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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달 23일 서구문화회관에서‘제
16회 서곶문화예술제’피아노경연대회를 시
작으로 3일간의 예술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피아노경연대회는 지난달 13일 311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37명의 학생들
이 이날 본선에 진출하여 그동안 갈고 닦아
온 실력을 겨루었다. 입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는 이번 대회에서는 신현초
등학교 6학년 3반 곽수연 학생이 영예의 대
상을 수상하였다.
서곶문화예술제 기간인 지난 9월 24일에
는 마실거리에서 청라학생예술대회(미술, 서
예), 구민백일장, 체험행사(도예체험, 클레이
아트, 풍선아트, 서예체험 등), 청소년가요제

가 펼쳐져 2,0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처럼 가
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한 주민은“매년 문화회관에
서만 해오던 각종 문화행사를 올해는 마실거
리에서도 개최하니 교통편도 좋고, 미술, 서
예, 글짓기 대회에도 참가하여 상도 받고 체
험행사도 즐기고 청소년가요제도 관람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참여할 수 있
어서 좋았다”
고 말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서구문화회관에서
전통공연‘가무악 한마당’
이 800여 명의 어
르신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와 갈채 속에 성
황리에 펼쳐졌다. 작년까지는 서구문화예술
인회 국악, 무용, 농악 분과에서 각각 진행했

천년의숨결, 녹청자축제 성황리에개최
구는 지난 8일부터 11일 까지 열
린 제1회 녹청자축제를 경서동 녹
청자도요지 사료관 인근에서 성
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녹청자 축제는 국가사적
제211호인 녹청자도요지를 홍보
하고 녹청자의 역사적 의의를 재
조명하기 위해 열린 행사로써 천
년의 숨결이 담긴 녹청자의 우수
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서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녹청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
는 대표축제로 녹청자 축제를 키
워야 할 것이며, 더불어 녹청자 도
예촌을 만들어 인천서구를 문화
관광레저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첫 날 세미나에서는 녹청자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고상순 벽
재도예연구소장과 나선화 문화재
청 문화재위원의 주제발표와 함
께 열띤 자유토론을 하였다.

2,500여 명이 참석한 개막식에는
서구문화예술인회의 대북타고,
무용, 녹청자제작과정 퍼포먼스
를 연계한 전통가마 불지피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 개최된 녹청자 가족만
들기 대회와 서구문화원에서 주최
한 찾아가는 음악회의 타투난장 공
연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인천
지회 문화기부공연은 어르신들에
게 인기가 많았으며 흥겹게 춤추는
장면이 눈에 띄곤 하였다.
셋째 날은 어린이 특집 녹청자
만들기 체험행사와 마술, 인형극
등 체험행사가 이루어졌고, 한국
민속예술축제 전국대회에서 장려
상을 받은 향토문화보존회가 서
곶들노래, 쑥대고잔지경소리를
공연하여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였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560-4343

던 공연을 올해는 하나의 공연으로 구성하여
선보임으로써 더욱 더 흥미롭고 풍성한 볼거
리로 이날 모인 어르신 관객들의 박수와 환
호성을 이끌어냈다.
특히 예술인회 세 개 분과에서, 구민들에게
감동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로의 목소
리를 낮추고‘화합’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
어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서구문화예술인회 관계자는“올해 주민들
이 보내주신 열렬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새롭고 훌륭한 프
로그램으로 또 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겠다”
고 전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560-4342

제23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체육대회 성료
제23회 인천시 서구 구민의 날 기
념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인 체육대
회가 지난 24일 서곶근린공원 대운
동장에서 구민 4천여 명이 모인 가
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민의 날 기념식
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
합에 기여한 공이 큰 9개 부문에 대
한 구민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밸리댄스,
에어로빅, 태권도 시범공연을 시작
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본 경기
로 노인경기인 큰공굴리기와 민속

경기인 줄다리기, 축제경기인 박 터
뜨리기, 400m 혼성계주, 페널티
킥, 협동줄넘기, 4인 5각 릴레이 등
이 펼쳐져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진
행되었다
체육대회는 본상 시상식 외에도
호응도, 표현력, 참여인원, 질서유
지를 평가하는 입장상, 응원상이 시
상되었으며 체육대회 결과 종합우
승은 검단 1동, 준우승 검단2동, 3
위는 연희동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56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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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진 선착장 준공식⋯보행도교 240m, 출입항통제사무소 1개소, 주차장 1개소 주요시설물 갖춰

구는 지난달 30일에 서구 오류동 정서진 선착장
에서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정서진 선착장은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
치하고 있어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
나 제17보병사단, 인천해양경찰서 등 여러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공사가 마무리
되어 뜻 깊은 준공식 행사를 갖게 되었다.
선착장은 서구 오류동 시계에서 45m 전면 해상
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통 예정인 경인아
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있다.
2009년 4월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득

하고, 2009년 12월 선착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에 동 공사를 완료하였다. 정서진 선착장
공사비용은 총 14억 3천만 원으로 보행도교
240m, 출입항통제사무소 1개소, 주차장 1개소 등
주요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세어도 어촌계장인 김오현 씨는“예전에는 만석
부두를 통해 세어도를 출·입항하는데 50여 분이
소요되었으나, 정서진 선착장을 준공함으로써 이
제는 10여 분이면 세어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며
함박웃음을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서진 선착장이 준공됨에 따라 주민은 물론 일
반시민 모두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어 오지
였던 세어도가 이제는 많은 사람이 오고가며, 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본격 시행
구는 2012년까지 음식물폐기물류
발생률을 20% 줄이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희동, 공촌동, 심곡동 일
원 18,031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
행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 내 단독
주택의 경우 보급된 개별용기(3리
터, 5리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요일 저녁 9시 이후 음식폐
기물을 배출한 후 다음날 아침에
빈 용기를 회수해야 한다.
빌라 및 다세대 주택에서는 공동
배출 관리자를 선임한 후 기존 공동
배출 용기에 납부필증(120리터용)
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지별로 무게
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단지별 무

게종량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
운영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수거·운반·처리비
증가와 악취 및 해충발생 등 생활
환경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
책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감량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음식물폐기물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각 세대별로 930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하여 생긴 비용
분담 형평성 문제 및 발생량 증
가로 인한 처리방안을 이번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종
량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문의) 청소행정과 ☎560-4411

♣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안내
구분

배출요일 및 시간

수거요일 및 시간 배출장소 및 용기회수

연희동
공촌동

일, 화, 목
(21:00~24:00)

심곡동

월, 수, 금
(21:00~24:00)

월, 수, 금
•배출장소 :
(24:00~06:00) 대문 앞 등 기존
배출 장소
•빈 용기 회수 :
다음날 06시
화, 목, 토
이후
(24:00~06:00)

수 있는 인정이 넘치는 섬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예측했다.
구는 세어도를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선인‘정서진호’
를 1일 2회 운항할 예정이며,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운항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시민 누구나 세어도
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서진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한 명품상품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천
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살기 좋은 명품서구 건
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제지원과 ☎560-4455

관광명소 정서진 상징 조형물‘쉼’선정
구는 지난 5일 구청 대상황실
에서 경인아라뱃길 개장에 따른
서해의 새로운 관광명소 정서진
상징조형물 선정을 위한 제3차
정서진추진위원회(이하 추진
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서진추진위원회에서는 경
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설
치 예정인 정서진 상징조형물
후보 2개 작품 중, 정서진의
낙조는 끝이 아니고 잠시 쉬어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
를 담은「석양을 조각하다-쉼

(休)」
을 2차 투표까지 가는 치
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정서진 상징조형물로 선정하
였다.
선정된「쉼」
정서진 상징조형
물은 이미 선정된 정서진 표지
석과 함께 2011년 12월 중 경
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 설
치되어 정서진을 방문하는 관
광객에게 관광명소로서의 깊
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56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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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악취 24시간 분석시스템 추가 설치

지역희망공헌사업

꿈나무 작은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전달

악취농도 분석·감시 장비 설치에 인천시 특별교부금 긴급지원

악취측정시스템

우리 구에 있는 서해·인천서부·서인천·가
좌새마을금고는 지역희망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서구청에서 꿈나무 작은도서관에 기
증할 어린이 도서 600권(500만 원 상당)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4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가
좌1동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청 관계자는“오늘 지원하는 도서는 자라나
는 어린이들의 큰 마음의 양식이 될 것이며 이번
도서전달식을 계기로 친서민 정책인 지역희망공
헌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특
히, 새마을금고에서는 모든 어린이 도서관에 도
서를 지원하지 못해 아쉬워하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사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지역희망공헌사업은 지난 4월 21일 서구청과
4개 새마을금고가 맺은 협약으로, 친서민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의 주도적 참여확대 및
주민이 원하는 지역밀착형 지원정책을 발굴 시
행하는 사업이다.
문의) 총무과 ☎560-4120

설치예정 지점(3곳)

구는 청라국제지구 내 현장민원실을 9월
20일 설치하여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서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각 국장 및
실·과장이 야간시간대 현장민원실에서 실
제 거주하면서 취약시간대 악취 및 주거 환
경문제를 체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인천시장은 지난 2일부터 청라국제도
시 내 아파트에 임시 입주하여 청라국제도시
의 악취, 교통 등 주거 환경문제를 입주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면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구는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2억1천만 원)을 재정지원 받아
청라국제도시(한라비발디, 청라중학교) 및 오
류지구(단봉초등학교)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2011년 하반기 인천 서구 취업한마당 개최

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2011
하반기 인천 서구 취업 한마당’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실직자 및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 증진과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최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일자리 현장
지원 활동 결과 나타난 인천 서구 지역 중소기업
들의인력난해소를위하여개최하게되었다.
서구청과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고 공동 주최한 이
번 행사는 서구지역의 31개 중소기업 구인업
체와 500여 명 이상의 서구 거주 구직자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만나‘현장면접의 장’
을 마련하여 실업자에게
는 구직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게는 현

장일자리 인력난 해소에 기
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
울러 참가업체 대상으로 현
장 애로사항 접수, 실업급
여·내일배움카드제·취업
성공패키지 등 안내, 전직지
원 프로그램 홍보, 노동법 상
담 등 구인업체와 구직자들
을 위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금번 취업한마당은
인천 서구지역의 소재 입주
기업들이 대중교통 불편을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상
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서구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진행돼 지역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서구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두 번째로 공동 개최한, 금번‘취업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인
난 해소는 물론,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지
자체와 고용센터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더 발
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되었다”
고 밝혔다.
문의) 경제지원과 ☎560-5701

