들이잘이

루어지시기를바라며가정에건강과행복

이충만하시길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

시오. 감사합니다.

22000055년년11월월11일일

성남시의회 의장 홍 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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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과 꿈·희망 의정』구현…

2005 성남시의회 의장 新·年·辭



수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2월

14일(월)부터 26일(토)까지 2주

간‘제6회 청소년 상 아카데

미’를개최한다.

아카데미는

실습위주의단기

교육을 통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개발하는

자리로서 상에

관심있는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전문강

사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

들을모시고‘기획과구성’, ‘촬

및 편집기술’, ‘수료작품 제

작’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교

육을실시한다.

성남시관내거주또는재학중

인 17~19세 청소년과중3 졸업

예정자는 참가할 수 있으며 1월

24일(월)부터 2월 5일(토)까지

접수를받는다. 참가비는무료.

수정청소년수련관(www.

snyc.net)과 청소년인터넷방송

국 (www.chamtv.com)에서신

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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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자녀의 갑작스

런 가출로 많이 놀라고

마음고생도심하셨지요.

아이들이가출을하는이유를살펴

보면부모에대한시위나주목을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탈출하여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고 싶

은욕구의한표현으로, 현재 겪고있

는 고통으로부터의 현실 도피와 즐기

고 싶은 욕구, 새로운 소속감을 얻고

싶은욕구의표현일수도있습니다.

자녀도문제를일으키지않고나름

대로 잘하려고 하다가 충동적으로 가

출했을수도있습니다. 자녀를혼내기

보다는 이해해주시기 것이 필요합니

다. 자녀의 가출을막을수있는일반

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첫째, 부모님과자녀가긍정적인관

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님과 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하도

록노력해야합니다. 관계유지에도움

이 되는 대화방법은 어머님께서 감정

을 폭발시켜서 비난하지 마시고 잔소

리나과거의일을들추는것보다는최

근자녀의행동을사실대로, 그리고앞

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대안을 이야

기하시는것이도움이됩니다.

둘째, 따님이무슨생

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현재 수준에서 적

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

해해주고 협조하는 것

입니다. 즉 왜 가출을

했는지, 이로인한자녀

의 마음상태는 어떤지,

가정과 본인에 대해 갖

고있는불만은무엇인지따님의입장

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녀와부모님사이에많은갈등이있

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님의 잘못

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주시

고대화로부족한부분을보완해나가

야할것입니다.

셋째, 가출해서어디에서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를 파악하고 가출로

문제를해결하는방법외에대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녀와 의논하시는

일입니다. 이과정을통해서가출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어머니와 자녀 사이

에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신뢰관계

가형성될수있을것입니다.

넷째, 친구들과의관계망을파악하

시는일입니다. 아이가갑자기가출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마음문제도 있

지만, 환경적인 향도간과할수없습

니다. 이번가출과연관된친구는있는

지, 주로 어울리는 친구들은 누구인

지, 가는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고

노는지 등 친구들의 성격과 연락처를

파악해서 자녀만이 아닌 친구들도 보

듬어안아서함께건강하게성장할수

있도록도와줘야합니다.

자녀가집으로돌아왔을때가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가출이

든습관적인가출이든그를얼마나따

뜻하게품어주느냐에따라이후의가

출 행동에 큰 향을 미칠 것이기 때

문입니다. 어머니가먼저자녀의마음

을이해하려고노력하는모습을보이

신다면자녀도잘하려고노력할것입

니다.

정선화 기자/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

상담부장 717-2000

청 소 년

상상담담사사례례

평소에 온순하던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밤

늦게 귀가하는 등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다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고 가출한 후 2일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가출문제

제6회청소년 상아카데미개최

ABN 부모교육특강

4가지만빼고음식물쓰레기
소·돼지등의털·뼈

1회용 티백

패류껍데기

올해부터 가정 곳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바로매립할경우악취침출수발생으로환

경에나쁜 향을주게되어, 정부에서는1997년도에폐기물관

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 2005년부터는시지역에서발생하

는음식물쓰레기는바로매립할수없도록했으며, 자체시설로

음식물쓰레기를전량수거하여자원화(사료, 퇴비화)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에버리면안되는것은▲소, 돼지등육류의

털과뼈▲조개등패류껍데기▲호두등견과류껍데기와복

숭아, 살구등씨가단단한핵에싸인핵과류의씨▲종이나천

에포장된1회용녹차와티백이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단독주택에서는 전용봉투(노란봉투)에

담아문앞에놓으면된다. 아파트등공동주택에서는봉투에

담지말고음식물용수거용기에넣으면된다. 

음식물쓰레기를소각생활쓰레기와혼합배출하면1차10만

원, 2차20만원, 3차3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음식물직매립금지제도는후손에게보다깨끗한환경을물

려주기위한것으로물기와이물질을최대한제거하고배출해

주어야한다. 

장 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와 아

름방송이 공동주관한 부모교육

으로자녀의발달적특성과문화

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좌를아래와같이방 합니다.

자녀교육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나자녀의미래설계를위

해도움이될프로그램으로많은

시청바랍니다.

문의: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717-2000) 

아름방송(710-8935)

♣ 방 시간 매주 월·목 10:00~11:00, 17:00~18:00(CH5)     매주 수·토 11:00~12:00(CH12)

※ 위 스케줄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순서 방 일 자 제 목 강 사

1 2005년 1월 10일~1월 15일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역할Ⅰ,Ⅱ 권이종 원장 한국청소년개발원

2 2005년 1월 17일~2월 5일 자녀의 이미지 관리Ⅰ,Ⅱ 이미지센터 김경호 소장

3 2005년 2월 7일~2월 19일 이제는 부모도 자격증이 필요하다Ⅰ,Ⅱ 김경민 소장 동서상담연구소

4 2005년 2월 21일~3월 5일 청소년과 가족과의 관계 Ⅰ,Ⅱ 김용태 교수 트리닛티신학대학원

5 2005년 3월 7일~3월 19일 자녀의 리더쉽 향상하기 Ⅰ,Ⅱ 유동수 교수 고려대 교수

6 2005년 3월 12일~4월 2일 자녀의 꿈과 일에 대해서 Ⅰ,Ⅱ 이광호 교수 경기대청소년학과

7 2005년 4월 4일~4월 16일 자녀의 학업지도Ⅰ,Ⅱ 이민규 교수 아주대 심리학과

8 2005년 4월 18일~4월 30일 자녀의 문화와 놀이의 이해 Ⅰ,Ⅱ 전효관 부소장 하자센터

9 2005년 5월 2일~5월 14일 미디어와 자녀와의 관계 Ⅰ,Ⅱ 이규민 교수 중부대 언론홍보

10 2005년 5월 16일~5월 28일 좋은 TV 프로그램 선택하기Ⅰ,Ⅱ 이정주 간사 서울 YMCA 미디어

11 2005년 5월 30일~6월 11일 학교 폭력의 상황별 대처 방법Ⅰ,Ⅱ 김종기 전 이사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2 2005년 6월 13일~6월 25일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Ⅰ,Ⅱ 이상선 전 교장 은행초등학교

13 2005년 6월 27일~7월 9일 대안교육과 인간의 이해 Ⅰ,Ⅱ 이용원 사무총장 성남YMCA

포 커 스 |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

견과류껍데기·핵과류씨



신분당선(정자~강남) 신설(2005~2009년)

고속화도로[분당~의왕(학의)~석수IC] 개설(2004~2008년)

풍덕천3거리~분당수서고속화도로신설(2004~2007년)

용인 덕~판교~양재간도로신설(2003~2007년)

국지도23호선(풍덕천~세곡동) 확장(2003~2007년)

국지도57호선(판교~청계산입구) 확장(2003~2007년)

1.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남벤처타운조성및지식정보산업비지니스센터건립

첨단기술연구시설건립(2002~2005.2월야탑동427억2,200만원)

지식정보산업비지니스센터건립(2002~2005년정자동329억

8,400만원)

○성남산업진흥재단운

임대벤처빌딩및창업보육센터운 , 정보지원, 교육연수등

○사송동유통단지조성(2004~2006년35만9,838㎡)

2.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당5억원이내600억원)

○마케팅지원

3. 고용안정과 일자리 마련

○취업알선및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4개소), 무료직업소개소(7개소), 유료직업소개

소(111개소)

채용박람회개최(연2회)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13개과제3억8,200만원)

고용촉진훈련(55명8개훈련기관)

○일자리마련

관급공사우리시실직자주민50% 우선고용운동

공공근로사업추진: 국토공원화등5개분야사업(1일평균520

명참여51억8,500만원)

○고용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확대, 벤처기업창업지원, 해외판로

개척지원

○지역자율특색사업추진(2005년4억5,400만원)

4. 국제통상 활성화

○무역업체임직원실무교육(2회80명)

○해외마케팅지원

○수출상품해외규격인증(CE, UL 등) 지원(비용의50%, 700만원

이내)

5. 시민생활의 정보화

○정보화교육: 1만명, 교육장(공공기관, 학교, 학원, 유관기관등)

○SMS(휴대폰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안내, 행정업무용

주전산기교체(9억원)

○건축행정(AIS)정보화사업(3,300만원)·지리정보체계구축

(수정·중원구일부지역45억1천만원)

○U-정보화전략계획수립(U-isp) 2006~2010년2억원

1. 문화·예술공간 건립 및 운

○성남문화예술회관건립(2000~2005년야탑동3,202석)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건립(분당구외자유치3천만불)

○구미동도서관건립(구미동5,282㎡131억1,200만원2004~2007년)

○책테마파크조성(율동공원내5,950㎡48억원2004~2005년)

○문화정보센터운 (좌석수1만석규모)

