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면
문화예술
16면 ||| 문화예술
문화예술
16면

6면 ||| 우리
동네 이모저모
이모저모
6면
우리
동네
이모저모
6면
우리 동네
8면 ||| 쉼터
8면
쉼터
8면
쉼터
11면
행정게시판
11면 |||| 행정게시판
행정게시판
11면
11면
행정게시판

2면 ||| 구정소식
2면
구정소식
2면
구정소식
4면
포토뉴스
4면 |||| 포토뉴스
포토뉴스
4면
4면
포토뉴스
5면
5면 ||| 의회소식
의회소식
5면
의회소식

CONTENTS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정서진 해넘이 축제“새해 소원 풍등날리기”

1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194호 | 발행인 서구청장 | 편집 기획홍보실 | 주소 (주)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TEL (032)562-5301 | FAX (032)560-2703 월간 비매품

이 소식지는 서구홈페이지 www.seo.incheon.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희망 도시 서구’
건설을 위해
올 한해도 구민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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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뒤로하고 계사년을
여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47만 구민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모두가 풍
요와 불사를 상징하는 뱀처럼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정서
진 노을종 제막식, 해넘이 축제 등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등을 통해 도시브
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킨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
를 빌어 지난 한해동안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해 열
과 성을 다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선 조기개통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
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
립과 하나 금융타운 조성, 서부산업단지에 들어
서는 LG의 V-ENS 건설, 가좌동 자동차 박물관
등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나눔, 돌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
른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 45억원을 들여 2,300여명에게 노
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도 우리 구민의 일원으로 끌어 안을 수 있도록 공
촌동에 27억원을 들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과 여성 성폭력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아동
여성 지역연대의 예찰활동 강화와 방범CCTV
확대설치 등을 통해 안전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
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
심할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과 120억원을 투
입하여 청라 국제∙보석∙푸른 어린이집을 신설
하겠으며,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청
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8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착
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금년도가 인천 개항 130주년, 인천 정명(定
名) 6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 우리 서구
는 인천의 변두리라는 불확실한 미래에서“대
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중심도시”
로
우뚝서는 원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구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창출을 위하여 구
민여러분의 결집된 힘과 공직자의 역량과
의지를 한데모아 우리 구가 나가야 할 목표
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민과 공직자 여러
분의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자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기본정책은 각종 국∙시책 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복지시책과 일자리 창출일 것입
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루원시티 도시
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
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
타워와 로봇랜드 조성, 북항 개발,
청라에서 영종간 제3연륙교 건설,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간 KTX
노선확충, 정서진(청라)역 신설, 2
호선 검암역 환승체계, 청라-강서
간 BRT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
로 건설, 아울러, 주변개발을 통한
아라뱃길 활성화와 도시철도 2호

인재가 자라지 않고, 머물지 않고, 영입되지 않
는 곳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저의 교육신념으로
올해에도 교육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지난해 9월 28일“교육국제화특
구”
에 선정된 것은 우리 구가 교육명품도시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에 21세기형 글로
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능력향상에 주력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42억 2천만 원의 서동이 장
학기금을 바탕으로 학업우수자와 예체능 특기자
를 선발 육성해 나가고, 26억원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과 자율형 공립학교 확대운영 등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
형 인재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누구나 편안하게 문화에 다가서고 문화를 즐기
며, 보다 높은 문화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저는 정서진에 제야의 종
을 설치하고 아라뱃길 주변에 정서진과 연계하여
약 19만평의 부지에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
다. 더 나아가 한강권역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와의 관광벨트 협약을 바탕으로 경인아라뱃길,
AG주경기장, 시티타워와 로봇랜드, 녹청자 박물
관, 국립생물자원관, 검단선사 박물관과 연계한
신 관광벨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바다는 미
래요, 무궁한 자원이 보유된 보물창고입니다. 지