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악취 측정 장치를
추가설치 중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택지
역의 악취피해 정도를 24시간 모니터링(황화
수소, 암모니아, 복합악취) 할 예정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급증하던 여름철 매립지
의 쓰레기 부패취가 기온하강으로 감소 추세
이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하절기 악취피해
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하절기 기
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개선을 위하
여 이달 10일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각 실·과장이 참여하는‘수도권매
립지 악취 전담 T/F팀(4개반 : 정책조정반,
악취대응반, 환경개선반, 악취조사반)’
을구
성·운영하여 매립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 추
진 및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문의) 환경보전과 ☎560-4365

북스타트(Book Start) 선포식
구는 지난 9월 27일
대회의실에서‘북 스
타트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북 스타트 운동’
은
아기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 하여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
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선물하는 운동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서구에 거주하는 생후 18개월
미만 영·유아와 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책
의 중요성과‘북 스타트’
의 의미를 듣고, 책 꾸러
미(그림책 2권, 가이드북, 손수건)를 선물로 받았
다. 선포식에 참여한 서구청장은 <달님안녕>이
라는 동화책을 직접 읽어 주기도 하였다.
구는 이번 선포식을 토대로 북 스타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을 북스타트의
날(Book-start Day)로 정해, 생후 18개월 미만
의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건강보험증, 아기
수첩 등을 지참하고 구립도서관(석남·검단·심
곡 어린이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원신청을 하면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북스타
트 운동을 통해 서구지역 영·유아들이 책과 가
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성숙한 서구민으로 성장
하는 지역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문의) 인재육성과 ☎56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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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

◈ 수도권 매립지 악취근절대책 요구 성명서 발표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지하 대회의실에서 서구 주민
및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설
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하
였으며, 서구의회 박형렬 의원의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과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실행위원회 이두원 사무국장의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서구의회 박형렬 의원은“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이번 10월중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들과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 주민 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서구청 브리핑실을 방문하여 수
도권 매립지 악취에 대한 근절대책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서구의회는 수도권 매립지 악취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
저한 분석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
으로 임해 줄 것을 서울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강력히 촉구
하였다.
아울러, 서구의회에서는 10월중에 개최 될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서구 구민을 위한 각종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약속하였다.

◈ 백석가교 철거반대 주민 서명부 전달 ◈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9월 1일 인천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
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대규모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백석가교 철거
를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7만여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와 함께
제출했다.
서구의회는 8월 중순부터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문화회
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주민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각종 지역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에게 백석가교 철거 시 교통대
란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서구의회 의장은“서구민 서명운동을 벌여 우리의 의사를 관계기
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서구전체의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 및 관계자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으며 주민복지 현황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등 구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당 20~30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위문품으로 전달함으로써 재래시장도 살리고 소외된 이웃들
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등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가되겠습니다”
“구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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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동

어려운 이웃돕기 새우젓 판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어
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새우젓 판매를 하였다.
강화 새우젓은 현장 판매하고 생새우는 주문
판매하였다.
품질이 좋은 새우젓을 싼 가격에 팔아 주
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르게살기위원
회는 새우젓 판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
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560-3002

신현원창동

경로 위안잔치 개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서구 실
내게이트볼장’
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
치를 열었다. 어르신 800여 명을 초대하여 점
심 식사를 대접하고, 민요가수 등을 초청하여
위로연을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원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한번 고취시키고 앞으
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
겠다고 말했다.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560-3105

석남3동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

연희동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열어

지난 5일 방위협의회를 비롯한 연희동 자생
단체 후원으로 마실거리에서 경로잔치가 열
렸다.
경로의 달과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 500
여 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
고 민요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자리에 참석
한 어르신들은 식사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
고 즉석 노래자랑을 펼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연희동 주민센터 ☎560-3024

석남1동

이웃돕기 사랑 나눔 바자회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
가 지난 달 29일 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개최
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자생단체 연합
으로 개최된 바자회에서는 국수, 떡, 과일 등
각종 음식과 물품들을 판매하였고,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종료되었
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 돕
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석남1동 주민센터 ☎560-3124

가좌1동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가정3동

10월 경로의 달 맞이 경로위안잔치 마련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고구려
가든’
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
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6개 자생단체가
함께 준비한 이번 잔치에서 갈비탕, 떡 등 정
성껏 마련한 음식을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자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단체원들의 노고
를 치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겨운 시
간을 가졌다.
가정3동 주민센터 ☎560-3083

석남2동

경로위안잔치 열려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SK에너지 후원으
로 경로위안잔치가 열렸다.
65세 이상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축하공연을 더해 어르신들이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로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경로효친사상을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석남2동 주민센터 ☎560-3144

가좌2동

1동 1사 메세나 후원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월 21일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바자회는 부녀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물품을 판매하였고 어려운 이웃
을 돕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져 예상
외의 성시를 이루었다. 새마을부녀회는 어려
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속 추진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생단체는 경로당 및 저소득층 세대에 사랑
의 물품을 전달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경로
당 7곳을 방문하여 과일, 떡, 음료 등을 전달하였
고, 통장자율회장은 저소득 50세대에 쌀(10kg
50포)를, 자율방범대는 저소득 14세대에 쌀
(10kg 14포)를 전달하였다. 자생단체원들은 앞
으로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세일유통(대표 이부종, 주민자치위원장)
은 1동 1사 메세나 협약에 따라 노인정 11곳에
과일과 라면 1상자씩을 전달하였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풍요로운 추
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효친을 실천
하였다. (주)세일유통은 앞으로도 1동 1사 메
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석남3동 주민센터 ☎560-4609

가좌1동 주민센터 ☎560-3181

가좌2동 주민센터 ☎560-3303

우/리/동/네/이/모/저/모

가좌3동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새마을부녀회는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
기 및 어려운 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
회를 개최하였다.
지난달 30일 2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바자회는 단체원들이 마련한 음식과
물품 판매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새마을
부녀회는 독거 어르신들의 생신일에 가정을 방
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일을 꾸준히 전개
하고 있다.
가좌3동 주민센터 ☎560-4612

가좌4동

구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주민센터는 지난 9월 7일 청사에 구정
홍보 강화를 위한 LED전광판을 설치하
였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정서진 지정, 경
인아라뱃길 등 우리 구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대구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정소식, 단체 행사 등 주민들에게
알찬 소식을 전달하여 신뢰행정 구축,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계획이다.
가좌4동 주민센터 ☎560-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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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동

노인시설 방문 위문품 전달

왕길동 유승아파트 노인회는 소속 회원들이
틈틈이 모은 폐지, 빈병 등을 수집하여 팔아 마
련한 성금으로 내리요양원에 작은 선물을 전달
하는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유승아파트 노인회는 평소 노인시설에서
어렵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
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활동을 전
개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의 정을 전달하고
있다.
검단1동 주민센터 ☎560-3254

■ 향토역사순례

검단2동

제6회 황화산골 들판축제 및 경로잔치

녹청자(綠靑磁) 도요지를 찾아서
지난 2일 제6회 황화산골 들판축제와 경로위안
잔치가 많은 주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풍년제를 시작으로 축제참가자들과 함께 황금들
녘을 걷는
‘황금들판 걷기대회’
와 어린이 그림그
리기 대회, 새끼꼬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가 열렸다. 이밖에도 민속
놀이 체험과 문화교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함께진행되어참가자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검단2동 주민센터 ☎560-3463

검단4동

완정사거리 국화 꽃 심기

지난 4일 새마을부녀회는 가을을 맞아 국화
꽃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국화꽃 심기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근로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완정사거리의 원형화단에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국화꽃을 심어 지역
주민들에게 가을의 향기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단4동 주민센터 ☎560-4617

우리 서구에 천년의 숨결이 담겨 있는 녹청자를
굽던 도요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흔치가 않다. 또한 녹청자도요지를 알고 있는 지역
의 주민들도 그곳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2010년‘녹청자도요지사료관’
을 신축,
개관하여 녹청자에 대한 교육과 체험 그리고 유물
들을 전시, 홍보에 주력하고 지난 10월 8일부터 4
일간 이곳에서
‘제1회 천년의 숨결 녹청자 축제’
를 개최하여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녹청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70년 5월에 경서동 녹청자도요지가 국가 사
적211호로 지정되었고 인천 최초의 사적지로 그
소재지는 서구 경서동 385(검암동 438-21)번지
에 위치해 있다. 이곳 도요지의 발굴은 1965년부
터 66년까지 4차례의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
시 도요지는 서쪽을 향한 얕은 구릉지대(丘陵地
帶)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 앞쪽으로는 검암동 하동부락 앞 염전과 바
다가 연이어져 있고 해머리 방죽(검암동주민)으
로 불려져 오던 곳이었다. 지역의 주민들에 의하
면 예전에는 이 지역을 사깃골(사깃마을) 또는 갯
골 등으로 불렀으며 바닷물이 난지도(蘭芝島)를
지나 도요지 앞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진펄(침포
리:沈浦里)로 불러왔다.
그 당시 바닷물은 내륙 깊숙이 시천동(현, 아라
뱃길)일대까지 들어왔음을 이 지역에서 옹기를 팔
던 점말(店村)이란 지명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이곳 도요지에서 발굴된 녹청자는 접시, 대접, 항
아리, 병, 자배기 등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
로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중엽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경서동 녹청자는 비교적 정선된 청자계의 얇은
태토(胎土) 위에 조질의 녹청색 유약을 발라 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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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청자로 빛깔은 녹갈색과 암녹색으로 불투명하
고 광택이 없으며 표면에 반점 같은 것은 자기를
구울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녹청자는 토속적(土俗的)인 아름다움을 지닌 실
용에 치중하였고 질보다는 양에 관심을 두어 서민
들의 생활용기로써 용도에 맞도록 만들어졌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녹청자도요지가 있던 인근지역은 예전에 말을
타고 작대기로 나무로 만든 공을 치던 무예를 하
던 격구(擊毬)경기를 하던 곳(경서동, 검암동, 시
천동 일원)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에는 도요지
가 위치한 곳에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바다를 통해 중국대륙이나 타지역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자리해 있어 아직도 지명에 남
아있는 장모루(長牟婁), 발아뫼장터, 구슬원, 구슬
역(球瑟驛)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당시 수백호의
주거지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전한다.
이렇듯 유서 깊고 오랜 전통을 지닌 지역에 위치
한,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녹청자도요지가 앞으
로 역사유적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현
녹청자도요지사료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져야 한다고 보며 녹청자의 역사성과 실체를 보존
하고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자
리매김 되어져야 하겠다.
지역의 오래된 역사와 문화의 전통은 지역의 기
술과 지식이 삶 그 자체에 녹아 있다고 한다. 그 역
사와 전통문화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여
녹청자의 우수성과 서민적인 친밀감 그리고 토속
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한 자기(磁器)로 재
탄생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일에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인천서구문화원장 박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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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단 체 명