2. 국제 상문화단지 조성

○우리시관내30만평1,200억원(민자) 2004~2010년

3. 모란민속시장 활성화

4. 문화산업 육성

○성남시립박물관건립(2005~2008년판교개발지구내)

○성남문화재단설립(이매동2국6팀2004. 12월)

5. 시립국악단 창단 등 문화예술 진흥

○시립국악단창단(2005년40명)

○문화예술제및특성화된마을축제활성화

○문화의거리조성(분당구청앞1,478m 30억원)

○다양한장소에서시립예술단연주횟수확대

6.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

○제51회경기도체육대회개최(31개시군9,500여명20종목128

억9,800만원2005. 5월)

○제32회시민체육대회(2005.10월)

○엘리트체육육성23개사업(26억2,6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19개사업(8억8천만원)

○체육시설확충(인조잔디축구·야구장조성,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파크골프장건립, 볼링장조성)

○공원및유원지관리(127개소- 자연공원5개소/ 근린공원30개

소/ 어린이공원 80개소 / 미관광장 6개소 / 유원지 1개소 73억

2,700만원)

○책테마파크조성(율동공원내5,950㎡48억원)

○단절등산로연결육교설치(3개소470m)

○맹산자연생태공원조성(9억원)

○미래를생각하는탄천가꾸기사업

○안심하고먹을수있는깨끗한수돗물공급

○환경생태도시조성

○디자인산업지원: 리빙디자인페스티벌(2005. 5~12월3억원)

○시민의시정참여확대: 시민아이디어공모제, 정책토론회운 ,

현장간담회개최

○공동주택공동시설보조금지원(2005년50억원), 공동주택200

단지11만4,600세대(총사업비의80%이내)

○행정타운조성: 여수동377번지일원(8만8,036㎡2006. 4월착

공예정)

○사랑의하우스만들기사업추진

○성남발전연구소확대운 (2005년30억원조성)

○국내·국제간교류증대

1.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1만9,510세대, 654억2,5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 활성화(609개단체9만3,517명)

○공공근로사업추진(1일520명)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1,300세대260억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재건축(15평형200세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2005.7월)

2. 노인복지 향상

○노인보건센터건립(상대원1동308억9,700만원)

○경로당건립(신흥3동13억2,10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성남·정자동316억원2007. 10월준공)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석운동28억원2005. 9월준공)

3.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여성발전위원회설치운

○여성지도자양성및여성단체활성화지원(26개단체 1만2,928

명1억1,700만원)

○각종위원회여성참여34% 확대(58개위원회)

○여성발전기금효율적운 (35억원) 

4. 장애인 복지향상

○재가장애인복지시책추진(12개사업8천명24억7,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 비지원(12개소41억2천만원)

5. 아동보호와 청소년활동 지원

○보육사업확대

민간·가정보육시설운 비지원(124개소4억7,200만원)

보육시설확충(2005. 12월4개소171억800만원)

○아동·청소년보호

결식아동급식비지원(866명3억6,300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108세대157명, 생활안정비1억7,900만원등)

아동이행복한『We start』사업추진(야탑 3동목련마을단지

164명4억2,600만원)

청소년여름방학 어캠프운 (초·중학생6개반90명)

어마을조성(관내1개소)

○건전한청소년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시설운 (수정·서현·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양

지동문화의집)

청소년상담실운 , 청소년쉼터운

○미래를대비한청소년시설확충

성남외국어고설립(분당구백현동 5,652평 170억 2006. 3월

개교예정)

○청소년문화공간확충(202억6,500만원2004~2006년)

중원청소년수련관건립(하대원동4,537평2006. 6월개관)

6. 현대화된 화장장시설 운

○화장로15기관망홀15개소화장예약제운

7. 시민 건축증진사업

○대학병원유치(2010년개원수정구신흥동)

연면적49,600㎡, 500병상(24개진료과목, 9개부분특성화사업)

학교법인가천학원

○보건사업

유아보건, 모성보건, 방문보건, 재활보건

국민건강증진(금연, 절주등), 정신보건(정신질환자상담, 알코

올중독자관리), 발달장애아동관리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노인관리사업(상담실, 건강프로그램, 방문간호)

○자원봉사및건강증진사업

호스피스자원봉사관리사업

사랑의안경나눔사업, 치과진료소운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실시(31회1,342명)

건강증진센터운 (4,9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2005. 3월5,800만원)

금연클리닉운 (2005년부터)

1. 조화로운 발전과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2004~2011년, 283만평〈우리시55만평〉)

사업개요: 수용인구 8만9천명(2만9,700가구), 저 도 친환경

도시, 先교통(2008. 12월) 後입주(2009. 1월) 

○수정·중원구주택재개발사업(1999~2016년, 73만평)

사업개요: 20개소(주택재개발 6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소), 2조6천억원

○도촌지구도시정비사업(2004~2007년, 24만평)

사업개요: 중원구도촌·갈현동일원, 15,726명(5,242세대)

○산성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712세대29,560㎡)

○성호시장도시개발구역지정(2004~2005년9,967평)

○시상징관문설치(1개소2005년64억5천만원)

○전선지중화사업(2005~2006년중앙로, 공단로등2개노선

9.4㎞165억3,700만원)

2. 편리한 도로망 구축

○도로확장공사(4개구간2,364억원)

동원동~대장동간 1999~2007년

탄천변도로(수정로~중앙로간) 2003~2006년

탄천변도로(태평동~복정동간) 2004~2006년

탄천변도로(판교택지지구~여수대교) 2004~2007년

○도로개설공사(4개구간3,916억6,500만원)

공원로~우남로간도로 2002~2005년

야탑동~서현동간도로 2000~2006년

성남~송파간도로 2004~2009년

도촌지구~공단로간도로 2004~2008년

○미래의대중교통신교통사업

3개 노선 35.89㎞(17,103억원 민자유치), 예비타당성 조사의

뢰(기획예산처)

○도심공항터미널건설2004~2006년10억원

3. 주차장 확충

○주택가공 주차장조성(2004~2007년5,314면2,160억3,900만원)

○학교운동장지하주차장건립(2004~2006년150면60억8,700만원)

4. 시민 위주의 교통 흐름 개선

○대중교통수단개선사업

분당선(태평·미금역), 승강편의시설설치(엘리베이터 7개등)

76억원

버스안내시스템(BIS) 구축(2005~2008년 594개정류소73억

1,600만원)

자전거도로확충(2005~2010년90개노선278㎞)

택시선진화(브랜드) 사업지원(3,015대2004~2006년)

○올바른교통문화만들기추진

교통상황실운 (CCTV 45개소29억4,500만원)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5개분야307억원)

간선도로교통종합개선사업(중앙·광명로53억7,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개설정비사업(61개소117억8,700만원)

○판교지구택지개발및용인시지역난개발에따른교통대책

98 2005년 1월 25일 (화) 2005년도새해살림

이웃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복지시책 추진ⅠⅠ
새새해해시시정정설설계계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안정된 도시여건 조성ⅡⅡ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ⅢⅢ

여가와 즐거움이 묻어나는 문화·예술·체육진흥ⅣⅣ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싱그러운 환경조성ⅤⅤ

시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자치행정 실현Ⅵ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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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현황 ■ ■ 2004년도우수평가수상 ■

인구 36만4천가구 98만명

도시계획면적 141.72㎢(경기도의 1.3%)

주거지역 : 19.74㎢(13.9%) 상업지역 :   4.42㎢(3.1%)

공업지역 : 1.60㎢(1.2%)    녹지지역 : 115.96㎢(81.8%)

행정구역 3구 44동 1,126통 6,760반

기 구 : 6국 2담당관 25과 10소속기관, 의회(1국 5전문위원)

공무원수 : 2,259名

재정규모 총 1조1,806억7,900만원

일반회계 7,839억8,900만원

특별회계 3,966억9천만원

재정자립도→89.4%

총15개부문수상 공공기관 수상내역(11개부문)
지방물가관리 평가 최 우 수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평가 우 수 (행정자치부)

전국 시·군·구 활력도 조사 전국 5위 (행정자치부)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 전국 5위 (여성부)

여성정책 평가 경기도 2위(행정자치부)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 최 우 수 (경기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평가 최 우 수 (경기도)

하천 및 소하천 평가 최 우 수 (경기도)

도정 주요역점시책 평가 우 수 (경기도)

(전염병예방 및 관리대책 분야)

세정운 종합평가 장 려 (경기도)

“We Start 경기도 시범마을” 선 정 (경기도)

민간단체평가 수상내역 (4개부문)
지방자치경쟁력 경 자원 부문 전국 1위 (공공자치연구원)

여성정책 및 예산모니터링 사업 부문 우 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제14회 우리꽃박람회 우리꽃길 조성 부문 우 수 (한국자생식물협회,환경운동연합)

공공도서관 운 활성화 부문 장 려 (경기문화재단)



건강상태와 질병상태의 사이

에는질병이있지만뚜렷한증상

이나타나지않는상태가있는데

이를‘미병(未病)’상태라 한다.

한의학에서는 미병을 치료하여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여긴다.

중국의유명했던화타나편작

같은 명의는 병을 잘 치료했을

뿐 아니라 맥을 보아 앞으로 일

어날병도미리예측하여걸리지

않도록 했다고 한다. 어떤 증상

이발생하기전에는환자들이자

각하지는 못하는 혈류의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리 혈액순

환을 개선하여 치료하면 위중한

질환을사전에예방할수있다.

특정부위에 울혈이나 허혈상

태가 발생하면 노폐물이 배출되

지않거나산소와 양을공급받

지못하게된다. 이 상태가지속

되면 기능장애나 통증이 발생하

지만 여러 가지 검사 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세포들이 손상

되고조직의변성이일어나서염

증, 종양, 암등이발생한이후에

야진단이내려지고치료를시작

하는경우가많다.