난해 우리구의 유일한 유인도인 세어도를 9개 자
치단체와 함께“상상나라 국가연합”
을 선언한
바와 같이“정서진과 세어도”
를 우리구 대표 브
랜드로 성장시켜 해양관광자원의 역할을 다하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오늘로써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
이 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625일 남
았습니다. AG 주경기장 서구 건설을 위해 구민 여
러분과 함께 해 온 결실이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습
니다. 그러나 경기장 등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
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열쇠는 국제적 시민의식
과 구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
리 구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이웃사랑 실천하기 등 3대 구민실천운
동을 전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는 구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스며들 수 있도
록하는 완전 정착의 해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은 인간생명의 원천이
자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터전입니
다. 가좌-석남완충녹지 조성, 원신근린공원 조
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검암
근린공원 국궁장 조성, 검단2호 녹지공원과 가
좌동 감중 어린이 공원, 드림파크로 하수도 시설
물 설치공사와 AG주경기장 주변에 다문화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쾌적한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단절된 한남정맥 연결과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
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GCF 국제기구를 유치
한 도시에 어울리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가 친환경을 지향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
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세계는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뻗어 나가고 있
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구야말로 인천국제
공항을 통해서 하늘로, 북항과 경인항 그리고 서
해를 통해 바다로, 사통팔달의 육지교통망을 통
해 땅으로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시작된 2013년은
서구 발전에 있어 더 큰 의미를 갖는 특별한 시기
라 할 것입니다. 인천발전을 주도하고 첨단미래
가 공존하는 도약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저와 서
구 공직자 모두가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미래에 도전하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살
아 숨쉬는 도시, 풍요로움이 배가되는 역동적인
서구의 한 해가 되도록 47만 구민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일
癸巳年 새해 아침
서구청장 전 년 성

(구청장 신년사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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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진 해넘이 축제’
성황
서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인아라뱃길 아라인천여
객터미널 정서진 아라빛섬 광장 일원에서‘2012 정서
진 해넘이 축제’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 여 인파가
축제에 참가하여‘2012년 마지막 지는 해의 감동을 정
서진에서...’
라는 주제로 한 해의 추억과 함께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오후 4시부터 8시10분까지
진행됐으며, 세부행사로 식전공연인 풍물패, 타악공
연, 7080가수공연을 시작으로‘정서진 시비제막식’
,
‘해넘이 기념식’
과‘일몰카운트
‘, ’
해넘이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먹거리 장터운영과 함께 체
험행사로 민속놀이 한마당, 2013소원광장(소원나무),
2013 계사년 포토존 및 신년 엽서 보내기, 토정비결 보

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축하공연이 끝나고 약 10분간 불꽃축제가 펼쳐져 화
려한 불꽃이 서해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정서진을 찾은
관광객들은 다사다난했던 올한해를 추억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는 시간이
됐다.
전년성 서구청장은“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성원에
감사드린다”
며“정서진 관광활성화 사업에 더욱 매진
해 앞으로 정서진은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을 테마로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해양
클러스트의 중추기지가 되어 관광과 레저가 함께하는
서해의 제일의 관광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과 ☎560-5932

2013년도 우리구 살림 이렇습니다
일반회계 3,713억원 특별회계 176억원 총 3,889억원 편성
전년도 대비 10.0% 증가
서구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3,889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3,534억원보다 10.0%인 355억원이 늘
어난 규모이다.
세입분야
-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1,236억원, 세외수입 540억원,
조정교부금 300억원, 보조금 1,8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7억원,
보조금 29억원이다.

세출분야
- 주요편성 내용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3,370억원보다 10.18%가 늘
어난 3,713억원이며 이중 인건비 509억원, 물건비 246억원, 경상이전 2,307
억원, 자본지출 545억원, 보전재원 21억원, 내부거래 14억원, 예비비 및 기타
71억원으로 편성했다.
-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64억원보다 7.15% 증가한 176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 350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 사회단체보
조금 지원, 검단5동 주민센터 분동추진, 국공유지관리, 예비군지원∙관리, 재
난예방∙복구, 민방위관리, 방법용 CCTV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
■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 256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 우수고 육성지원 등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학
교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원어민 강사배치, 평생학습 도시조성, 도서관 운영
지원, 정서진 관광활성화 사업,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서곶문화예술제, 직장운
동경기부 운영 ,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으로 편성하였다.
■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분야는
- 2,049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충 및
리모델링, 출산장려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청라 보석 어린이집 신축, 검단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분야는
- 149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금연클리닉운영, 희귀난치성사업, 친환경 비료지
원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다.