내

용

한국서부발전(주)서인천발전본부(본부장 양수근)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 40만 원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 장봉혜림원(장애인 자립시설) 반찬지원(첫째·셋째 수요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항만건설단 · 장봉혜림원(장애인 자립시설) 반찬지원(둘째·넷째 수요일)
검암경서동
· 내리요양원 목욕자원봉사 (2011. 7. 8)
새마을부녀회
· 장애인 가정 반찬배달 봉사(매주 수요일)
· 아기돌보미 봉사(서구여성회관 다문화 가정 교육)
서곶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 모자가정 초·중·고 학생 장학금 지원(4명)
· 검단복지회관 급식봉사
(매월 첫째 주·셋째 주 금요일,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새마을부녀회
· 도시락 배달(매월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13세대)
· 내리요양원 목욕봉사(매월 넷째 주 화요일)
· 다문화가정 아기돌보기(월 1회)
연희동
가람노인복지센터(박경숙)
· 사랑의 밑반찬 봉사(매주 수요일, 25세대)
지준일(8통3반장)
· 사랑의 밑반찬 봉사(매주 수요일, 10세대)
· 사랑e-독거노인 가족만들기(매월 1회)
연희동 직원일동
- 추석맞이 독거노인(12명) 가정 방문
· 명절음식 나누기, 말벗 등
한방왕실족발(대표 송미란)
· 저소득 노인가구 밑반찬 지원(3세대, 주 1회 밑반찬 지원)
새아침교회(담임목사 조용환) ·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매주 토요일, 어르신 50여 명 대접)
서인천신협
· 저소득 장애노인 1세대에 현금 10만 원 지원
가정1동
참좋은교회(담임목사 이용권) · 어르신 100여 명에게 점심 대접(매주 토요일)
SK 에너지 인천컴플렉스(주) · 가정공원 경로당에 매월 10만 원 지원
자생단체
· 경로잔치(중식제공 및 여흥)
· 어려운 이웃 밑반찬 배달 지원(월 100,000원 상당)
주민자치위원회
· 가정3동 경로당 쌀 20kg 2포 지원
새마을부녀회
· 어려운 이웃 밑반찬 배달(11세대 지원)
가정3동
· 국민기초수급자 2세대 반찬 지원
세천사교회(목사 임중섭)
·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30세대 두유 1상자 지원
양자강(대표 윤인순)
· 가정3동 경로당 부식 지원
기준종합방역(대표 김득순)
· 가정3동 경로당 쌀 20kg, 1포 지원
두영식품(대표 인병호)
· 가정3동 경로당 부식 지원
· 경로당 지원(매월 3개소에 각 10만 원)
· 실업극복 서구지원(공부방) : 매월 15만 원 지원
SK에너지 인천컴플렉스(주)
·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 매월 3개교 각 17만 원 지원
· 중학교 장학금 지원 : 매월 3개교 각 25만 원 지원
네네치킨 신현점(대표 김응남) · 소년소녀 가장 세대 치킨배달(매주 2세대)
선봉식품(대표 고종국)
· 원창경로당에 음식배달(매달 25그릇 정도의 육개장, 갈비탕)
원창동 경영자협의회(회장 안광복) ·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저소득가구 지원(월 25만 원씩 3세대)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셋째 목요일)
새마을 부녀회
· 내리요양원 목욕봉사(매월 넷째 주 금요일)
신현원창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신현교회 후원) · 독거노인 12세대에 밑반찬 전달(20세대)
그랜드마트(대표 양승준)
· 어려운 이웃에 매월 라면 10상자 지원
포스코파워 봉사단
· 노인복지회관 봉사(매월 25만 원 상당의 백미 및 부식 지원)
예원음악학원(대표 박선옥)
· 저소득 가정 아동 2명에게 매월 피아노 무료 교습
통문장 영어학원(대표 전현호) ·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5명 영어학원 무료 수강 지원
서경백화점(대표 최창식)
·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상당 수강료, 교재비 지원
미건해물탕(대표 최용현)
·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쌀 20kg씩 2포 지원
궁중떡집(대표 주경미)
· 저소득층 가정에 매월 쌀 10kg씩 2포 지원
(주)지케이에스(대표 안광복)
· 차상위장애인 아동 1명 매월 5만 원 지원
· 원창동 경로당 매월 구운계란 3판 지원
대한식품(대표 이만선)
· e-편한세상·하늘채아파트 경로당 매월 구운계란 5판 지원
손은숙
· 사랑의 쌀 지원(10kg, 2포)
서구필학원(손경숙 원장)
· 사랑의 쌀 지원(20kg 1포)
· 독거노인 반찬 지원(매주 수요일, 10명)
미문교회
· 사랑의 쌀 지원(20kg 20포)
성민병원 장례식장
· 사랑의 쌀 지원(10kg 40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인천경기도회사회봉사위원회 · 사랑의 쌀 지원(10kg 20포)
진흥ENC (대표 김종오)
·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권 50매 지원
자생단체 연합회
· 사랑의 쌀(20kg 28포), 국수(6상자)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매일 40명)
석남1동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온정의 집 식사봉사
통장자율회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온정의 집 청소봉사
새마을부녀회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노인복지회관 식사봉사
· 매월 30일 노인복지회관 점심봉사
자유총연맹
· 매주 화, 토 우범지역 수찰
자율방범대
· 매주 월~금요일 우범지역 순찰
· 꿈나무 방과 후 교실 지원 : 매월 15만 원
SK에너지 인천컴플렉스(주)
· 경로당 지원 : 매월 3개소, 각 10만 원
· 신석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 매월 17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
·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30명/매월 10만 원 지원)
부녀회, 석남산업공단협의회 · 경로당에 월 1회 점심식사 제공(매월 20만 원 지원)
SK에너지 인천컴플렉스
· 경로당에 후원금 지원(매월 10만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0만 원 지정 기탁
SK에너지
(10월 경로위안잔치 후원)
참사랑 나눔회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8명 / 매월 16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회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3명 / 매월 30만 원)
석남2동
알짜마트 정육코너(대표 김일태)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1명 / 매월 10만 원)
알짜마트 식품코너(대표 김정욱)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1명 / 매월 20만 원)
대은교회
· 점심식사 제공 및 이·미용 봉사(매월 셋째 주 화요일)
새인천교회
· 무료급식소 운영(매주 수요일, 일요일 12:30~13:30)
서구신용협동조합(이사장 한동신)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10만 원 지원, 1세대 위탁가정 지원
청소년선도위원회
· 어려운 청소년 라면 20상자 지원
푸른사랑교회(목사 남근형)
· 어려운 이웃 돕기 금품 지원(현금 10만 원)
석남3동
성문교회(목사 김도태)
· 어려운 이웃 돕기 물품 지원(라면 16상자)
가좌동 예일교회
· 어려운 이웃 돕기 물품 지원(쌀 10kg 4포)

동 별

단 체 명
페리카나(대표 조석구)
새마을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동화기업(주)
Sun-Star 특수정밀(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주)팀버마스타
(주)주목(대표이사 오두만)
김종대
청구목재(주)
최가네 소머리국밥(대표 최근업)