과거의명의들은전통적인한

방진단법인 맥진으로 인체를 표

리, 상하, 좌우로 나누어 전체적

인 혈액분포를 파악하고 국소적

으로 오장육부의 혈액순환장애

를살펴보아병이이미발생하

거나발생할가능성이높은곳을

알아내었다. 명의들의높은경지

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에는 경락기능검사나 한열

진단기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혈

액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진단

에응용한다.

평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딱

딱하고 경직된 운동보다는 부드

러운 운동을 하여 관절 주위의

경락이 잘 소통되면 말초혈액순

환이원활해진다. 복부나팔다리

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심장

이나 두뇌로의 압박이 줄어들어

심장질환이나 중풍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정 부위로 혈액

순환이안되는경우에전체적으

로 혈관을 확장하거나 축소시키

는방법은혈액의상대적인편재

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자세히

진찰하여문제가있는부위에집

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사용

하면더좋은효과가있다.

최근 일상생활의 풍요로움이

운동부족으로이어져뇌졸중, 당

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유병률을높이고있어,

결국인간의삶의질을떨어뜨리

고 있다. 뇌졸중을 비롯한 신경

계 손상 질환과 만성 퇴행성 관

절염등은지속적인관리와재활

을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의료

비 증가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방치

되고있는실정이다.

중원구보건소는 관내 장애인

의재활촉진및사회참여를도모

하고, 소외되어있는지역내만

성질환자및장애인과그가족에

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

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증진시키기위해지난해11

월““건건강강증증진진센센터터 내내 재재활활운운동동

실실””을개소하 다.

재활운동실에서는 뇌졸중 및

뇌병변으로 인한 후유장애환자,

만성퇴행성관절염등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의료장비를 이용,

재활운동과 개개인의 상태에 맞

는재활운동을 물리치료사가 직

접지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재

활의학과)과 협진·협약을 체결

하여 월 2회 재활운동실을 이용

하는장애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등지

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서

울보건대학 장애인보건의료센

터와연계하여 보조기를 필요로

하는장애인들의 보조기 제작을

의뢰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서

비스를실시하고있다.

재활운동실에휠체어등32종

의 재활장비를 갖추고 재활장비

를 필요로 하는 관내 주민을 대

상으로 재활장비를 무료로 대여

하고사용방법을지도하며, 재활

장비 나눠쓰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있던 물리치료

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거동이

불편한노인및장애인들의이용

이더욱용이해졌으며,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전류치

료기등을이용한통증관리와근

골격계 환자들의 운동치료 등을

실시하고있다.

지역보건팀에서는 중풍교실,

관절염 운동교실, 요통교실 등

다양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만성

질환자 및장애인의 사회복귀능

력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중중풍풍 운운동동교교실실은매주화요일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가

동범위 운동 및 근육신장운동,

수족침 대체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관관절절염염운운동동교교실실에서는거

동이가능한류마티스및골관절

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육강화운

동, 통증관리, 이완요법 등 관절

염관리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있다. 요요통통운운동동교교실실에서는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요통의 관리,

운동요법, 테이핑 요법 등을 교

육하여환자스스로가요통을관

리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그

외에관관절절염염수수중중운운동동교교실실과타타

이이치치운운동동교교실실도운 하고있다.

문의 :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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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언의 건강이야기/ 중원구보건소 공중보건의

혈액순환개선으로큰병미리예방
몸을따뜻하게,  부드러운운동으로말초혈액순환원활히…

복부·팔다리혈액순환원활하면심장질환·중풍등예방에도움

분당구건강관리자신규교육안내혈액순환 개선

건강지킴이 |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내 재활운동실

“스스로활동할수있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만성 퇴행성 관절염 등 맞춤형 전문 재활서비스 제공

2005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은 만

4~6세에 실시하는 2차 홍

역(MMR) 예방접종을받고

〈2차 홍역예방 접종 증명

서〉를 발급받아 해당 초등

학교에제출해야한다.

올해초등학교취학예정

자(1998.3.1~99.2.28 출

생자)와 취학 의무예정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취학통지서에 첨부된 2차

홍역 예방접종 통지서 및

증명서에 확인을 득한 후

해당학교에제출하면된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2005년도 취학 예정아동

대상자중관할보건소에서

2차 홍역예방접종을 완료

한아동을대상으로보건소

를방문하는번거로움을줄

이기위해올 1월까지접종

증명서를 개인별로 우편발

송한다.

문의 : 수정구보건소

729-5175

중원구보건소

729-5272 

분당구보건소

729-5375

분당구보건소(방문보건센터)에서는경로당건강관리프로

그램이원활하게운 될수있도록해당경로당을정기적으

로방문하여 어르신의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요법과 노

인레크레이션활동등을보조하고관리하는자원봉사자활

동을위한건강관리자교육을실시합니다.

대 상 : 분당구내 경로당에서 건강관리자로 활동하

기원하거나, 경로당건강관리사업에관심있

는일반인

일 시 :  2005. 2. 17(목) 오전10:00 ~ 오후4:00

2005. 2. 18(금) 오전10:00 ~ 12:00

장 소 : 분당구보건소회의실

인 원 : 약100명

모집기간 : 2005.1.17 ~ 2.16

교육내용 : 노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이해, 노인 치료

레크레이션,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자원봉

사자의 역할과 자세,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

체조시범

교 육 비 : 무료

신청 및 문의 :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5373

분당구 방문보건센터 703-5054

초등학교 입학 전

2차 홍역예방접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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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및분량
호박 1/2덩어리(다듬은 호박 1㎏ - 물 1㎏), 엿기름 600g,

밥 600g, 백설탕 600g, 생강 1쪽, 잣, 잘게 썬 대추 약간

—만드는법
1)엿기름은 미지근한 물을 10배가량 붓고 주물러서 씻어 체

에 거른 후(2~3회반복) 이것을 2시간 정도 둔 다음 윗물

만 따라 받아둔다.

2)손질한 호박은 잘게 잘라 동량의 물을 넣고 완전히 풀어

지게 푹 끓인 다음 뜨거울 때 체에 밭치고 으깬다.

3)밥통에 1)의 엿기름물 1/2를 붓고 밥을 넣은 다음 6시간

정도 보온상태로 두어 삭힌다.(잘 삭힌 식혜는 식혜 물에

밥알 4~5개가 동동 뜬 상태다.)

4) 3)의 밥알은 건져 찬물로 여러 번 헹구어 냉장고에 둔다.

5)솥에 나머지 1)의 엿기름물을 넣고 3)의 삭힌 식혜물, 2)

의 호박물과 설탕을 함께 넣어 거품을 걷어 가면서 은근

히 끓인다.(1시간 정도)

6) 5)를 식힌 다음 밥알, 잣, 잘게 썬 대추를 띄워낸다.

—호박의효능
호박은 호박살(과육)뿐만 아니라 잎, 줄기와 꽃, 씨, 껍질,

덩굴까지 어느 하나 버리는 것이 없는 약알카리성 식품이다.

무엇보다 호박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당

근, 고구마와 함께 하루 반 컵 정도의 늙은 호박을 별도로 먹

으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한다.

호박의 당분은 소화가 잘 되므로 회복기의 환자나 위가 약

한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고 마른 사람이 꾸준

히 먹으면 위가 강화되고 살이 찌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비

만증인 사람의 다이어트, 당뇨나 산후의 부기를 빼는 데에도

늙은 호박을 따를 만한 식품이 없다. 이는 호박이 살을 찌개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동시에 몸 안의 수분이나 노폐물을

잘 빼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호박즙이나 호박죽을 섭취할 경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이유는 호박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체내의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수박이나 커피, 또는 술

을 먹었을 때 자주 소변이 마려운 것과 같은 원리다.

또 호박은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고 호박의 펙틴 성분은 식

물성 섬유소로, 이뇨작용을 돕고 담석증 예방에도 좋다. 그

밖에도 늙은 호박은 성인병이나 변비, 설사, 기침이나 감기,

냉증, 피부보호, 야맹증에도 도움이 된다.

—호박의선택법
호박이 누런 빛깔을 띠는 이유는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

이드 색소인 카로틴 때문이다. 이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

는 연구보고서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호박의 약리 작용에 힘

을 실어주고 있다.

종종 호박 표면에 하얀 가루분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농약이 아니고 자체에서 생긴 당분을 나타내는 것으

로 많이 생길수록 단맛이 좋은 호박이다.

따라서 늙은 호박을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끈하면서 누렇게

잘 익은 것, 들어서 무거운 것이 좋다. 속이 꽉 차서 과육이

많아야 달고 맛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골이 깊이 패인 것,

흰 가루분이 많이 생긴 것 등을 골라야 약효가 뛰어나고 당

도 높다. 또 누런색이 진할수록 몸에 좋은 카로틴이 많다. 호

박은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고 있

으며,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E 등 다량의 비타민을 함유

하고 있는 비타민의 보고다.

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호박식혜

경기특미로 지은 쌀밥에 돈까스, 해초무침, 참치김

치볶음, 그리고김과요구르트및우유. 지난1월20일

성남시에서겨울방학중결식학생에게지급한도시락

메뉴이다. 

“집에서 먹는 밥처

럼질좋고양많고칼

로리도 만점인 도시락

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김치는

무공해 유기농 배추로

만든 김장김치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은안쓰

고저희가직접조리한

음식을사용합니다.”

성남시의 결식학생

급식지원을 위탁 운 하는「성남자활후견기관」강대

승부장의말이다. 우리시에서올겨울방학동안급식

지원이필요한초·중·고결식학생은 1,860여명. 이

가운데도시락이필요한학생은 1,380명선이다. 도시

락급식을지원하는다른4곳도있지만이곳에서만하

루에1,100여명분의도시락을만들어배달하고있다.