■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분야는
- 140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강남시장 아케이드
설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해외시장개척, 가정로∙승학로∙심곡로 도로
재포장 공사, 드림파크로 하수도 시설물 설치공사,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으
로 편성하였으며,
■ 국토지역개발 및 예비비∙기타분야는
- 769억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불량하수구조물정비, 하천유지관리사업, 공원녹
지 조성 및 관리사업, 개발제한구역내 백석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AG주
경기장 주변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공무원인건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 환경보호, 사회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 100억원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폐기물처리 부담금, 방범용 CCTV설치,
청라보석 어린이집 신축, 공촌경로당 리모델링,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악취
측정 포집기 구입 등으로 편성되었고,
■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는
- 76억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기반시설 등으로 편성
하였다.

2013년도 재정여건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
인천시의 지속되는 재정난 등으로 구 재정여건 또한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 증가에 따라 교육, 복지 등의 재정수요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청라 및 검단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동 청사 건립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의 증가와, 2014 AG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설개선 사업비 등 투자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분야,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무상보육료 지원 등 정부
시책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투자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제도의 내실운영을 위해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투자사업 순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열린재정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여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13년 1월중에는 구 미션∙비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선정한 성과예산서를 편성, 성과와 책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홍보실 예산팀 ☎560-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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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두세요!! 2013년 달라지는 사항 ①
교육 분야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지난해 우리 구가「교육국제화특구」
로 지정됨에 따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및 국제
화교육사업을적극추진합니다.
�사업기간: 2013 �2017년(5개년)
�특구지정현황: 서구∙계양구
�주요추진사업
- (가칭)국제화자율시범학교지정운영 - 교육국제화전담교사양성및연수
- 국제화교육인프라확충
- 다양한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운영
- 사회적배려대상교육지원등
※교육과학기술부특구육성종합계획(5개년) 수립후본격추진예정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재육성과 ☎560-5752

(재) 서동이장학회 장학사업 확대
�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확대: 110명내외, 143백만원
- 학업우수장학금∙복지장학금∙특기장학금∙글로벌인재장학금(신설예정)
�기본재산: 4,220백만원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재육성과 ☎560-5751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구립도서관개관시간연장
명 칭

위 치

규모

개관시간

평일(토요일포함) : 09:00~22:00
석남어린이도서관 석남동471
지하1층, 지상4층
일요일: 09:00~18:00
평일: 09:00~18:00
심곡어린이도서관 심곡동251-16
지상3층
주말: 09:00~18:00
평일: 09:00~18:00
검단어린이도서관 마전동산147 지하1층, 지상3층
주말: 09:00~18:00
평일: 09:00~18:00
신석도서관
석남동169-2
지상4층
주말: 09:00~18:00
※구립도서관정기휴관
▶석남∙검단∙신석도서관: 매주월요일 ▶심곡어린이도서관: 매주금요일
※일요일을제외한법정공휴일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인재육성과 ☎560-59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 위임
2013년 교과부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초∙중∙고교에서수행하는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PC∙인터넷통신비)지원
�2013년달라지는업무처리절차
- 접 수: 2월중~3월초
- 신 청 자: 학부모(보호자)
- 신청방법: 거주지동주민센터방문(온라인)
- 조사방법: 사회복지전산망인행복e음을통한소득재산자동조사
- 대상자결정: 학교(NEIS)를통한지원결정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각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팀 ☎560-5780
�

가족∙보육∙아동 분야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2013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에다니는만0~5세영유아전원
- 만0~2세: 보육료는전계층지원을유지※국가가전액지원
- 만3~5세: 가구의소득∙재산정도와상관없이전계층에지원
※소득하위70% 가구⇒(변경) 국가가전액지원
�보육료지원액
0세: 394,000원, 1세: 347,000원, 2세: 286,000원,
3-5세: 220,000원(수납한도액내부모부담발생)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됩니다.
가정복지과 ☎560-5720

양육수당 지원 확대
�

2013년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만0~5세영유아보육전계층가정
- 만0~5세: 어린이집/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가정양육대상자
�지원금액- 0세: 20만원(1인/월), 1세: 15만원(1인/월), 2~5세: 10만원(1인/월)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 ☎560-5720

다자녀 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 운영
�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은?
다자녀 가구에 건강하고 양육경험이 많은 어르신을 연계하여 아동의 보호(안전), 일시양육, 가사
서비스, 이동보조등아동을보호하고, 여성의양육부담을경감토록서비스제공
�신청대상: 인천에거주하면서0~만17세이하의아동을3명이상양육하고있는다자녀가구