내

용

· 기초생활수급자 10세대 치킨 배달
· 내리요양원 방문 목욕봉사(매월 넷째 주 금요일)
·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독거노인 20명, 매월 10만 원)
·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독거노인 40세대)
·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격려금 지원(매월 10세대 각 10만 원씩)
·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격려금 지원(매월 20만 원, 6세대)
· 어르신 이· 미용 봉사(매월 셋째 주 화요일)
· 온정의 집 빨래봉사(매월 셋째 주 목요일)
· 푸른솔 생활학교 결식아동 지원(매월 10만 원)
· 저소득 가정 성적 우수 청소년 장학금 지원(매월 50만 원)
가좌1동
· 푸른솔 생활학교 교재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월 5만 원)
·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매월 1명 100,000원 지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지원(월 10만 원)
· 행복이 가득한 집 목욕봉사(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가좌1동 노래교실
· 온정의 집 청소봉사(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수요일)
진영산업(대표 박종현)
· 저소득층 7세대 지원(침구류 7채-35만 원 상당)
동화기업(주)
· 저소득층 54세대(백미 10kg 44포, 선물세트 10개)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1일 20세대)
주민자치센터 봉사대(웰빙수산, 가좌농산물 후원) · 어려운 이웃 반찬조리 및 배달(매월 넷째 주 월요일/15세대)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월요일)
통장자율회
· 사랑의 쌀독 기탁(20kg, 4포)
· 내리요양원 목욕봉사(매월 첫째 금요일)
새마을부녀회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셋째 금요일)
· 신생요양원 노력봉사(매월 셋째 수요일)
부녀방범봉사대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다섯째 금요일)
· 천사요양원 목욕봉사(매월 둘째 화요일)
자유총연맹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셋째 수요일)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 도시락반찬 봉사(매주 목요일, 35세대)
가좌2동
가좌클럽봉사단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봉사(매월 둘째 목요일)
한신휴플러스 부녀회
· 서구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매월 넷째 목요일)
세일쇼핑(이부종)
· 신생요양원 물품 전달(매월 100만 원 상당)
가좌감리교회
· 어려운 이웃 밑반찬 봉사(매월 5만 원씩, 69가구 지원)
세필즈제과점, 부어치킨, 하나로마트 앞 떡볶이집 · 미술치료수업 간식 지원(매월)
· 사랑의 쌀독 기탁(10kg 5포)
성린교회
· 어려운 이웃 밑반찬 배달(월 1회, 30세대)
· 경로당 이· 미용 봉사(매월 2,4째주 화요일)
가좌2동발전협의회
· 어르신 국수봉사(매월 2,4째주 수요일)
가좌동 현대아파트 부녀회
· 사랑의 쌀독 기탁(20kg 4포)
(주)그린에너지(대표 백종대)
· 사랑의 쌀독 기탁(20kg, 12포)
주민자치위원회
· 1통 1명 이웃돕기 전개(매월, 어려운 이웃 10세대 지원)
· 노인복지회관 점심 봉사(매월 셋째 주 수요일)
건지골 나눔 봉사단
· 독거노인, 저소득 20세대 사랑의 밑반찬 지원(매월 셋째 주 수요일)
· 내리요양원 방문 봉사활동(매월 넷째 주 화요일)
새마을 부녀회
· 노인복지회관 점심 봉사(매월 첫째 주 월요일)
새마을협의회·부녀회
·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매월)
가좌3동
염광교회(담임목사 박주득)
· 저소득 4세대에 재래시장 상품권(5만 원 권) 전달
나은병원(병원장 하헌영)
· 독거노인 4세대에 재래시장 상품권(5만 원 권) 전달
· 저소득 6세대에 재래시장상품권(5만 원 권) 전달
코스모화학사랑나누기
· 성적우수 학생 1명에게 장학금 10만 원 전달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공동대표 조성혜) · 저소득 독거노인 5세대에 사랑의 밑반찬 지원(격주 목요일)
· 독거노인 생신 축하 상 차려드리기(9월 중 4명)
새마을부녀회
· 서구노인문화센터 급식 봉사활동(매월 넷째 주 목요일)
· 저소득 장애인가정 밑반찬 배달 봉사(매주 화요일)
가좌4동
(주)고기촌유통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 50만 원 기탁(매월)
(주)삼양제넥스
· 한부모세대 장학금 지원(2명 / 분기별 50만 원)
은혜로교회
· 어려운 이웃 국수봉사(매주 목요일)
사랑의 봉사대
· 무료 이, 미용 봉사(매주 목요일)
통장자율회
· 어려운 세대 후원(매월 5만 원 / 2세대)
새마을부녀회
· 검단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매월 첫째 주 월요일)
검단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 예향원 목욕봉사(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적십자봉사대
· 석남동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영광교회
· 어려운 세대 후원(매월 30만 원 / 6세대)
검단2동 직원
· 어려운 세대 후원(매월 5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 노인복지시설(에덴사랑의 집) 점심식사 제공 및 말벗
바르게살기위원회
· 반찬배달 봉사(장애인종합복지관, 저소득 장애인 10세대)
원당로터리클럽
· 어려운 이웃돕기 가을배추 재배
검단3동
·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100만 원 기탁
동아육운(주)
(저소득 가정 5세대 각 20만 원 지원)
서화회
· 추석맞이 저소득 가정 쌀(10kg 30포) 기증
· 둘레길 환경정비(매월 셋째 주 목요일)
주민자치위원회
· 사랑채요양원 종이접기 자원봉사(매월 셋째 주 금요일)
· 낙원요양원 요가 자원봉사(매월 둘째 주 수요일)
· 독거노인 반찬 배달봉사(매월 둘째 주 화요일)
새마을 부녀회
· 검단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 봉사(매월 둘째 주 금요일)
· 경로당 무료 이·미용 봉사(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바르게살기 위원회
· 통학길 교통봉사(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검단4동
검단탑병원
· 어려운 이웃 돕기(매월 현금 50만 원 및 쌀 10kg 5포 기탁)
롯데리아 당하점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10만 원 기탁(매월)
대관령황태해장국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10만 원 기탁(매월)
삼덕유화(주)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10만 원 기탁(매월)
(주)우형개발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5만 원 기탁(매월)
보은의료재단
· 매일 사랑의 도시락 5~10곳 배달
한스웨이브
·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금 10만 원 기탁
이마트 검단점
· 어려운 이웃에게 쌀 20kg, 3포 지원(매월)
개인기업단체 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장경석) · 교통장애인 박상화님 회갑연 마련(경비 일체 지원)

쉼/터

이제는 세계화 시대!
Lunch(Galbitang)
Tina and Jeongyol became hungry after taking a walk at Rose Park. They talked
to each other about what food they will have for lunch. Tina said to him "There is a
good restaurant nearby". Jeongyol heard about it for the first time, but he agreed to
go there. The restaurant was already crowded with customers.
(Tina and Jeongyol are taking a walk at Rose Park)
Tina
: What time is it now? Jeongyol.
Jeongyol : It's already one twenty.
Tina
: I am feeling hungry. How about you?
Jeongyol : I am hungry. I only had a glass of milk for breakfast.
Tina
: Do you want to eat Korean food?
Jeongyol :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mean?
Tina
: How about Galbitang. It is very delicious. I know a good
restaurant nearby.
Jeongyol : OK. Let's go there.
(They walk toward the restaurant)
Employee : Come in, welcome to my restaurant(she shows a menu).
Tina
: Let's get Galbitang.
Jeongyol : What kind of food is Galbitang?
Tina
: Galbitang is the meat soup with pork ribs.
Jeongyol : Let me see menu, there are so many kinds food in the
restaurant.
Tina
: They are all Korean food.
Jeongyol : The names of food are not easy to read. Are their tastes
different?
Tina
: You can't say that again.
Employee
Tina
Jeongyol
Tina
Tina
Jeongyol
Tina

: Galbitangs are here. Be careful it's hot.
: Wow, it smells good.
: Is this Galbitang? And what is this?
: Kkakdugi, it is a kind of kimchi. That is dadaegi(seasoned red
pepper sauce).
: You put a little dadaegi in the soup. Hot spicy soup makes you
feel better.
: Oh, it's good.
: I have Galbitang often. Next time let's have bean paste st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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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중심에 서다

점심(갈비탕)
티나와 정열이는 장미공원을 걷고 나니 배가 고파졌다. 점심으로 무엇을 할 지 서로
의논을 한다. 티나는 주변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그곳으로 가자고 한다. 정열이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지만 가기로 한다. 음식점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티나와 정열이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티나 : 지금 몇시야? 정열아.
정열 : 벌써 1시 20분이네.
티나 : 어쩐지 배가 고프다. 넌?
정열 : 나도 배가 고팠다. 아침을 우유 한잔 했는데.
티나 : 한국음식 먹을래?
정열 : 무슨 음식으로?
정열 : 갈비탕으로 하자. 아주 맛있어. 주변에 잘하는 곳이 있어.
정열 : 가보자.
(두 사람은 음식점으로 향한다)
점원 : 어서 오세요(메뉴판을 놓는다).
티나 : 우리 갈비탕 먹어보자.
정열 : 갈비탕이 뭐야?
티나 : 갈비탕은 소고기를 재료로 해서 끓인 국이야.
정열 : 메뉴판좀 보자. 어휴~ 웬 음식종류가 이렇게 많아?
티나 : 다 한국 음식이야.
정열 : 이름도 어렵네. 맛은 다 달라?
티나 : 물론이지.
점원 : 갈비탕 나왔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티나 : 와 냄새가 좋다.
정열 : 이게 갈비탕이야? 그리고 이건 뭐야?
티나 : 깍두기, 그것도 일종의 김치야. 저것은 다진양념이라고 해.
티나 : 국물에 다진양념을 약간 넣어서 얼큰하게 먹으면 속이 시원해.
정열 : 맛이 괜찮은 데.
티나 : 나도 자주 먹어. 다음엔 된장찌개 먹자.

Tip wonderful(맛이 좋은 The bean paste stew smells really wonderful. 된장찌개 냄새가 참 구수하네요) take a walk(산책하다, take a walk in the garden 정원을 산
책하다) toward(~쪽으로, The cat crept silently toward the birds. 고양이가 새를 보고 살금살금 기어갔다) be made of(~만들어진, Be careful with that vase, it is
made of glass. 그 꽃병 조심하세요, 그거 유리로 만들어 졌어요. cf : Bean curd is made from soybeans. or Soybeans are the main ingredient of bean curd.
두부의 원료는 콩이다) smell(smell은 자동사로 반드시 보어로 형용사가 붙는다. It smells bad. 고약한 냄새가 난다) hot, spicy(뜨겁고 매운, 즉 얼큰한, Hot spicy soup
will make me feel better. 얼큰해서 속이(시원하다) 확 풀린다)
| 편집위원 김성재

서 구 만 평

가좌4동 최

9

배준

“서구구정소식”은 구민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 따뜻한 우리주변이야기 등 장르에 제한 없이 원고
지 3매 이내로 작성하셔서 2011년 11월 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통해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기획홍보실
구정홍보팀 서구구정소식 담당자 앞
• 이메일 : ashin68@korea. kr
- 제출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 구정홍보팀 ☎56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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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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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최근 서구화된 생활 및 식사습관으로
인해 활동량의 감소와 고지방 식사를 하
게 되면서 대사증후군을 보이는 환자들
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에서 한국인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며, 대한의사협
회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서유럽보다 높아‘매우 위험
한 상황’
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대사증후군은 아직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질병으로 경각심이 부족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은 무엇
이며, 치료와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사증후군이란 인슐린 저항성과 함
께 복부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같은 질병이 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의 임상적인
중요성은 그 관련인자들이 죽상경화증
에 의한 문제인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2002년 미국의
콜레스테롤 교육프로그램(NCEP-ATP
III)에서 다음 5가지 중 3가지 이상일 때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습니다.
①허리둘레 남자 102(한국 90)cm, 여
자 88(한국 80)cm 이상의 복부 비만인
경우,
②중성지방 150mg/dL이상의 고중성
지방혈증인 경우,
③남자 40mg/dL이하, 여자 50mg/
dL이하의 HDL-콜레스테롤인경우,
④130/85mmHg 이상의 고혈압인

독/자/마/당

대사증후군
경우,
⑤공복 혈당 110mg/dL이상의 고혈
당 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선
우선 생활 습관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
니다. 즉 신체 활동량의 감소와 과도한
체중이 대사증후군 발생에 있어서 기
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므로 이
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
고 과체중을 줄여가려는 노력이 필요
합니다. 둘째,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1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나 가벼운
조깅은 체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혈압의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의 감소 및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감소
시켜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의 발
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습
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선 탄수화물의 섭취는 전체 칼로리
의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
다. 탄수화물은 단순 다당류의 탄수화
물보다는 도정하지 않은 곡류로 만든
빵이나 제품, 현미가 좋으며 설탕은 정
제하지 않은 흑설탕이 좋습니다. 대사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을 예
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이
의심될 때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고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과 전문의 양선미 과장
(나은병원 유방·갑상선전문센터)