비 리법인이 운 하므로 한 끼당 2500원의 급식

비중2,300원이상을식재료비로충당해양질의도시

락을 공급할 수 있다. 자활후견기관이다 보니 그곳에

서일하는아주머니들에대한인건비와차량운 비일

부와 기타 비품 등을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이 아주머니들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

활수급자이다보니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에한껏정성을쏟는다.

게다가 최근 조선호텔에서 20년간 조리사 경력을

쌓은 이성남씨가 자원봉사로 조

리지도와 함께 도시락 식단을 짜

주면서힘을실어주고있다. 한끼

850∼1,000kcal에 맞는 식단표

를 2월말까지 작성해 놓고 있다

는이기관은1식3찬에김, 요

구르트는 매일

지급하고 월·

화·목·토요일

에는 우유, 수요

일에는 기장쌀밥, 토요일에는 흑미밥과 과일, 일요일

에는빵과우유, 과일을각각제공하고있다.

무엇보다 배달이 생명인 이곳. 7대의 차로 도시락

포장·배달조가 13명이움직인다. “막상도시락을배

달하러 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는 경우 문고리

에걸어두고갈때면참마음이아프다”며혹시나이들

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강

대승부장은말을잇는다. 

“조식, 중식, 석식 중에서 신청하는 대로 배달하고

있으며하루2끼를먹는아이도있어요.”

‘찬도시락’, ‘이틀치배달’의오명을뒤집어쓸때

면할말도많지만우리가까이무료급식이필요한아

이들에게조금이나마도움이되는일을할수있어정

말 마음이 뿌듯하다고 강 부장은 얘기한

다. 이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하고 있

는것은바로자그마한정이다.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이달의요리~

“우리시도시락은알차요”
「성남자활후견기관」에위탁운 …질좋고양많고직접조리

포 커 스
겨울방학결식학생급식지원

신 미 혜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교수(한식)

도시락 신청문의: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주간 식단표(1.25~1.31)

1.25(화) 닭도리탕, 부추전, 겉절이

1.26(수) 삼치조림, 떡볶이, 무생채

1.27(목) 제육볶음, 연근조림, 참치김치볶음

1.28(금) 닭다리튀김, 시금치, 오징어무침

1.29(토) 탕수육, 감자당근조림, 오이피클

1.30(일) 컵케익, 우유, 과일

1.31(월) 코다리찜, 콩자반, 도라지·오이생채



주5일근무제확대시행
○2005년7월부터주5일제근무제가300명이상사업장까지확대

인감증명발급기관확대
○2005년 1월 17일부터전국모든읍·면·동사무소뿐만아니라시·

군·구청에서도인감증명서를발급. 발급수수료는주소지구분없이1

통에600원으로통일

징병검사·소집일자·복무기관본인선택확대
○병무청이결정하던공익근무소집요원의소집일자와복무기관이인터

넷으로본인이직접선택하는방식으로개선. 징병검사일자와장소도

본인이직접선택. 우선새해에는방학기간중인대학생을대상으로하

고, 2006년부터의무자전원과전지역으로확대

119 구급대응급환자만이송
○응급환자가아니거나악의적으로119 구급대를요청하면구급대원이

판단해서이송을거부

저소득층지원
○2005년 1월부터최저생계비가평균 8.9% 오르고, 기초생활보장부

양의무자의범위가현행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달리하는 2촌

의혈족에서1촌의직계혈족및배우자, 생계를달리하는2촌의혈족으

로축소

장애인지원
○2005년 1월부터 장애수당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급여대상인

1 ~ 6급전체장애인까지확대지급되고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교도소등도장애인편의시설설치

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
○보육료감면이필요한아동의보호자또는그친족, 기타부모의보육비

용을경감해주고양질의보육서비스를균등하게제공하고자보육시설

을이용하는지원대상가구및만12세이하의장애아동은거주지동사

무소에서수시신청

암지원
○2005년 중에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이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확대
○2005년 중에MRI(자기공명 상촬 )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

성증, 인공와우등이보험적용대상에신규포함되고자연분만과미숙

아입원진료등에대해선환자가진료비의20%를내던것을면제

○1월중에는희귀ㆍ난치성질환가운데척추갈림증등 25개질환에대

해환자부담액이줄어들고, 상반기중에골다공증치료제의급여기간

이현행90일에서180일로연장

의료지원
○2005년 1월 1일부터 1인당최고 300만원을주던미숙아에대한의료

비지원이출생시체중을기준으로차등지원

○의료비지원대상에포함되는희귀ㆍ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의료급여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

동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국내에입양된18세미만의

아동(개인급여)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양부모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동사무소의료급여신청

수두필수예방접종대상
○2005년 1월 1일부터수두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분류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차상위계층자녀등빈곤층은일선보건소에서무료접

종이가능

월1회주5일수업시행
○주5일근무제에맞춰올해1학기부터전국1만300여개학교에서주5

일수업이월 1회이뤄지고 2006년이후해마다단계적으로월 2 ~ 4

회로증가

과적요구화주신고포상금제도도입
○2005년2월부터화물자동차운전자가과적을요구하는화주를신고할

경우운전자에게200만원의포상금지급

주택가이면도로『보행우선지구』지정
○2005년하반기부터교통사고위험이높은주택가이면도로가“보행우

선지구”로지정

장애인운전면허시험개선
○지체장애인이핸들조작력등운동능력측정에 2005년 4월부터는이

에불합격하더라도자동차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기능교육등을

받을경우운전면허취득이가능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보험신설
○2005년 2월 22일 이후자동차사고피해자에게지급되는보상한도가

상향되고대물보험의무가입제도가도입됨에따라재물피해자에게지

급되는보험지급액도상향조정된다. 대물보험미가입과태료는이륜

자동차는10일이내3천원, 10일초과한경우1일마다600원, 최고10

만원, 자가용자동차는 10일이내 5천원, 10일초과 1일마다 2천원, 최

고30만원이며, 건설기계및사업용자동차는자가용자동차와같다. 

근로자표준공제확대
○연말소득공제때현행60만원에서100만원으로상향조정

현금 수증제, 복권제시행
○2005년1월부터5,000원이상현금구매시매장에서신용카드나주민

등록증등을제시하면현금 수증을받을수있다. 현금 수증은연말

정산때신용카드처럼소득공제혜택과복권추첨혜택이부여

소득세특별공제증빙제출간소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등특별공제를적용받기위해제출하는관련증

빙서류로인터넷 수증도인정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개선
○근로자가신용카드, 현금 수증으로급여의 10%를넘게지출하면그

초과금액의15%를공제. 또소득공제를적용받지못하는대상에의료

비등근로소득특별공제대상비용, 부동산과골프회원권구입비등이

추가공제

1가구3주택양도세중과세
○2005년 1월부터 1가구 3주택에대해양도차익의 60%에해당하는양

도세가부과

신용불량자제도폐지
○신용불량자제도가폐지됨에따라금융거래가중단되거나취업의불이

익을당하고부당한채권추심을받는일이사라짐

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
○2005년 1월 1일부터시지역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은곧바로

매립할수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처리한후잔재물만매립해야

한다.

렵야생동물먹는사람도처벌
○ 렵이나 수된수달, 반달가슴곰, 산양, 너구리, 고라니등32종의야

생동물을먹는사람도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해진다. 국내에서식하는뱀, 개구리를허가없이포획하거나수출입할

경우에도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소포배달손해배상상한확대
○2005년 1월부터소포배달과정에서발생한분실및훼손등에대한손

해배상한도가종전40만원에서50만원으로확대

전화·모사전송을통한광고발송시수신자사전동의의무화
○2005년 4월부터는사전에광고수신을허용한사람외에는광고발송

을할수없으며, 특별할경우를제외하고는야간시간대(밤9시~ 오전

8시)의광고성메일발송도제한

공장설립절차간소화
○2005년 1월 중순부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개

정돼 공장설립 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

시협의사항에관해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회신이없는경우협의

된것으로간주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
○2005년 하반기부터“첨단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돼불법기술유출처벌대상이기업에서대학, 연구소로확대되

고국가핵심기술이정부에의해지정·관리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만처분하던것을대여받은자도처분받게된

다.

스포츠경 관리사제도입
○스포츠산업육성을위해하반기에“스포츠경 관리사”국가기술자격

제도도입

청소년증발급확대
○청소년증발급대상이기존13 ~ 18세에서9 ~ 18세로확대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대상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500명이상사업장으로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
○2005년 2월 10일부터어려운청소년을지원하고청소년인권을향상

시키는청소년복지지원법이전면시행

둘째아이보육료지원
○2005년부터는두자녀이상을동시에보육시설에보낼경우둘째아이

연령을기준으로0 ~ 1세는6만원,  2세는 5만원, 3세이상은3만원을

추가로지원받는다. 단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4인기준으로 318

만원까지혜택

장애아무상보육
○ 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12세이하의장애아동에월29만9천원지원

만5세아무상교육
○만 5세아무상보육료지원대상이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80% 이

하까지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지역별·시설별로보육료를차등지

원하던방침을바꿔2005년부터는일원화된다. 즉만5세아보육료지

원단가는15만3천원으로도시지역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농촌지역

가릴것없이모든시설에전액지원

공공공연장에무대예술전문인의무배치
○기초예술분야의진흥을위해2005년 1월 1일부터는국가나지방자치

단체가운 하는객석500석이상의공공공연장에무대예술전문인이

의무적으로배치

주택가격공시제도
○종합부동산세제도에맞춰전국 1,308만5천가구의집값을일일이조

사해공시하는“주택가격공시제도”를2005년 4월도입하여건설교통

부가아파트와다가구, 단독, 다세대, 연립등모든주택의집값을시가

로산정해매년4월30일관보와건교부등관계기관홈페이지를통해

공개

다세대·다가구가구별표준면적표시의무화
○2005년상반기부터19가구이하다세대, 다가구주택도분양시가구별

면적(평형)을정확히표시해야한다.