�서비스대상: 생후2개월이상~만12세이하아동
�서비스내용
- 아동보호(안전) 등∙하교(등∙하원) 서비스및양육상담
- 가사∙양육∙이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비용없음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복지과 ☎560-5735

드림스타트 사업지역 확대
�

2013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서구 전지역(검단동 제외, 2014년 확대예정) 거주 만 0세(임산부)~12 세(초등학생
이하)로아동성장및복지여건이취약한가정
※만12세이상아동중초등학교재학아동포함.
�대상자선정: 사례관리자가개별방문하여위기도지표측정하여선정
�서비스내용: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발달과 개별적 욕구를 가정방문을 통하여 맞춤형 통합서
비스제공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 ☎560-3341~3347

2013년 스포츠바우처 사업대상 확대
2013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스포츠강좌비월최대70,000원범위내지원
�사업기간: 2013년도상반기선정자연간지원
�자격요건: 기초생활보장수가구내유소년∙청소년(만5세~ 만19세) 및차상위계층
※만7세⇒만5세로확대
�서비스제공기관: 총37개소
- 공공체육시설(3): 서구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검단복지회관
- 사설스포츠시설(34) : 태권도, 합기도, 검도, 탁구, 택견, 특공무술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560-4132

�

사회복지∙장애인∙노인복지 분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이상 국가보
훈대상자
�구비서류: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사본
�지급시기: 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급중단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
�지원금액: 3만원/1인(매월25일계좌입금)
�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지급기준일현재서구에주민등록을두고, 계속1년이상거주한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중사망하신분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1년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지원금액: 20만원/1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제외.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60-4295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긴급지원 소득 기준
�의료지원등대상자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150%이하(전년동일)
� 생계지원대상자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120%이하
� 주거지원 지원기간: 최대12개월지원
� 의료지원 지원기간 : 지원이결정된질병에대한입원에서퇴원까지소요비용지원
�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60-5882, 5886
�

사랑의 PC 보급사업
�

2013년 사랑의 PC 보급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 보급대수: 120대
� 접수기간:‘13. 4. 1 ~ 목표대수접수완료시까지
� 신청방법: 구청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접수
� 지원방식: 신청순서에따라무료보급
이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기획홍보실 정보관리팀 ☎560-4086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만6세이상 65세미만등록1급, 2급장애인
� 아동급여시간: 1�4등급
- 1등급: 886천원(103시간)
- 2등급: 711천원(83시간)
- 3등급: 536만원(62시간)
- 4등급: 361만원(42시간)
*성인과동일한수준으로확대
�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제공: 군∙구지정활동지원기관
� 지원예산: 3,283,200천원 (국:2,298,240천원, 시:984,960천원)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사회복지과 ☎56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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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壬辰年)이 지나고 대망
의 계사년(癸巳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희망을 가득안고 힘차게 솟아오른 붉
은 태양처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지난 한해 부동산 경기침체와
인천시 재정위기로 인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연기되었고, 쓰레기매립지의 매립기한 종
료에 따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서부산업단지, 쓰레기매립지 등 각종 환경위해시
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화려
한 도약과 함께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발돋
움 하는 큰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일 웅장하고
아름다운 호수공원 조성착공과 제1단계 주운수로
가 완공되었고, 국내 최고층의 450m 시티타워와
하나금융타운이 올해 안으로 착공예정으로 그 동
안 지지부진한 개발이 한 층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검단신도
시 개발, 루원시티사업,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36조에 이르는 대형 국∙시책 사업이 추진되
고 있어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어 3~4
년 후에는 우리 서구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경
인아라뱃길과 낙조의 명소 정서진에서는
해넘이 축제,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 인
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전국노래자랑 등
각종 시민 참여 행사도 풍성하게 진행되
었으며 지난 9월에는 정서진을 상징하는
조형물 노을종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경관적 가
치가 높다고 판단된 8곳을‘수향 8경’
으로 선정해 인공섬, 인공폭포, 전망대,
수변광장 등이 설치되어 수도권의 새로
운 관광명소로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구를 찾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인천시와 정부의 긴밀
한 협조로 보조와 균형을 맞추어 적극
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47만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든든한 뒷받침이 토대