사진으로 보는 서구 풍경 ②

서구 가
좌동 280-3번지에
앉은 청송 심씨의 이 구옥
은 3백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천
최고령(最高齡)의집이다.
이집은조선초영의정을지낸청송심씨(沈氏) 참
정공파(僉正公派) 안효공(安孝公) 온(溫)의 10대손,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증가선대부
이조참판(贈嘉善大夫吏曹參判) 한웅(漢雄
1652~1715)이거주하기시작하였다고한다.
1940년에한웅의8대손상필(相弼1873~1957)과
그의 아들 운섭(雲燮 1899~1966)이 4년간에 걸쳐
증축 공사를 하면서, 백두산에서 한국송(韓國松)을
벌채해압록강을뗏목으로해서신의주까지가져와
인천으로 운반해 왔고, 지붕의 기와는 영흥도에 있
었던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사당이 오랜 풍상으로
퇴락하여 헐린다는 소식을 듣고 배 3척을 내어 그

기와를가져다가얹었다는것이다.
6·25 당시인천시민수만명이개건너나루를건
너 피난해 왔을 때, 이 집에 무려 30여 가구가 들어
와 생활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물이 마르지 않아 피
난민들의 극심한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
다. 이우물은현재도보존이되어있다.
그 후 1950년대에는 길영희(吉英羲) 교장 선생의
주도로 인중·제고생은 물론 서울고, 인일여고, 송
도고 학생들의 특별활동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9년 10월 정부가 농어촌 전기 공급 공사를 추진
할때, 서곶지역전기공사추진위원회위원장이었던
현재이집의주인심재갑씨가김정렴(金正濂) 당시
상공장관을 이 집에 초청하여 회의를 하기도 했다
는것이다.
근래이구옥이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의여파
로 헐리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렸었는데
그후어떻게되고있는지불확실하다. 그동안이런
저런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것도 안타까
운데, 인천에서가장오래된유서깊은집이그냥사
라진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아니 절대 있을 수 없
는일이다.
글/시인 김윤식

내소사 꽃 살문
김수지(서구 마전동)

以心傳心의 잎과 줄기
싱그럽게 자라나
염화미소 피어났네
수백 년의 시공 사뿐히 넘어와
붉은 꽃타래
주렁주렁
저마다
눈동자 속에
한 송이씩 피어나는
우담바라!
눈부처 한 분씩
환하게 웃고 계시네

행/정/게/시/판

『서구 아카데미』명사 초청 특강 운영

※ 지방세 납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개인 전용
계좌 납부

◎ 대상 : 신청 없이 구민 누구나
◎ 2011년 특강 일정

10.16(수)
14:00

11.30(수)
14:00

강 사 명

강의 제목

분야

서구청
대회의실

이시형

『왜 세라토닌 인가』

건강

서구
문화회관
소공연장

송옥숙

『미리 준비하는 삶』

소양

전국은행
CD/ATM
납부

◎ 교육대상 :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 교육인원 : 각 기수 당 30명(과정당 15명 이하일 경우 폐강)
◎ 교 육 비 : 무료
◎교
재 : 컴퓨터교육실 내 비치된 교재 사용
◎ 교육장소 : 구청 지하 컴퓨터교육실(본관 지하1층)
◎ 선발방법
- 기초반 : 전산추첨(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활용반 : 선 착 순(인터넷접수)
※ 방문 접수는 인재육성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인터넷접수는「인천서구사이버평생학습관www.anyedu.or.kr」
에서직접신청)
교육일정

교육시간

21 10.24~10.28

11.07~11.18

22 10.24~10.28
23
24

전산추첨일 과 정

대상

비고

10:00~12:00

11.2 기초반 파워포인트2007 구민

10일

11.07~11.18

14:00~16:0

11.2 기초반 포토샵 이미지 편집 구민

10일

11.07~11.11

11.21~12.02

10:00~12:00

활용반 파워포인트2007 구민

10일

11.07~11.11

11.21~12.02

14:00~16:00 11.16 기초반 스위시 웹 애니메이션 구민

10일

-

교육내용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실시간 납
부 가능
※ 지방세 납부 ⇒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투입 ⇒ 납부방법 선택(본인, 타인) ⇒
비밀번호 입력
☞ 본인 납부시 : 과세내역 확인 ⇒ 납부완료 ⇒ 납부확인
☞ 타인 납부시 : 납부방법 ⇒ 선택(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입력
과세내역 확인(건별 확인) ⇒ 납부완료 ⇒ 납부확인증 발급

지로 납부

● www.giro.or.kr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 조회납부 ⇒ 인천서구 ⇒ 납부
※ 타인 지방세 납부 : 전자 또는 간편 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자동이체 ● 지방세 정기분만 해당되며 모든 시중은행에 납부 가능
납부(정기분) ※ 출금통장, 통장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2011년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생 모집

접수기간

이 용 방 법
● 고지서에 납세자 개인별 납부전용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은행 방문 없이 납부
가능
※ 계좌입금 형식으로 인터넷, 전화, CD/ATM, MOBILE,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납부 가능 (타인도 납부 가능)

● www.wetax.go.kr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선택 ⇒ 고지조회 및 납부
위택스 납부 ※ 타인 지방세 납부 : 전자 또는 간편 납부번호,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이용【이용시간 : 07:00~22:00 (365일)】

문의) 인재육성과 ☎560-5910

기수

11

지방세, 이제는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인천 서구 아카데미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 강사 초청 특강을 실시합니다. 구민 여러분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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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송달납부
(정기분)

●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개인 메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고지함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지방세 정기분만 해당)
※ 위택스 접속 /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회원 정보 변경에서 신청

※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방법도 동일합니다.
문의) 세무과 체납정리팀 ☎560-4240

“이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 받으세요”
민원24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등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
로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발급받을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내용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신고 등 총 2,995종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 민원사무 총 5천종 중 60%를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문의) 인재육성과 ☎560-5915

『인천 서구 북스타트(BookStart)』사업 안내
<북스타트> 란‘책과 함께 인
생을 시작하자’
라는 취지로
영아들에게 출생과 동시에 그
림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선물
하여 책과 함께 놀게 함으로써
독서를 평생습관으로 만들어
가자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입
니다.
그림책을 매개로 아기와 부
모가 풍요로운 관계를 형성하
고, 대화를 통해서만 길러지는
소중한 인간적 능력들을 심화
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북
스타트의 역할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석남·검단·
심곡 어린이도서관 등 3개 구립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영아들을 대상
으로 인천 서구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 하오니, 책 읽는 사회를 만들어 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생후 ~ 18개월까지 영아 (서구 거주자에 한 함)
◎ 신청기간 : 2011. 9. 28 ~ 2011.12.31
◎ 서구 북스타트 데이 : 매주 수요일
◎ 지 참 물 :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중 1개
◎ 신청방법 : 가까운 도서관 방문하여 북스타트 가입신청서 작성
※ 석남·검단·심곡도서관 구분 없이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 운영기관 : 서구립 도서관 3개소
- 석남 어린이도서관 : 571-9457, 공현정 파트장
- 검단 어린이도서관 : 561-4129, 심인경 파트장
- 심곡 어린이도서관 : 568-0145, 최미희 파트장
◎ 북스타트 회원이 되시면?
- 북스타트 책 꾸러미(그림책 2권, 안내책자, 가이드북, 손수건)를 드립니다.

주요 민원 안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개별공시지가 확인
·장애인증명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 주민등록등·초본 등 1,192종은 민원인이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가능
○ 이사, 사망, 교육 등 주요 생활민원 21개 분야에 대해 다수기관 방문 없이 한번
에 일괄 처리
생활민원 일괄서비스(21개 분야)
이사, 사망, 개명, 보훈, 장애인복지, 교육제증명, 취업준비, 기초생활 수급, 부동산 거래, 소자본 창업귀
농귀촌, 다문화가족, 해외유학·여행·이민, 서민금융지원, 서민생활법률, 출산·육아지원, 과태료부과
민원, 자동차민원, 고용안정, 산재보험, 미환급금 찾기
○ 기타 주요기능
-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 안내·열람(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10종)
- 다문화가정을 위한 5개 국어 서비스(영어,일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 제공
- 본인 신청 후 민원서류 발급 없이 행정기관 등에 직접 전송 가능
이용절차
○「민원24」
접속(www.minwon.go.kr)
→ 민원사무명을 검색하여 신청내용 입력
→ 본인인증 필요 시 공인인증서로 확인(※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
→ 유료민원 신청 시 수수료 납부(휴대폰,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제)
→ 민원신청결과 확인 후, 처리 완료시 문서출력
※ 민원의 종류에 따라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문의) 민원봉사과 ☎560-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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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안내

디지털방송 전환 취약계층 지원 신청기간 연장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발급기설치 위치

운영개시일

서구청 현관

2009. 1

서구청 민원봉사과
(종합민원실 내)
검단1동주민센터
(1층민원실 내)
가좌2동 우체국
(ATM창구 좌측)
가좌동 M-PARK(엠파크타워)
(1층 안내데스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청사 우측 보조출입구 옆)
공항철도 검암역사
(검암역사 내부 로비)

2005. 8

도로명(지번) 주소

운영시간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 심곡동 244)

08:00-22:00
(연중무휴)

인천시 서구 검단로 502번길 15
(서구 마전동 665)
인천시
서구 원적로 96번길 27
2011. 7. 29
(서구 가좌동 12)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58
2011. 7. 11
(서구 가좌동 178-105)
2011. 9. 23일 전후로 인천시 서구 가정로 335번길 3
(서구 신현동 294)
개통예정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 26
2011. 9. 23일 전후로
(서구 검암동 414-204)
개통예정
2002. 12

09:00-18:00
(월~금)
08:00-22:00
(연중무휴)
08:00-22:00
(연중무휴)
08:00-22:00
(연중무휴)
07:00-23:00
(연중무휴)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
하오니 대상자는 기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경기·인천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로,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만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직접수신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

주민등록 등·초본

400원

필요

토지대장·임야대장

기본500원

불필요

■ 지원 대상 가구
①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가구
② TV수신료 면제 가구
o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o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o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o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o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 장애인
③ 차상위 계층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가구
o 자활근로에 참가하는 자
o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o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o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o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를 지급받는 자

불필요

2. 신청기간 : 2011. 8. 1 ~ 12. 31

발급가능서류
서류명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원부,갑,을)
건설기계등록원부(원부,갑,을)