부동산실거래신고의무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화를골자로한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부터시행될예정이며, 이 제도는부동산거래시중개업소들로하

여금실거래가에의한계약내용을시·군·구에반드시통보하도록하

는것으로이중계약서작성관행이근절되면서부동산시장이선진화,

투명화되는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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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회장 김주인)

는 2005년 1월 13일(목)부터상

설검정 워드프로세서 1·2·3

급필기시험을시행한다. 

2004년까지는 상설검정장에

서 워드프로세서 실기 1·2·3

급과컴퓨터활용능력실기2·3

급만 시행하던 것을 2005년도

에 들어서 워드프로세서 필기

1·2·3급까지 확대 시행하여

수검자에게편의를제공한다. 

기존에정규검정(기존정보산

업고)으로응시하는것보다는최

소1개월이상빨리응시하여합

격여부를 알 수 있으며, 기존에

성남지역인근에거주하는수검

자들이왕복 3시간 소요되는서

울에가서시험에응시하던번거

로움이해소되었다. 

1월 13일(목)부터 시작된 워

드프로세서 필기시험 운 방식

은급수별로응시일다음날오전

10시인터넷을통해서합격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

템으로운 된다. 

특히수검자의입장에서는워

드프로세서필기시험합격확인

후바로다음날부터인터넷을통

해실기시험을접수하고응시할

수있어필기와실기시험공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작년 연말

에상설검정장시설을확대변경

하여최적의조건에서시험에응

시할수있도록1인수검자전용

책상 43조로 전면 교체하여 최

적의검정장시설을갖추었다. 

성남상공회의소는 2004년도

에 상설검정장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실기시험을시

행하여 연간 약 1만9천명이 응

시하여 좋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에는 새로 개설된 워

드프로세서 1·2·3급 필기시

험의경우응시인원을월 700명

선, 연간8,400명정도가응시할

것으로예측하고있다. 

상설검정이란 워드프로세서

와컴퓨터활용능력필기시험에

응시한 후, 필기 합격자를 대상

으로실기시험을시행하여최단

기간내에자격증을취득하는운

방식이다. 

상설검정 운 홈페이지는

http://day.passon.co.kr이

며, 자격증취득방법, 인터넷접

수방법, 시험종목과일정확인

등과관련된상세한정보를원스

톱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문의 : 성남상공회의소 781-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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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급필기시험시행상설검정
워드프로세서

필기시험 합격 여부… 다음날 확인 가능
실기시험과 동시에 준비… 응시기간 최대한 단축

기 관 명 구 분 접 수 기 간 교 육 기 간 전화번호

시청(교육장소 : 중원문화정보센터 실버기초반(윈도우, 한 워드) 2005. 1. 25~1.28 2005. 1. 31~3. 4
729-3411~4

내 청소년 S/W기술 교육장 3층) 일반 기초반(인터넷활용과 태그) 선착순 접수 (월~금)

수정구청 PC활용반, 인터넷고급반
2005. 1월중 2005. 2. 14~2.25

737-2301~3
(수시전화접수) (월~금)

컴퓨터기초반
2005. 2. 15부터

2005. 3~7월중 1개월
분당구청 인터넷활용반

선착순 방문접수
2005. 3~6월중 1개월 710-2301~3

홈페이지 제작반
- 1인 1과목 접수

2005. 6. 27~7. 22
- 대리접수불가

수정문화정보센터 컴퓨터 및 인터넷기초반, 한 2004반, 엑셀고급반, 2005. 1. 26~1.29 2005. 2. 7~3.4 743-9600

중원문화정보센터
포토샵반, 인터넷활용반, 어린이홈페이지디자인 2005.1 26~1. 28 2005. 2. 1~2.28

직장인을 위한 MS워드2003반 (선착순 접수) (월~금) 752-3916~7

2005. 1. 27(월)
709-9154

중앙문화정보센터 인터넷반, 한 반, 홈페이지반, 엑셀·파워포인트반 09:00 온라인접수 2005. 2. 1 ~ 2. 25
(내선 333)

엑셀, 홈페이지만 해당)

비주얼베이직과정, JAVA프로그래밍과정,
현재~2005. 1. 28 2005. 1. 31~3. 4 754-0650~1

한국정보통신교육원
웹스타일러스트과정(드림위버)

(청소년SW기술교육장)
웹디자인과정(포토샵)

2005. 2. 1~3. 3 2005. 3. 8~4. 1 654-0650~1
웹애니메이션과정

PC활용기초반, 엑셀자격증반, 워드자격증반,
3개월 732-6884

사)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ITQ자격증반, 인터넷, 홈페이지, 워드 수시모집
Fax.748-6765

웹디자인교육 4개월

컴퓨터/인터넷 기초반
2005. 2. 1~2. 28

3개월 753-9813
성남태평지역봉사관

워드프로세서기초(3급/2급/1급)
1학기(3~5월)

(월, 목) 011-9070-1844
등록기간내에만 가능(전화접수)

무료컴퓨터교육일정안내2월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
※ 노동부가 승인한 31개 과정(여성가장 3개 과정 포함)

※ 훈련 시작일 현재 실업자는 누구든지 훈련대상자가 되며 성남사무소 관내 이외
의 장소에서 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노동부 직업훈련 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세부적인 훈련일정 및 훈련정보 등을 알아 볼 수 있음. 
문의 : 성남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 직능팀 746-9356~7

문의 :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718-6696

◆ 근로자 수강료 지원(교육비 80%지원)

전산세무1급 3월초 월, 수 240,000원 전산세무1급
(2개월) (오후 7:00~ 10:00) 자격증대비반

전산세무2급 3월초 화, 목 200,000원 전산세무2급
(2개월) (오후 7:00~ 9:30) 자격증 대비반

한식조리사 3월초 월, 수, 금 300,000원 한식조리기능사
(2개월) (오후 7:00~ 10:00) 자격증대비반

수강생 특전 80%이상 출석시 수강료의 80% 환급 , 교재지급
수강료 전액납부시 일반인도 수강가능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근로의욕증진 2. 14 ~2. 25 9:30~13:30
- 신명나는 관계만들기, 심성훈련, 

나의 직업찾기, 직업경험 등

정보화기초 2. 28 ~3. 14 13:30~17:30 -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 한 97

구비서류 수급자증명서

교육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직업훈련수강예정자(필수)

훈련생 특전 교통비(1일 3,000원), 식대(1일 3,000원), 자활수당지급(100,000원)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교육내용 교육대상

- 300인 이하 근로자가 있는 고
용보험적용사업장 재직근로자

- 개강일 이후 1개월내 이직
예정자

- 40세 이상 고용보험적용
재직근로자

2005년 상반기(1~6월)

훈련 전화 소재지 훈련 등급
기관 번호 과정

그린직업전문
학교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성남직업전문
학교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대우전자서비
스㈜사업내서
울직업훈련원

신일직업전문
학교

그린직업전문
학교

이천요리학원

성남직업전문
학교
신일직업전문
학교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분당요리학원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한국정보통신
기능대학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대우전자서비
스㈜사업내서
울직업훈련원

성남기능대학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그린직업전문
학교
성남직업전문
학교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그린직업전문
학교
대우전자서비
스㈜사업내서
울직업훈련원
성남여성인력
개발센터
(재)중앙전산직
업전문학교

031-745-
0066
031-758-
6114
031-751-
6144
031-758-
6114

031-735-
0930

031-758-
4500

031-745-
0066
031-635-
7225
031-751-
6144
031-758-
4500
031-758-
6114
031-707-
5700
031-718-
6696
031-760-
3345
031-760-
3345
031-718-
6696
031-718-
6696
031-718-
6696
031-758-
6114

031-735-
0930

031-739-
4022
031-718-
6696
031-735-
0066
031-751-
6144
031-758-
6114
031-758-
6114
031-718-
6696
031-735-
0066

031-735-
0930

031-718-
6696
031-758-
6114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이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광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건설기계운전
5-1기
플래시멀티미디
어디자이너

차량정비

전산세무회계

전자기기와
컴퓨터(47기)

멀티미디어웹&
상편집디자인

(일반)
건설기계운전
5-2기

조리사

차량정비

멀티미디어홈페
이지제작
웹멀티미디어디
자이너

한식조리

비즈몰마스터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산세무회계

피부미용관리사

분식및단체급식
조리사
플래시멀티미디
어디자이너

전자기기와컴퓨
터(48기)

산업전자

웹매거진
전문가
건설기계운전
5-3기

차량정비

웹멀티미디어디
자이너

전산세무회계

비즈몰마스터

건설기계운전
5-4기

전자기기와컴퓨
터(49기)

전산세무회계

플래시멀티미디
어디자이너

2005.
01. 03
2005.
01. 04
2005.
01. 10
2005.
01. 10

2005.
01. 20

2005.
01. 24

2005.
02. 01
2005.
02. 01
2005.
02. 02
2005.
02. 21
2005.
02. 22
2005.
02. 23
2005.
03. 02
2005.
03. 07
2005.
03. 07
2005.
03. 07
2005.
03. 14
2005.
03. 14
2005.
04. 07

2005.
04. 25

2005.
05. 01
2005.
05. 02
2005.
05. 03
2005.
05. 16
2005.
05. 19
2005.
05. 23
2005.
06. 08
2005.
06. 20