가 되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의회는 민의가 살아 숨쉬
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
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역점을 두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주요 정책
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 대
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14명의 의원들은 열
심히 연구하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산심사나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 구정 질문,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면
서 구정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해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구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의원이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3년도 의정활
동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
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을 구현하는 의
회가 되겠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참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대변
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이자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
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눈높이를 구
민여러분에 맞추어 늘 대화하고 구민과 가까운 생
활현장에서 답을 구하여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소통중심의 의정을 통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사
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
쳐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구민의 입
장에서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
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민의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이와 더불어 구정을 공동으
로 경영한다는 한 차원 높은 관념을 의정활동에
접목 하여 구정의 현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나서는 의회가 되겠으며, 또한 특별위
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중요현안에 대하여는
의회에 안건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정책 간담회
를 갖도록 하여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추
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겠
습니다.
올 한해에도 저를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의원
들의 의회가 아닌 구민들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생활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구민의 고충이 무엇이
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
여 구정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의정활동을 투
명하게 구민에게 전달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시

각각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현장중
심의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앞장서
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부(富)의 양극화, 실업 증가, 경기 침체, 부채 증
가 등 세계 경제의 악화로 국내 경기 또한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확충과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
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을 확
대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21세기 글로
벌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으며 국제교육도시의 발
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교육환
경 조성을 위해 학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장학사업 및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현안사업에 구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연장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은 당초 계획대로 2016년 매립종료 원칙을
고수하고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과 우리 구의 환경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의 염원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경
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
검단신도시 조성,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대단위
국∙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서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추
진에 따른 현안문제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과 머리
를 맞대고 서로 고민하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
록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민 모두의 의지를 한 곳에 모
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금년에도 집
행부의 각종 대단위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
할과 의정활동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
며, 아울러 구민 여러분께서도 21세기 희망찬 서
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새로운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에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계사년 새 아침에 다시 한 번 구민 여러
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이 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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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동

북카페 열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 검암경서동 주
민센터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
여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북카페를 열었다. 어린아이에서
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이 집에서 가까
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쉽게 책을 읽고 빌려갈
수 있다. 또한 화사하고 아늑한 북카페 실내분
위기 덕분에 책을 집중해서 읽고 즐길 수 있다
며 북카페를 찾는 주민들은 만족해하며 이용하
고 있다.
검암경서동 주민센터 ☎560-3002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주민자치
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제3대 주민자치
위원장이었던 전명기 위원장은 그동안 나눔과
봉사 그리고 가정2동 발전을 위해 일했던 소회를
밝혔고 제4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용옥 위원장은 지난 임기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가정2동 발
전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가정2동 주민센터 ☎560-3068

석남3동 ‘석사모’도서구입비 기탁

석남동을 사랑하는 모임(
‘석사모’
)은 지난달
12월 20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서구입비
50만 원을 기탁하였다. 석남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평소 관내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금번에는
석남3동 주민센터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하늘
북카페’
의 도서구입비를 기탁하였고 주민센터
에서는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북카페를 방문
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석남3동 주민센터 ☎560-3164

연희동

사랑 나눔 물품기증

청라2동 재활용품을 활용한 크리스마스장식

심곡동 극동늘푸른아파트 노인정,부녀회,입
주자대표회에서는 지난달 12월 21일 연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쌀 10㎏ 10포와 라면 32
상자를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어려운 이웃
을 위해 송년회나 친목모임을 자제하고 그행사
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관계자들은“작
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어 보람을 느낀다.”
며“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
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청라하우스토리아파트는 260세대로 다른 단
지에 비하여 크지는 않지만 이웃간의 정이 넘치
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지난달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아 아파트 주변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재활용 물품을 사용하여 아이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었고 매년 재활용을 통
해 관리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주
민 모두의 기억 속에 소중한 공간으로 남도록
가족사진 콘테스트도 열었다.