수수료

추가장당100원
500원
800원
관내：500원
관외：1,500원

본인확인(지문)

참고사항

불필요
필요

300원

필요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무료

필요

농지원부

1,000원

필요

토요일에는 15:00까지만 발급
(일,공휴일은 발급 불가)

서구주민의 서구 보유농지에 한해서 가능

병적증명서

무료

필요

군필,면제,제1국민역

초·중·고 졸업증명서

무료

필요

학교별로 발급조건 차이있음

중·고 성적증명서

무료

필요

인천지역은 졸업증명은 1981년 졸업자
부터성적증명은 2003년 졸업자부터가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00원

필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200원

필요

※ 등기부 등본 발급은 서구청 현관 무인발급기에서만 09:00-18:00(월~금요일)에 가능

이용방법
1) 발급기 화면에서 발급받을 증명서 종류버튼을 클릭
2)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지문인식장치에 오른손 엄지를 올려놓고 본인확인
3) 필요한 증명서에 들어갈 세부내용 사항 선택해서 클릭
4) 증명서 통 수 선택 후 수수료투입 => 증명서 수령
(50원·100원·500원짜리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만 투입 가능)
문의) 민원봉사과 ☎560-4692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 주민센터 또는 서울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에 비치 방송통신
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내려받기 가능
나. 신청서 접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방문
o 우편 신청 : 별첨“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 운영현황”참조
o FAX 신청 : 별첨“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 운영현황”참조
o인터넷신청 : www.oklife.go.kr(ok주민서비스), www.minwon.go.kr(민원24)
4. 제출서류
■ 본인신청시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신분증 (우편 또는 Fax신청시 사본 제출)
■ 대리 신청시
1. 정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2. 위임장 (법정대리인은 관련 증명서류)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5. 지원내용 : 디지털 컨버터 무상지원 또는 DTV구매보조 중 선택
품명 및 규격
디지털
컨버터

56cm
(22형)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딜러 제3기 교육생 모집 안내
인천시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참신한 인재를 모
집합니다.(소정의 전문교육을 이수
한 후에 취업을 알선합니다)
1. 모집직종 :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딜러 (내수 및 수출)
2. 모집인원 : 50명
(오전반 25명, 오후반 25명)
3. 교육기간 : 2011. 11. 7(월)`~11. 23(수)
오전반 08:30~12:30, 오후반 13:00~17:00
4. 신청자격 : 서구 구민[ 학력, 성별, 연령(미성년자 제외) 제한 없음]
5. 전형방법
○ 원서접수 기간 : 2011. 10. 5(수) ~ 11. 2(수) 18:00까지
○ 면접일시 : 2011. 11. 3(목) 13:00
○ 면접장소 : 인천시 서구 엠파크타워 중고차 매매단지(지하 1층 엠파크 홀)
○ 합격자발표 및 예비소집 : 2011. 11. 4(금) 11:00
6.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재 및 실습재료 무료제공
○ 수료자 전원 인천시 서구지역 중고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원사에 취업알선
7. 제출서류 :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소정양식, 사진포함) 1통
○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문의)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팀 ☎560-5700

제품

삼성전자(LN22D450)

58cm
(23형)
디
지
털
텔
레
비
전

LG전자(M235IPS)

61cm
(32형)

61cm
(32형)

기능 및 특징

가격

o 채널범위 : ch 2 ~ ch 69
o 화면비율 : 전체보기, 와이드16:9,
와이드 14:9, 중앙보기
o 한글자막, 방송안내, 화면해설방송 등
지원

무상지원

o 해상도 : 1366 × 768 (LCD)
o 응답속도 : 7ms
o 스피커 : 3W + 3W
o 밝기 : 250cd/m2
o 시야각 : 상하 160°
, 좌우 170°

59,000원

o 해상도 : 1920 × 1080 (LED)
o 응답속도 : 5ms GTG(σ
), 14ms GTG
o 스피커 : 5W + 5W
o 밝기 : 250cd/m2
o 시야각 : 상하 178°
, 좌우 178°

99,000원

o 해상도 : 1366 × 768(LCD)
o 응답속도 : 5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450cd/m2
, 좌우 178°
유한프리젠(UHP3201-HD) o 시야각 : 상하 178°

363,000원

o 해상도 : 1366 × 768(LCD)
o 응답속도 : 8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500cd/m2
, 좌우 178°
대우디스플레이(LD32L1B1) o 시야각 : 상하 178°

435,000원

o 해상도 : 1920 × 1080(LED)
o 응답속도 : 5ms
o 스피커 : 10W + 10W
o 밝기 : 450cd/m2
o 시야각 : 상하 178°
, 좌우 178°

769,000원

107cm
(42형)
우성엔터프라이즈(EKA-42BFBU)

문의) 디지털 전환 콜센터 ☎080-2012-012

행/정/게/시/판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는‘긴급지원제도’안내
◎ 긴급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
니다.
◎ 긴급지원제도의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중한 질병, 이혼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
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난방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단,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 1억 3,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 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또
는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032-560-5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안내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활특례자 포함)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 차상위대상자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여 신
청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수당,연금) 가구*
-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07년 말 현재) 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 탈락가구 제외)
- 저소득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가구
•영유아 복지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20% 기준
구분

1인가구

금액(원/월)

639,100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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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모범업소」지정 신청 안내
최근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
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물
가안정 모범업소』
를 지정·운영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우리구 경제지원과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지정기준 적용)
○ (자격 기준) 60점(가격수준 →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가격안정 노력)
○ (서비스 기준) 20점(종사자의 친절도 10, 영업장의 친절도 10)
○ (공공성 기준) 20점(정부시책 참여 : 옥외가격 표시, 원산지표시 이행 등)
○ (가점부여 기준) 10점(특정계층·세대할인, 중앙·지자체 표창 여부 등)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신청 장소) 군·구 지역경제부서
○ (신청 방법)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읍·면·동장, 직능단체, 주부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적격업소 추천
○ (신청 주기) 년 2회 ⓛ 2011년 하반기 ⇒ 9월중(기 완료)
② 2012년 상반기 : 2~3월중
▣ 지정절차
○ 지정 공고(군·구)→신청(업소)→현지실사·평가(군·구)→지정여부 심사
(군·구)→검토(군·구)→협의·조정(시, 행정안전부)→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
부(군·구)
▣ 모범업소 지원사항(인센티브)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감면 등, 모범업소의 소비자 이용제고 위한 홍보 실시
▣ 신청서 및 세부지원사항(인센티브) 등 : 서구 경제지원과에 문의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36

천년의 숨결 녹청자와 함께하는『2011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녹청자 발생지로서 우리나라 도자문화 연구에 큰 의미를 지닌 우리 서구에서
「2011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을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작가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19,549원씩 증가(8인 가구 : 3,005,493원)

2. 신청 및 공급
- (신청) 매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21일부터 10일 이내
3. 공급가격
- 연산 : 2010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20㎏ 1포 18,500원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
4.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매월 20㎏들이 2포대로 제한)
- 1인가구의 경우 1회에 2개월분(20㎏)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 구입
5. 공급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CJ GLS)에서 직접 배달
- 해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일(매월 20)로부터 10일이내(매월 21~말일)
문의처) 동 주민센터, 서구청 사회복지과 ☎560-5872)

♠ 행 사 명 : 2011 대한민국 도예 공모전
♠ 공모분야
- 현대도자분야 : 조형도자, 공예도자, 제품도자
- 전승도자분야 : 전통도자(청자,백자,분청사기,토기,옹기 등), 녹청자
대 상 (2점)

2,000만원(각1,000만원·매입 상금)

우수상 (3점)

1,200만원(각400만원·매입 상금)

특 선 (10점)

500만원 (각50만원)

장려상 (10점)

300만원 (각30만원)

입 선 (다수)

상장 및 도록

♠ 출품자격 : 국적· 연령 제한 없음
♠ 출 품 료 : 30,000원/1점
♠ 시상내역 : 총 4,000만원
♠ 작품접수 기간 : 2011. 11. 11(금) ~ 11. 12(토)
♠ 출품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회관(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주
최 : 인천광역시 서구
♠주
관 : 2011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조직위원회
♠문
의 : 대한민국 도예공모전 조직위원회
(010-6216-0011, 010-8870-8867)
※ 기타 상세한내용은 http://blog.naver.com/ceramickor 에서 참조 바랍니다.

워킹맘을 위한 아기맞이 교실
서구보건소에서는 평일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녁시간
을 이용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자「워킹맘을 위한 아기맞이교실」
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대
상 : 관내 임산부 20명
○ 교육일정 : 2011. 11. 1~ 2011. 11. 22 화요일 오후 7시(4주간 진행)
○ 교육장소 :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강
사 : 출산준비전문가, 부부교육 전문가, 임산부 체조 강사 등
○ 교육내용
- 임산부 모유수유 및 육아체험교육
- 임산부 체조
- 아기맞이 태교 교실
- 부부의사소통 교육
※ 교육은 총 4주간 진행되오며, 수료하신 분께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참가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바랍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560-5058

『인천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무용공연』안내
우리 구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천시립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할 예정으로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인천시립무용단 찾아가는 무용공연』
♠ 주 제 :『 풍속화첩 』
♠ 일 시 : 2011. 11. 24(목) 19:30
♠ 장 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출 연 진 : 인천시립무용단
♠ 공연내용
인천시립무용단의 창단30주년을 기념하는 <풍속화첩(風俗畵帖)- 춘향>은 우
리 고유의 전통춤을‘춘향전’
의 서사에 담아낸 한국적 댄스로 객석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춤을 선사하는 공연입니다.
문의)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56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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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안내
우리 구의 문화 홍보대사 서구립합창단이‘제20회 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1태백전국합창대회 동상 수상곡“마차가 달려오네”
,
“아라뱃길”
“난타”
,
등 다양한 공연과 아름다운 하모니의 연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제20회 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일 시 : 2011. 11. 17 (목) 19:30
♠ 장 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출연진
- 지휘자 이경자, 반주자 조은새, 성악지도 박은혜 / 단원 총 42명
♠ 찬조출연 : 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 난타(최재학)
♠ 공연내용
- 1부 : Welcome to my world 외
- 2부 : 민요 메들리 외
- 3부 : 마차가 달려오네 / 아라뱃길
문의)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560-4345