2005.
06. 20

2005.
06. 20
2005.
06. 30

2005.
05. 02
2005.
06. 27
2005.
05. 09
2005.
05. 18

2005.
06. 17

2005.
07. 22

2005.
05. 31
2005.
05. 31
2005.
08. 01
2005.
08. 19
2005.
08. 19
2005.
06. 22
2005.
06. 01
2006.
02. 17
2006.
02. 17
2005.
06. 17
2005.
07. 07
2005.
06. 10
2005.
10. 06

2005.
09. 23

2005.
07. 30
2005.
08. 22
2005.
09. 02
2005. 
11. 15
2005. 
11. 16
2005.
09. 15
2005.
09. 07
2005.
10. 19

2005. 
11. 18

2005.
09. 30
2005.
12. 16

567

936

640

688

693

976

560

320

976

1,000

984

332

252

1,400

1,400

284

320

244

992

735

252

308

602

1,024

992

648

320

595

742

292

936

7

8

9

8

7

8

7

4

8

8

8

8

4

7

7

4

4

4

8

7

4

4

7

8

8

8

4

7

7

4

6

30

28

30

30

30

20

30

20

30

30

30

30

24

40

40

24

16

18

28

30

20

24

30

30

30

30

14

30

30

24

28

30

22

30

30

30

20

30

20

30

30

30

24

24

28

30

24

4

5

22

30

20

24

30

30

30

30

3

30

30

24

22

-

6

-

-

-

-

-

-

-

-

6

-

-

12

10

-

12

13

6

-

-

-

-

-

-

-

11

-

-

-

6

-

100

-

100

-

-

-

-

-

-

100

-

-

-

-

-

-

-

100

-

-

-

-

-

100

100

-

-

-

-

100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여성
가장
여성
가장

여성
가장

일반

고급

중급

중급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중급

일반

고급

일반

일반

고급

고급

중급

일반

일반

고급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중급

고급

중급

일반

일반

일반

중급

고급

훈련일정
훈련시간
(시간)

승인인원
(명)

자비부담
비용(천원)

비
고훈련

개시일
훈련
종료일

총
훈련
시간

1일
훈련
시간

계 총 월
고용
보험
적용자

고용
보험

미적용자

노동부 국비 지원 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직업예비교육(국비지원 무료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 1인 수검자 전용책상으로 전면교체한 상설검정장 전경



우리동네딸부잣집아주머니는자

가용이3대나있다보니주차문제로이

웃들과얼굴붉힐일이종종있다. 한두

번은 늦은 밤에 동네가 시끄럽도록 싸

워도한동네에서흔히일어날수있는

일이라고생각하고넘어갔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부턴가딸부잣

집아주머니의딸자동차3대중1대가

우리집골목앞까지주차되어있는게

아닌가. 가뜩이나아이들이뛰어놀공

간이없는좁다란길목에서대문앞을

꽉막고주차되어있는자동차는눈의

가시처럼보 다.

마침 외출하시려는 딸 부잣집 아주

머니와 인사를 나누다가 아무런 양해

도구하지않고주차한것에대한불만

을얘기하게되었다. “미안하게됐네.”

정도의 사과는 하지않을까했던예상

과전혀다르게그아주머니의태도는

상식밖이었다. 단지차가있는앞집아

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해도 좋

다는허락을받았기때문에아무런문

제가없으며차가없는사람집에굳이

따로양해를구할필요가있냐는말

이셨다. 꼭한동네에서오래사신아주

머니가정해놓은규칙이라도되는것

처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끝내시는

게조금은어이가없고실망스러운기

분이들었지만, 워낙나이드신동네어

른이시라따지고들고싶지않아서그

냥참자는생각에그만집으로들어왔

었다. 

그런데, 여느때와같은어느월요일

아침, 또다시딸부잣집아주머니의싸

우는소리가들려와밖으로나가보았다. 

“어쩜차만주차했다가출근하고나

면이지저분한쓰레기는딴사람이치

우란소리야?”

“그럼, 이 쓰레기와 우리 차와 무슨

상관이있다고아침부터난리야?”

우리집지하에사시는할머니와딸

부잣집아주머니가차가빠지고난자

리에 널려있는 쓰레기 때문에 싸우고

계신거 다. 한참동안두어르신의싸

우는모습을구경하면서또한번딸부

잣집 아주머니의 이웃을 배려하는 미

덕이없으신것같아착찹한마음이들

었고, 어쩌면처음부터쌓 던나쁜감

정이풀리지않은채쌓이고쌓이다보

니깐사사건건신경전으로되는게아

닌가하는생각이들었다. 그날따라머

리 속으로나마 딸 부잣집 아주머니의

고개 숙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

게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넷
수정구 신흥1동

이 수 진

2005년한해가밝았다. 다들새해새

로운목표와꿈을가질것같다. 나역시

지켜질지어떨지모르지만몇가지다짐

을적어두었는데, 그스케일의소박함에

스스로좀웃음이난다.

“전 커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공정하

게법을집행하는판사가되겠습니다.”

짝짝짝….

초등학교 5학년, 난생 처음 TV라는

곳에출연했었다. 당시퍽유명한초등학

생 (그때는국민학생이라불리워졌던)들

대상퀴즈프로그램이었는데, 집에서곧

잘그프로그램을보며잘맞히는날보

고, 다소극성이셨던엄마가담임선생님

이랑 음모를 꾸며, 나도 모르게 신청이

되어있어출연을해야했다.

선생님까지 끼어든, 완전범죄라 감히

그 앞에서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일을벌 냐고투정을부릴수도없었다.

방송국에도착하니, 순간오금이저려올

정도로긴장이됐다. 그리고방송국의조

명이 켜지고, 내 옆에 앉은 아이들 역시

나못지않게긴장한표정이역력한가운

데 브라운관에서만 봤던 사회자 아저씨

가실물로보니퍽작아보인다는생각을

할 찰나에 내 소개를 해야 하는 순서가

되었다.

그때자기소개는‘ 초등학교( 국

민학교) 반 번누구이고, 앞으

로어떤일을하고싶다’라는작은포부

를밝히는것이었는데내입에서느닷없

이튀어나온내꿈은‘판사’ 다.

사실그때까지도판사가뭔지도잘몰

랐고, 실상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아빠

의꿈이었다. 공정하게법을집행하는판

사라는것이한묶음의관용구처럼어린

내게 곧잘 그런 말 을 하신 터라, 긴장

한 가운데 관성처럼 그 말이 나왔었다.

그 이후, 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판사

가되어야하는아이가되어버렸고그런

날자못흐뭇하게생각하는아버지앞에

서, 난그게뭘하는사람인지잘모른다

는말을차마할수없었다.

그러나난고등학교때이과를선택했

고, 판사가될수없는길에들어서버렸

다. 사실 문과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되기위한그지리하고험난한길

에뛰어들었을것같지도않았지만…. 

판사, 이따금신문이나방송에서판사

라는단어를들으면난법을집행하는엄

중한법관의모습이아닌, 발랄한초등학

생의앙증맞고대책없는꿈하나가떠올

라싱끗웃곤한다.

참, 그때나간퀴즈프로그램에서난2

승까지거둬퍽잘난아들두었다고한동

안 부모님 체면을 세워 주었으니, 지켜

드리지 못한 그 꿈에 대한 작은 보답은

한셈이었다.

몇몇가재도구들이뒤엉켜, 어린눈엔

하나의섬처럼흙탕물로변한강위를떠

가는데, 그위에돼지한마리가불안하고

힘겹게매달려있었다. 

“사람도떠내려가는데, 그깟돼지는…”

참으로무심하게도, 그돼지의운명을

걱정하는사람은어린나하나 고, 대부

분의어른들은자연이만든수해앞에서

무력한자신들을탓하기도, 혹그돼지를

보며소주한잔을떠올렸을지모르겠다. 

어린 날, 게릴라 폭우라고 명명된 폭

우가휩쓸고간어느소도시에서의추억

한자락이문득브라운관속처참한화면

과오버랩되며떠오른다. 

‘쓰나미(지진해일)’가 연일 뉴스앵커

들의멘트속에묻어나며, 가재도구가아

닌, 분명 며칠 전까지 이 지구의 공기를

같이 호흡했던 사람들이, 어린 날 봤던

엉켜있는 가재도구처럼 그렇게 자연의

대재앙앞에채건져지지도못한채부패

해가는모습을보는마음이참으로안타

깝고도안타까울뿐이다. 

특히나이번에큰피해를본피피섬은

몇 년 전 배낭여행을 떠났을 때 들렸던

곳이었다. 눈처럼하얀백사장에누워몸

을굽던서양사람들에게뭐하나라도팔

기위해까만눈을굴리던어린친구들이

있었던 곳. 그 눈망울이 하도 이뻐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더니 날 특히 잘 따

라, 배낭안을톡톡털어나온초코렛하

나라도더주고싶었던그눈맑던친구

는어떻게되었을까? 

이엄청난천재지변앞에서그친구는

무사할까? 머리에삶처럼무거운코코넛

을 이고 팔던 아줌마들은? 제대로 의사

소통도 되지 못해, 그저 피식 웃어주는

웃음으로흥정했던사람들. 자연을닮아,

소박했던사람들. 그들이그렇게어느한

순간에자연으로돌아가게될줄그땐정

말몰랐었다. 

파란색물감같고, 석양지는하늘은붉

은봉선화같다며탄성을자아내며, 언젠

가다시꼬옥한번더들려보리라마음먹

었던그아름다운곳이, 바로그아름다움

을가능케했던바다의심술로,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브라운관 속 화면들

은그래서아직도낯설고두려울뿐이다. 

전지구적재앙이라는성난자연앞에, 인

간이란또 얼마나나약한존재인지새삼스

럽게깨달으며, 2004년을조용히접고조심

스러운마음으로2005년을열어본다. 올핸,

제발이런재앙이일어나지않길소망한다.