식품제조가공업소등 소셜네트워크(me2day) 가입 안내

환경민원상황실 운영 및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운영
□ 환경민원상황일 운영 안내
•환경보전과 상황실 : 평일 18:00~21:00 / 휴일 10:00~16:00
•환경오염행위 및 악취발생시 환경보전과 사무실(☎560-4360)로 전화·신고
→ 상황근무자 대기 → 민원접수 및 처리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128환경신문고) 안내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번(시·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등
- 신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료 건
• 지급금액：최저 1만 원, 최고 30만 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인천광역시 및 서구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등(첨가물, 용기포장지제조업, 즉석
제조가공업소)영업주분들의 제품생산에 따른 궁금증, 질의사항 및 법적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의 소통채널 소셜네트워크(me2day)에
“인천식품사랑”
이란 이름으로 계정을 구축하였으니, 영업주들께서는 적극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을 꺼내세요! 당신의 녹색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주의사항
1. 네이버(naver)우측 상단에 me2day 클릭하여 가입
2. 닉네임 설정 시“서구”반드시 입력요망 예)00식품서구
3. 친구찾기란에“인천식품사랑”검색 후 친구요청
문의) 위생과 ☎560-4332

□ 그린카드란?
국민의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를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녹
색제품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시 정부·지자체·기업 등에서 포인트를 지급하여
국민의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 그린카드 혜택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
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전사고사례
◦ 2009. 7. 13
◦ 2011. 5. 20
◦ 2011. 6. 6
◦ 2011. 7. 31

: 강릉시 강동면, 관광객 2명 사망
: 평창군 대화면, 동네주민 1명 사망·1명 부상
: 파주시 군내면, 군인 1명 사망
: 경북 봉화, 어린이 1명 사망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셨다면 구청 환경보전과(☎5604351) 및 각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주시고,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
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구청 환경보전과(☎560-4351) 및 각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울타리 설치 및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기울타리 설치·사용 방법
①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전기울타리 설치
②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요청
③ 전기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문의) 환경보전과 ☎ 560-4350

□ 그린카드 발급방법
1.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 비씨카드(우리, 하나SK, NH농협, IBK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
2. 인터넷으로 보다 간편하게
- 그린카드 홈페이지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등다양한 형태의 그
린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참고하세요!!
문의 및 접수처) 서구청 환경보전과 ☎560-4630

도로상 노점상 행위 및 불법 적치물 단속
▶ 단속대상
- 도로상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노점상
- 도로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적치물 일체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방법 : 8명·2개조의 단속반 운영을 통한 순찰 및 단속 실시
▶ 관계법령 및 조치사항
- 도로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 도로법 제97조에 의한 고발조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 기타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7)

『국가암 조기검진』으로 소중한 건강을 지키세요!
■ 검진대상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건강보험가입자중 만4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가기준이 하위 50%(직장가입자: 64,000원, 지역가입자 :
73,000원)이신 분으로『2010년 무료 암검진표』
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
※『국가 암조기 검진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 검진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검진항목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중 해당 항목
※ 개인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항목이 다릅니다.
■ 검진기관 : 전국「국가 암검진 의료기관」: 국가 암조기 검진표 뒷면 참고
■ 검진절차 : 암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
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문의 ) 서구보건소 ☎560-5063/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 이렇게 참여하세요!
- 내방, 전화, 홈페이지(http://vt.seo.incheon.kr)를 통한 자원봉사 참가 신청서 작성
→센터직원상담→기초교육→봉사활동처연계및활동전개→평가및인정
■ 활동분야 : 노력봉사, 학습지도, 기능 및 전문봉사, 의료봉사, 문화봉사 등
■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간병지원, 이미용지원, 차량지원 등)
-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증 발급
- 교통카드지급, 서구공영주차장 무료주차증, 서구사계절썰매장무료이용권 등
(단, 봉사활동 누적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문의 및 상담
- 서구자원봉사센터 ☎ 568-1365 / 홈페이지 http://vt.seo.inche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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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만40세, 만66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1년 3학기제 성인 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안내
◆ 검진대상 : 만40세(1971년생), 만66세(1945년생) 출생자 전원
◆ 검진기간 : 1차 검진-2011.12. 31까지(2차 검진: 2012.01.31까지)
◆ 검진비용 : 전액 무료
◆ 검진방법 : 검진표 지참(분실시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실시(암 검사의 경우 검진기관에 미리 예약하세요!)
◆ 검진내용
- 1차 : 혈압측정,시력 및 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혈액검사, 특정
암검사, 골밀도검사(만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세)
- 2차 : 1차건강진단 결과상담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고혈압·당뇨에 대한 검
사 및 보건교육 실시
※ 검진결과통보서를 받으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검진결과 상담도 해드리고
홍보물도 배부해드립니다.(2011년도 국가암 대상자는 암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문의)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560-5063~4)

배움에 대한 목마름! 말하지 못한 답답함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배움의 시기를 놓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정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식 졸업장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서구보건소 일반진료 안내
서구보건소 진료실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만성질환
진료 및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및 기간 : 제한없음
■ 진료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 서비스 내용
- 감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일반진료
- 퇴행성관절염 등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 기본혈액검사 및 소변겸사, 흉부X-ray 촬영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 비용
- 약처방 : 500원
- 물리치료처방 : 1,600원( 재진료 500원 )
- 물리치료 + 약처방 : 1,000원
- 검사만 실시 : 1,100원
- 비급여 진료 : 4,210원(본인의 희망에 의한 검사,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 및
진료, 진단목적 외 진단서 발급, 항말라이라약 처방, 비급여 약제 처방 등)
문의) 서구 보건소 진료실 ☎560-5025

서구 구인정보 안내
연번

사업장명

1

(주)삼화전자

2

검단e편한세상

3

1. 모집인원 : 중학교 4학급(180명), 고등학교 4학급(180명)
- 중학교 과정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무료
2. 입학자격 : 만 20세 이상 성인으로 초등학교(중학교)졸업자 또는 중입(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3. 구비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②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본인도장 ⑤ 전형료 3,000원
4. 전형일자
① 원서접수기간 : 2011. 10. 4(화) ~ 선착순 접수
② 원서접수장소 : 본교 3층 교무실(선착순 마감)
③ 예비소집일 : 2012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본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남인천 중·고등학교 ☎032-863-9941~2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안내
노동법 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관한 사항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일반민사/형사/가사/ 등생활법률관련상담및무료서류작성등법률구조서비스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시 간 : 월~금(오전 9시 ~ 오후 5시)
방 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 가능
문 의 : ☎032)515-4881, 팩스 : 032)516-4881
주 소 : 한국노총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서구 가좌동 539-1 주안공단본부 건물 2층)
✽ 상담에서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경제지원과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구직기회 희망을, 기업체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인천 서구청이 함께 하고자,
구인정보를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지원과 ☎560-5718,560-4476
소재지(인천)

채용담당자

모집직종

모집인원

경력조건

연령

성별

우대조건

임금액

서구 가좌동 159-11

정해선

전기 부품 및 제품 생산직(기계조작)

5명

관계없음

24~40

무관

인근거주자

월급 187만원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66B/L

강래연

경비원

2명

관계없음

50~65

남

월급 118만원

한주산업

서구 석남동 223-515

송열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4명

관계없음

30~45

남

월급 150만원

4

가구홈마트

서구 검암동 612-12

노재선

경리사무원

1명

경력1년이상

관계없음

여

월급 120만원

5

주식회사 광희

서구 경서동 381-75

김주일

금속 및 재료 공학시험원

1명

관계없음

20~31

남

연봉 2100만원

6

서인천유통

서구 가좌동 564-14 가동101호

박성용

배송 및 납품 운전원

1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연봉 1800만원

7

(주)천일하이샷시

서구 원당동 105번지 (주)천일

김상기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3명

관계없음

20~40

무관

자동차운전면허

월급 130만원

8

삼현도금(주)

서구 원창동 145-5

이봉의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1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9

DIM-NET

서구 왕길동 127

이성목

기계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1명

경력1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10

스타케이터링

서구 검암동 647-5

김연기

배송 및 납품 운전원

2명

신입

관계없음

무관

11

한신에스앤드(주)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2-4호

이희영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2명

경력1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12

주은테크

서구 가좌동 579-12

김경남

플라스틱제품생산직(기계조작)

1명

경력2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13

신우주방설비

서구 경서동 363-164 서부공단 9블럭 2로트 김정응

판금원

1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남

14

광명시스템(주)

서구 석남2동 223-570번지

양광호

금속기계 부품 조립 및 검사원(자동차 부품 제외)

3명

경력1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15

주식회사 아이케이

서구 오류동 1536

백종문

총무사무원

1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16

용문정공

서구 가좌동 173-316

여양구

연삭기 및 연마(광택)기 조작원

1명

경력1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17

진우정밀

서구 가좌동 543-2

신의섭

프레스기 및 절단기 조작원

5명

경력5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인근거주자

월급 150만원

18

(주)대영합판

서구 왕길동 91번지

김진형

배송 및 납품 운전원

2명

신입

관계없음

무관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월급 150만원

19

(주)동명써키트

서구 가좌동 167-11

김미선

전자 부품 및 제품 검사원

2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여

여성우대

연봉 1600만원

20

엘디테크

서구 가좌3동 541-2

유남길

전자 부품 및 제품 검사원

2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월급 150만원

21

신일금속

서구 가좌동 150-64

신덕기

CNC선반조작원(NC선반조작원)

2명

경력2년이상

30~45

무관

월급 165만원

22

(주)화성메탈

서구 당하동 582-4

김인숙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1명

신입

20~38

무관

월급 180만원

23

주)케이티에스엔

서구 원당동 75블럭 3롯트 대산프라자 403

손정명

산업용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명

경력5년이상

관계없음

무관

연봉 3600만원

24

(주)유림원색

서구 석남동 221-1번지

이진순

화학제품생산직(기계조작)

4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연봉 1900만원

25

별미식품

서구 가좌동 272-21

강성필

김치 및 밑반찬 제조종사원

3명

관계없음

관계없음

무관

시급 4500원

※ 위 정보는 2011년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신청 접수된 구인정보이며, 이미 채용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봉 1440만원
문서작성,스프레드시트

연봉 2000만원
월급 150만원

자동차운전면허1종대형

월급 200만원
월급 180만원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연봉 2600만원
월급 12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연봉 2000만원
월급 162만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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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중 청소년 행사 안내
•서구청소년수련관 577-7979
•연희청소년문화의집 561-5566
행 사 명