뉴욕 맨하탄에 센트럴 파크가 있듯

이 분당에는 중앙공원이 있다. 센트럴

파크가없는맨하탄을생각할수없듯

이 중앙공원이 없는 분당은 생각하기

조차 싫다. 그만큼 중앙공원이 좋다는

얘기일것이다.

우스개소리로“천당밑에분당이있

다”“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는 말도

분당이살기에좋다는뜻인데그런말

이나온배경에는중앙공원이있기때

문이아닐까?

나는 분당동 샛별마을 집에서 서현

역까지걸어서매일출퇴근을하고있

다. 편도20~25분정도를걷기에는조

금먼거리지만일부러이용하는것은

중앙공원을 통과하는 길이 좋아서이

다. 큰길을따라서가면거리가단축되

지만 굳이 중앙공원을 통과하는 산길

이나분당천을끼고가는도로를걸어

가고싶어서이다.

조깅하는 아주머니, 달리기하는 젊

은이, 산책하는할아버지할머니, 인라

인 스케이트를 타는 어린이들, 자전거

를타는사람…운이좋으면풀숲에서

토끼들을만날수있고분당천에살고

있는오리떼들도볼수있으니이런일

상의모습들은정말평화로운한폭의

그림이다.

봄, 여름, 가을휴일에는서울, 용인,

광주, 수원등인근지역에서까지사람

들이몰리는인기있는명소가되어버

렸다. 이런저런이유로멀리나가지못

한 알뜰파 가족끼리 가벼운 마음으로

돗자리를 펴놓고 준비해온 음식물을

먹는가족단위가많다. 그때문에중앙

공원 사방둘레에 자동차 주차가 허용

되는휴일에는때아닌주차전쟁이벌

어지기도한다. 그러나그런혼잡이싫

지가 않다. 중앙공원이 그만큼 좋다는

반증이기때문이다. 

요즘은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기구까지갖추어놓아서중앙

공원이더욱사랑받고있다. 이런멋진

공원이있는곳에내가살고있으니난

아마도행복한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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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는중앙공원이있다
“어머···저돼지좀봐!”

하나
분당구 분당동

정 재 두
둘

수정구 태평동

김 동 환

셋
중원구 은행2동

김 승

나 어릴적 꿈“판사”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05년1월~3월12일까지

○모집대상: 관내거주일반시민(개인, 단체)

○모집분야: 행정분야, 홍보분야, 경기장지원, 

교통분야, 환경정화분야등

☎성남시자원봉사센터729-5443

♣근로자 종합복지관 상반기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근로자반2. 1~2. 11, 일반시민2. 2~2. 11

○모집과목: 홈패션, 꽃꽂이, 제과제빵, 생활요리,

미용(자격증), 한지공예, 컴퓨터, 어(초·중

급), 일본어(초·중급), 중국어(초·중급), 스포

츠댄스, 요가, 풍물놀이, 에어로빅

○근로자반(야간) 12과목 450명, 일반시민반(주

간) 14과목540명

☎근로자종합복지관(중원구 상대원 1동) 729-

5920,  749-8688, 729-3751 

♣중앙문화정보센터 분당분관 수강생모집

○모집기간: 2005.2.14(월)~2.18(금) 09:00~18:00

○수강과목: 어회화, 일본어회화, 한문서예, 중

국어회화, 부모신문활용교육, 자녀 쓰기독서

지도, 단전호흡(기체조), 어머니동화구연, 창작

만화(초등), 어린이 쓰기(초등3~4), 종이접기,

어린이 한문서당, 어동요 부르기(초등1~3),

독서상담(초등1~3), 재미있는동화세상(유치),

칼라점토만들기(유치)

○수강신청방법: 과목별온라인및방문접수병행

(선착순, 1인1강좌만가능)

☎분당분관정보봉사팀718-5916

♣중앙문화정보센터 수강생모집

○접수기간: 2. 15(화) 09:00~ 12:00 온라인접수

(방문접수불가)

○교육과목: 한자교실, 자녀독서지도, 생활 어,

생활중국어, 생활일어, 문예창작, 부모역할훈련,

어머니 논술구연, 어머니 동화구연, 꽃꽂이, 전

통각서, 한방건강, 종이·점토교실, 어린이한자

서당, 어린이 쓰기, 새내기어린이 쓰기, 엄

마와함께종이접기, 어린 어동화구연A·B, 엄

마와함께 어를A·B, 어린이동화구연A·B

○교육기간: 2005. 3. 8 ~ 2005. 6. 24 / 4개월간

☎자료봉사과정보봉사2팀709-9154(내선333) 

♣맛좋고 질좋은 순수 우리농산물 전통장류 보급

○신청시기: 2005. 2. 20 ~ 3. 10(20일)

○보급가: 메주1말65,000원, 된장1㎏10,000원

○송금방법: 농협221113-52-035579 

예금주: 허숙경

☎성남시농업기술센터, 성남시생활개선회 703-

1986, 707-3153. 011-256-7044

♣2005년 국비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컴퓨터응용기주·야, 산업설비, 재료

응용, 전기제어, 전자통신, 컴퓨터 출판디자인,

스크린인쇄, 모델링, 멀티미디어

○원서접수: 2005. 2. 23 ~ 2005. 3. 29

○교육생특전: 훈련비전액국비지원, 매월교육훈

련수당지급

☎인천직업전문학교032-450-0310~4

♣2005년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집중모금기간: 2005. 1. 20~2. 28(40일간)

○2차모금기간: 2005. 3. 15~3. 31(17일간)/ 전

입자(미납자)

○납부방법: 전국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신

협, 새마을금고를통한납부, 지로납부

적십자홈페이지(www.redcrosskg.or.kr)

○직접송금: 농협143-01-000921

(예금주: 적십자경기지사)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238-1140, 

시청자치행정과729-3320~2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교육일시: 2005년2월18일~4월29일

○교육대상: 여성문제와상담에관심있는남·녀

20명

-정신지체인전문성교육강사양성교육

○교육일시: 2005년2. 14(월)~2. 24(목)

○교육대상: 사회복지학(장애인복지전공), 특수교

육학전공대학생및대학원생20명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755-2526~7 

♣농협 하나로클럽 설 맞이 큰잔치

○기간: 2005. 1. 27 ~ 2005. 2. 8

○행사: 설제수용품및선물세트30%이상할인판

매, 100여종선물세트구비, 5만원이상구입고

객1건무료택배, 2월5일까지전국택배실시

☎농협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738-9131, 738-9000

♣2005년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지역
사회이용프로그램안내

○아동: 아동방과후교실(초1~3), 피아노교실(미취

학, 초등, 성인), 초등학습지도(초4~6), 아동

어교실(미취학, 초등학생)

○청소년: 중학 어및수학교실(월~금/1,2,3학년)

○지역주민: 토피어리 강좌, 스포츠댄스교실, 한

·산수교실, 노래교실

○접수기간: 수시접수

☎성남종합사회복지관(신구대 후문) 748-7151,

743-9158 

♣구미교회 어린이도서관 안내

○도서관운 : 평일(화~토) 오후 1시~5시, 주일

(일요일) 오전10시~오후2시, 방학기간오전11

시~오후5시

☎희망의전화상담실분당구미교회713-5479

♣무료 어학습안내

○대상: 어를배우고자하는모든분들

○모집: 어회화반(초급·중급·고급)

○일시: 매주수요일19:00∼20:30

○강사: 선교사(문의: AM 06:30∼10:30, PM 21:00∼22:30)

☎수정구756-3890, 분당구701-1260

15정보나눔 / 2005년 1월 25일 (화)

정/보/나/눔
정보나눔은 공익성이 있는 알림 소식에 한하여 시민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2일까지 접수받으며 비전성남은 25일에 배부됩니다.
◆보내실곳 : 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태평 2동 3309번지)
◆문 의 처 : 편집위원회 편집팀 ☎ 729-2714~5, FAX 729-5439
◆E-mail :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네모칸을 채우세요

1. [2면] 성남시 알코올 운

2. [4면] 1월은 납부의 달

3. [5면] 여성복지회관 일반법률 상담

4. [8~9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 %

5. [10면] 중원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

운동 교실

6. [16면] 분당구 탄천둔치에

이 조성된다.

※ 비전성남 면당 1개의 답이 있습니다.

※ 퀴즈응모는 성남시민에 한해 접수 받습니다.

퀴즈당첨자 : 도서상품권(20,000원 상당)

연번 성 명 주 소

1 최 순 미 수정구 고등동 410-5
2 이 진 수 복정동 690-5 402호
3 임 경 란 산성동 350번지
4 박 경 상 신흥2동 2464-1 청구@101-105
5 김 상 하 심곡동 산54 공군@29-207
6 김 민 수 수진1동 43번지 201호
7 변 은 숙 양지동 227
8 김 현 민 양지동 723 신세계@ 가 504
9 안 숙 태평 2동 1290번지
10 정 희 태평 4동 7323-1
11 김 은 희 중원구 금광1동 1499번지
12 신 옥 순 금광2동 3125번지 남원해장국집
13 노 현 민 상대원 2동 5133
14 마 인 경 상대원동 선경@ 105-1305 
15 정 기 옥 성남동 2585번지 월드빌라트 B동 201
16 조 인 성남동 3841번지
17 양 경 규 은행2동 577-1 1층
18 신 기 자 중동 2514
19 김 용 환 하대원동 현대@ 103-510
20 김 옥 규 하대원동 아튼빌@1008-302
21 김 제 희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청구@ 508-805
22 김 효 정 금곡동 126 청솔마을 607-501
23 김 경 훈 금곡동 청솔마을 계룡@ 107-401
24 정 재 두 분당동 샛별마을 삼부@ 408-1701
25 김 경 목 서현동 96 시범단지 우성@ 224-1003
26 안 종 환 수내동 파크타운 108-606
27 이 봉 자 이매동 120-7 분당코아 지하 2호
28 이 승 현 야탑동 코오롱@ 104-1102
29 박 덕 자 정자동 느티마을 308-801
30 김 성 순 정자동 동이3-2 (3층)

정경숙 수정구 단대동

이수진 신흥1동

김동환 태평동

배순복 양지동

신미혜 〃

고재언 중원구 상대원1동

박경옥 〃

김 승 은행2동

장 희 분당구 금곡동

정선화 이매동

정재두 분당동

기사제출자 : 원고료(30,000원 상당)

2005. 1월“비전성남’퀴즈 2004. 12월퀴즈당첨자 2005. 1월기사제출자

2004. 12월퀴즈정답

성 명 주 소

퀴즈당첨자 사은품 : 도서상품권(20,000원 상당)
생활수필사은품 : 원고료(3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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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의 퀴즈당첨 시상품은 등기 우편으로 보
내드립니다.

퀴즈당첨자 사은품 : 도서상품권(20,000원 상당)
생활수필사은품 : 원고료(30,000원 상당)

※당첨되신 분의 퀴즈당첨 시상품은 등기 우편으로 보
내드립니다.

퀴즈당첨자 사은품 : 도서상품권(20,000원 상당)
생활수필사은품 : 원고료(3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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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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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의 퀴즈당첨 시상품은 등기 우편으로 보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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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립니다.

퀴즈 접수·추첨사항
※12월분 접수 302건(정답: 283, 오답: 19)

생활수필은 >>> 200자 원고지 4매 이내
(5매 이상 게재 불가)

우편, FAX (729-5439),
E-mail : snvision@cans21.net

snvision@hanmail.net
(주소·이름 기재) 매월 12일까지 접수

퀴즈정담은 >>>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성남시청 비전성남 편집팀

※ 다음달 16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수성방송통신고 남·여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학력인정학교, 출석월2회, 연령제한없음

○지원자격: 중학교졸업(예정)자및고입검정고시합격자, 고등학교중퇴자

○교부및접수: 2005. 1. 3(월)~2. 28(월)

☎수성방송고(수원) 교무실2591-384

♣경기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모집(여자)
○지원자격: 중학교졸업(예정)자및이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자

연령의제한없음. 현재재학생의평균연령은40대임

○교부및접수: 2005. 2. 1(화) ~ 3. 5(토)

○자택에서방송강의청취, 출석월2회(일요일)

☎경기여고부설방송통신고(개포동) 02-3461-0175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신·편입생 모집
○중학교: 초등학교졸업자및검정고시(중검)합격자

○고등학교: 중학교졸업자및검정고시(고검)합격자

○학력인정학교, 지역·연령제한없음(http://www.ajummaschool.com)

☎일성여자중·고등학교(마포구) 02-716-0069, 02-704-7402

♣양원주부학교 학생모집(연령제한 없음)
○기초반: 초등학교미졸업자(300명) 

○중등부: 초등학교졸업자및중학교중퇴자(1,000명)

○고등부: 중학교졸업자및고등학교중퇴자(300명)

○교부및접수: 2005. 2. 10 선착순모집(현재접수중)

☎양원주부학교02-704-7402, 02-716-0608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합니다

○대상주택: 단독주택및다가구주택(공동주

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

○방법: 주택특성조사표를이용하여현지조사

○기간: 2005. 2. 28까지

☎수정구세무과737-2201∼4, 중원구세무과

750-2281∼4, 분당구세무과710-2251∼4

1. 3 2. 문화

3. 알리미 4. 증진센터

5. 홍역 6.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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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탄천 둔치에 신흥

레포츠인 파크골프장이 조성

된다.

시에 따르면, 분당구 탄천

둔치2천여평에9홀규모의파

크골프장을조성키로하고사

업비 5억원을 새해 예산에 편

성하 다.

시는 이에 따라 일본 등의

해외시설견학등을거쳐세부

계획을수립한뒤오는 4~5월

경 착공, 하반기에 완공할 예

정이다.

시는 탄천 파크골프장이 호

응을얻을경우판교택지개발

지구 내 체육공원(운중동)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

파크골프는 골프와 게이트

볼경기규칙이혼용된것으로,

소규모코스(가장긴파5 홀은

100m, 파3 홀은30m 안팎)에

서한개의클럽과공을사용해

홀을도는신종레포츠이다.

일본에서는 여성, 장애인들

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한강시민공

원과 용인 양지 파인리조트,

평창 보광휘닉스 등에서 운

중이다.

문의: 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팀 729-3930~1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즐길수있는인라

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Roller Blade)라고도불리는인라인

스케이트는바퀴가일렬로달려있는스케이트를말하

는데 언제부턴가 신세대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타기

시작하더니만이제는남녀노소관계없이누구나부담

없이즐기게된운동이다.

지난연말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에서인라인댄

스를선보여우수상을수상한수진 2동인라인스케이

트반은 주민자치센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반을운 하고있다. 

주변에탄천과실내체육관이있어사계절인라인스

케이팅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인 수진 2동은 지난

2003년 12월방학특강으로어린이를대상으로인라

인반을개설, 주민들의호응이높아현재는어린이반

과어머니반을운 하고있다.

그동안수진 2동인라인반을통해 200여명의주민

이인라인을즐기게됐고, 현재는어린이와주부35명

의회원이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특히지난해에는

‘인천인라인국제마라톤대회’에서어머니반회원7

명이21㎞를완주하기도했다고. 

‘쌩쌩’바람을가를때피부로직접느껴지는짜릿

함이 인라인 스케이트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이근정

(35) 회원은“가족이 모두 즐

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인라

인 스케이트를 정했는데,

개인적으로강습을받으려

니 강습료가 만만치 않더

라고요.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주민자치센터에서

인라인반을 개설해서 무

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됐지요.”라며 무엇보

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가족이 함께 건전하게

즐기며 체력을 증진시

킬수있는최고의운동이라고예

찬한다.

노경래(33) 강사는인라인이배우기쉽고하기편한

운동으로 서서히 가족 레포츠로,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있지만속도감이느껴지는운동이다보

니넘어져아스팔트에 히거나손목또는발목이골

절되는경우들이있다며“헬멧이나보호대(팔꿈치, 무

릎, 손목, 발목) 착용은기본이고, 넘어지는요령, 정지

하는요령등철저한안전교육과남을배려하는인라

인을타며지켜야할에티켓을지킨다면안전하게즐

길수있는재미있는운동이다”라고설명한다.

또한인라인스케이트가대중적인운동으로자리잡

는데는스케이트와보호대등의일정장비만구입하

면 추가로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경제성과 운동량이

높아다이어트와체력증진의효과가높다는점, 그리

고일상생활에서쌓이는스트레스를야외운동으로날

려버릴수있다는장점까지있어더욱빠른속도로동

호인수가늘어나는중이라고도말했다.

1~2개월만 배우면 장거리도 가능해

서 날씨가 좋은 날

에는 탄천변을 따

라 한강까지 로드

런(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를 따라

장거리로 달리는

것)을즐기기도한다

는회원들은우리지

역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자연을

느끼며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곳이 많다며

분당의율동공원, 중앙

공원도인라인타기에좋은곳으로소개했다.

노경래강사는앞으로중급반어머니를대상으로재

미있는 기술연수와 함께 올해 국제마라톤대회에 3회

이상출전을계획하고있다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시원함에 만만치 않은 운동

량, 특히누구나쉽게배울수있어가족이함께즐기는

인라인 스케이트. 이를 통해서 가족의 심신단련과 화

합, 그리고체력증진을동시에할수있다면금상첨화

가 아니겠는가.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배워보면어떨지….

문의: 수진 2동 주민자치센터 737-2870
정경숙 기자(chung0901@hanmail.net)

“자녀들과 함께 인라인을 배워 보세요”
가족의 심신단련과 화합, 그리고 체력증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상첨화의 레포츠

탄천 둔치에 2천여평 규모… 올 4~5월 착공, 하반기 완공예정

파크골프(parkGolf)란?

성남에파크골프장건립

탐방 | 수진 2동 주민자치센터 인라인 스케이트반

파크골프는 말 그대로 공원에서 치는 골프다. 일

반골프와 차이가 있다면 작은 코스에서 로프트가 전

혀 없는 클럽으로 큰 볼을 때려 뜨거나 멀리 가지 않

아 위험하지 않다. 또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파크골프장은 대략 3,000평(축구장 2개)이면 18

홀을 지을 수 있다. 특히 공원 내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버려진 하천부지 등을 활용하고 골프장처럼 농

약을 칠 필요도 없어 유휴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27일자)

파크골프의 규칙은 일반 골프와 대동소이하지만

장비는 간단하다. 감나무 헤드와 금속 샤프트로 만든

클럽 한 개에 플라스틱 공, 고무 티만 있으면 OK. 공

은 지름 6cm로 일반 골프공(약 4.2cm)보다 크다. 공

은 내부가 플라스틱으로 차있어 하늘로 뜨지 않고

굴러가는 듯 낮게 깔리는 게 특징. 홀은 파 3에서 파

5까지 있고 홀 간 거리는 20∼100m이며 66타가

파. 9홀을 두 번 도는 18홀 정식경기를 하는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다. 일본엔 9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으며 140여만명의 동호인이 즐기고

있다.(동아일보 2004년 3월 10일자) 

파크골프는 3세대가 즐길 수 있는 패 리스포츠,

안전한 실버스포츠,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 친환경적

인 레저스포츠로 관광자원은 물론 교육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마에하라 IPGA 이사장 인터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