•가정청소년문화의집 580-1190~3
•검단청소년문화의집 1층 샘터 569-2335~6

접수처 및 기간

행

사

내

용

운영기간 : 2012년 1월~12월 연중
내 용:
자치기구명
제7기청소년운영위원회

2012년
서구청소년수련관
자치기구
모집 안내

활동내용
매월 정기회의, 특화사업 추진,
시설 및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
링, 청소년 욕구조사 및 정책
제안 참여 등

[통]
모집기간 : 2011.11.21 ~ 2012.1.13
대 상 :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중·고·
대학생
청소년 축제 기획 및 진행,
접 수 처 : 서구청소년수련관
제6기청소년문화예술기획단 공연(연극, 영화 등)관람,
제출서류 : 지원서 및 보호자동의서
[우상]
매월 정기회의, 워크샵 등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수련관 홈페이지 참조)
문 의 : 070-8177-3662
제6기청소년자원봉사활동단 매월 정기회의, 전문교육,
[은휼]

공 연 명

공연일자 및 시간

인

원 : 각 자치기구 20명 내외

운영기간
운영장소
대 상
내 용

:
:
:
:

2011. 11.07 ~ 11.25
초등4학년~6학년 15명(선착순접수)
5,000원
방문, 이메일, 팩스
bestdr1kim@naver.com
fax)573-0082
www.issi.or.kr/youth
접 수 처 : 서구청소년수련관
문 의 : 070-8177-3661

일 시 : 2011. 11. 12(토) 13:00~16:00
장 소 : 서구청소년수련관 강의실
활동내용 : 레크레이션 교육 및 운영방법 습득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교육 및
나눔 활동 등
참가혜택 : 대학입학 가산점 반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 교외체험학습란 기재

문화·예술
멘토링사업
-문화이슈(issue)수요 희망기관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11. 연중
대 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접 수 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서구문화회관 별관)
접수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운영일시 : 센터 희망 요청일
(※사전 협의 후 진행)
장 소 : 해당 지역아동센터
내 용 : 교육 및 체험거리 운영
참 가 비 : 무료

제923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청소년역사지킴이
아이러브 코리아』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대 상
인 원
접수처

서구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축제
『We-즐』

문

청소년수련활동
국가인증
제1276호
『난 레크레이션
활동가!』
참가자 모집

제8기 청소년
운영위원 모집

제3회 청소년
진로박람회
View T-Full
Future

청소년 및 지역주민
서구청소년수련관
동아리공연 참가신청서
방문, 팩스
(수련관 홈페이지 참조)
의 : 070-8177-3664

모집기간
대 상
참가비
접수방법

2011. 11. 1 ~ 11. 22
관내 초4~6학년
15명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서구문화회관 별관)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팩스 접수

모집기간
대 상
모집인원
접수방법

:
:
:
:

:
:
:
:

2011. 11. 28 ~ 12. 23
관내 거주 및 중학생~대학생
15명 이내
방문, FAX, E-mail

: 2011. 11. 26(토) 13시
: 서구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청소년 동아리 공연, 먹거리 & 체험.
부스 운영, 경품 추첨 등

교육일시 : 2011. 11. 26(토) 10:00 ~ 13:30
내 용 : 문화재 알아보기, 3D입체퍼즐
숭례문 만들기, 숭례문 복원
엽서 만들기 등
참 가 비 : 무료
활동일시 : 2012. 1. 2 ~ 12. 31 연중
활동장소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활동내용
▷ 월 1회 정기회의/생일파티/워크샵 등
▷ 청소년자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자치활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활동혜택
▷ 위촉장 발급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대학수시전형 및 특별전형 추천서 발급
▷ 개인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확인서
발급(봉사시간 인정)/위원회 활동비 지원
▷ 우수활동 위원 표창 및 시상

모집기간 : 행사 당일 접수
(※단, 직업적성검사의 경우 사전접 활동일시 : 2011. 11. 19(토)
수/홈페이지참조)
활동장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등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활동내용 : 직업적성검사 및 상담
(300명 내외)
직업 등 각종 체험
접수방법 : 방문, E-Mail, Fax가능
대학홍보자료 및 미래
(sky1340@naver.com)
유망직종 열람 등
접 수 처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모집기간
모집대상
모집인원
접수방법

:
:
:
:

토요시네마
무료영화

상영기간
상영시간
상영장소
대 상

:
:
:
:

11. 5 ~ 11.26(매주 토요일 총3회)
14:00~16:00
검단청소년문화의집(1층 꿈터)
청소년 및 지역주민

상영일
- 1회 : 11. 5 방가방가
- 2회 : 11.12 써니
- 3회 : 11.26 최종병기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세계문화유산
“제주이야기”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대 상
접수방법
접수처

:
:
:
:

2011.11.28(월)~12.16(금)
관내 초등4~6학년/40명
선착순 방문 접수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연희동사무소 2층)

체험일시 : 2011.12.27(화)~29(목)/2박3일
체험장소 : 제주도
내 용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생물보존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을 차지한 제주도 탐방
【한라산, 거문오름, 용머리해안 등】
참 가 비 : 150,000원

’
11.11.23(수)~12.23(금)
관내 14~24세 청소년/20명
방문, FAX 접수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일시 : 2012.1.2(월)~12.31(월)
활동장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내용
▷ 청소년자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 청소년자치활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활동 혜택
▷ 위촉장 발급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 확인인증서 발급(봉사시간 인정)
▷ 우수활동 위원 표창 및 시상

미니게임천국

제4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몽”모집

그린희망봉사단
“자두(自DO)”
모집안내

11. 1 ~ 11.18일 까지(선착순 접수)
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20명
활동일시 : 2011.26(토) 14:00～16:00
방문 및 팩스 접수
활동장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Fax:032-569-2338)
활동내용 : 줄넘기대회
접수장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모집기간
대 상
접수방법
접수처

모집기간
대 상
접수방법
접수처

:
:
:
:

:
:
:
:

’
11.10.20(목)~11.16(수)
관내 15~24세 청소년/10명
방문, FAX 접수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일시 : 2011.11.23(수)~12.31(월)
활동장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활동내용
▷“원도우 페인팅”전문봉사활동 실천 활동혜택
▷ 위촉장 발급
▷ 전문교육기회 제공 및 자격증 발급
▷ 확인인증서 발급(봉사시간 인정)

공연문의 및 예매

·전석 : 15,000원
·단체 : 7,000원
·문화회원 : 5,000원

문화회관
☎ 032)580-1155

뮤지컬“원숭이와 동물친구들” •2011.11.19(토), 20(일)
①12시 ②14시 ③16시
[대공연장]

·일반 : 12,000원
·회원 : 10,000원
·단체 : 극단 측 문의

초록공간
☎ 010-5552-8225
두부기획
☎ 010-9138-2069

뮤지컬“헨젤과 그레텔”
[소공연장]

•2011.11.29(화)
①11시
•2011.11.30(수)
①10:00 ②11:10

·일반 : 15,000원

캐릭터 교육 뮤지컬
“옛 호 담”(대공연장)

•2011.11.9(수)~11(금)
10시10분, 11시20분

·전석 : 10,000원
·단체 : 8,000원
·문화회원 : 5,000원

자원봉사활동 등

:
:
:
:

관람료

클래식&오페라와 함께하는
•2011.11.3(목)
“마술피리”
금 10시, 13시
(대공연장)

제4기서구 청소년 기자단 매월 정기회의, 소식지 발행,
기자단 전문교육, 탐방활동 등
[늘품]

대 상
접수처
제출서류
접수방법

문의 : 서구시설관리공단
☎ 580-1150

강풀원작,
•2011.12.2(금)~3(토)
웃음과 눈물의 러브스토리
금 10시, 15시
연극“그대를 사랑합니다”
토 15시, 19시
(대공연장)

•2011.11.25(금)~ 11.26(토)
인형극
금) ① 10:20, ② 11:20
『방귀시합, 코끼리 바다여행』 토) ① 11:00, ② 14:00

문화회관
☎ 032)580-1155

·R석 : 25,000원
·S석 : 20,000원
·할인안내
- 조기예매할인30%(10월29일까지)
- 커플, 주부할인 20%
- 서구자원봉사단, 공단통합회원,
패밀리할인, 노인할인30%
- 서구 단골손님 할인40%
(문화회관 티켓 소지자)
- 문화바우처 카드 소지자,
서구문화회원 할인 50%

문화회관
☎ 032)580-1155

·일반 10,000원
·할인 8,000원
·단체 4,000원

검단복지회관
☎ 561-4115~6

※ 공연일정은 대관사용자나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용전 문의바랍니다.

문의 : 검단복지회관
☎ 561-4115~6

검단복지회관 수영장 회원 모집

□ 강습회원 모집안내
◉ 기존회원 등록기간 : 매월 15일 ~ 20일
◉ 신규회원 추첨번호표 배부 : 매월 21일 13:00 ~ 23일 12:00
▶ 추첨번호표 배부일이 토·일·공휴일의 경우 배부 일정이 변경되오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회원 추첨일시 : 매월 23일, 14:00, 세미나실
(단, 추첨일이 토·일·공휴일의 경우 전일 실시)
◉ 신규회원 당첨자등록 : 매월 23일 16:00 ~ 25일 20:00
※ 수영신규등록 가능인원 게시(홈페이지) : 매월 21일 오전 10시
◉ 추가 등록 기간 : 매월 26일 ~ 28일
◉ 수영·헬스장 사용료 감면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30% 감면
- 만13세~55세여성 10% 감면(수영장 월회원)
-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 장기등록회원 : 6개월 등록 5%할인, 12개월 등록 10% 할인
※ 감면적용 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할인불가)

심곡어린이도서관 11월 POP-CORN 주말 영화제
석남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영화제를 운영합니다..
기간 : 2011. 11. 6 ～ 11. 27 매주 일요일 14시
장소 : 심곡어린이도서관 1층 어울림터
대상 : 제한 없음, 무료입장
주제 : 11월 테마 - 동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따뜻한 겨울
상영일

11/6

11/13

11/20

11/27

알파 앤 오메가

천년여우 여우비

가필드:펫포스

스페이스침스: 자톡의역습

96분
한국어 더빙

85분
한국어 더빙

75분
한국어 더빙

77분
한국어 더빙

이
달
의
상
영
정
보

※ 도서관 사정에 의해 상영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심곡어린이도서관 ☎568-0133

본『서구구정소식』
은 통·반장님들이 각 가정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면을 빌려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