연희동 주민센터 ☎560-3025

청라2동 주민센터 ☎560-3282

가정3동

“가정골 북카페”개관

주민센터는 지난달 12월 27일“가정골 북카
페”
를 개관하였다.
가정골 북카페는 주민자치센터내의 어린이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7,000여
권의 도서, 시청각시설, 인터넷 검색, 음악감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설로 바뀌
었다. 이번 북카페 개관을 시작으로 가정동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 할 것으로 기
대된다.
가정3동 주민센터 ☎560-4605

가좌1동

통장자율회‘사랑의 쌀’전달

석남1동

계사년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자생단체연합회는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관내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주민 500여 명을 모시고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자생단체원 100여 명이 정
성껏 만든 떡국을 주민에게 대접함으로써 따뜻
한 온정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은“이웃들과 함께 떡국
을 먹으면서 즐거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 고
맙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석남1동 주민센터 ☎560-3125

가좌2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사랑의 쌀’기증

통장자율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
으로 쌀을 구입해 지난달 20일 주민센터를 방
문하여 사랑의 쌀 10kg, 45포대(120만 원 상
당)을 전달하였다.
이 쌀은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기
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달하여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보탬이 되어 훈훈
한 이웃사랑운동 실천의 모범이 되었다.

가좌2동 현대아파트(565세대)에서는 지난달
12월 18일 각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쌀 450㎏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주민센터에 기증하였다.
이 쌀은 관내 현대아파트 노인정 및 저소득층
에게 배부되어, 추운 겨울 소외감을 느끼는 이
웃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

가좌1동 주민센터 ☎560-3182

가좌2동 주민센터 ☎560-3303

우/리/동/네/이/모/저/모
검단1동

독거노인을 위한 점심 식사 대접

검단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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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4동 통장자율회와 합동 제설작업

사랑의 연탄나눔

주민센터에서는 지난달 12월 3일 관내 독거
노인 및 저소득 어르신 20여 분을 모시고 갈비
탕, 편육 등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이날 식사는 왕길동 소재 경복궁에서 전액 후
원하였으며, 후원 업체 대표는“이렇게 작은 봉
사의 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
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
다.

지난달 12월 7일 검단3동 발산초등학교 학부
모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가구 1세대를 선정하여 연탄 500장을 지원하
였다.
아이들과 함께 동참한 뜻 깊은 행사였으며 앞
으로도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
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월 7일 공무원 및 통장 등 40여 명
이 참여하여 완정4거리 일대 인도변, 횡단보도
및 버스승강장에 대한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했
다. 이날 참여한 통장 및 주민들은 차도에 쌓인
눈은 제설작업과 염화칼슘 살포로 해결이 가능
하지만 버스승강장과 횡단보도 등 인도에 쌓인
눈은 관공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주민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내집 앞 눈 치우
기’
실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단1동 주민센터 ☎560-3254

검단3동 주민센터 ☎560-3483

검단4동 주민센터 ☎560-4617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협회 인천남
서연합회에서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기
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가
정을 위해 사랑의 쌀
20㎏ 50포와 이불
50채를 서구청에 전
달하였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인천 서구 하나님의
교회 김문기 목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드러내지 않고 이웃을
지원하는 손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쌀과 이불 지원

주민생활지원과 ☎560-4293

인천시 서구 관내 유
관기관장 및 기업체 대
표자로 구성된 서화회
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12월 31일 사랑의 쌀
400포(10Kg, 10,000
천 원)를 서구청에 기
증했다.
서화회는 평소 서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매년 쌀을 기증
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 또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기증함으로서 우리 사회
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해 오고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
망을 받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전달받은 쌀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
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무과 ☎560-4092

서화회, 서구청에 사랑의 쌀 전달

더/불/어/사/는/이/웃/소/식
동별
연희동

단체명
인천연희감리교회
(담임목사 윤동현)

연희동 메세나 결연기관 나눔활동
-행복나눔 사랑의쌀 10kg 200포 기증

서곶중 3학년 5반 학생일동

우수반 선정 장학금 20만 원 이웃지원 성금 기탁

단체명

내 용

(주)까치환경(대표 허은)

후원금 30만 원 기탁

(주)금곡철강(대표 이형수)

후원금 120만 원 기탁

(주)거승철강(대표 김성복)

후원금 200만 원 기탁

양충웅

후원금 50만 원 기탁

검단카서비스센터

후원금 69,190원 기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인천검단교회

쌀10kg 20포

KIA MOTORS 검단대리점

현금 453,000원 기탁(저소득 3세대 지원)

공항철도

쌀 20kg 14포(저소득 14세대 지원)

삼성물산ㄜ

쌀 10kg 20포/ 라면 20상자

밥이좋아면이좋아

매주 1회 아동간식 제공

까레몽 과자점

매주 1회 아동간식 제공

원앙떡집

매주 1회 아동간식 제공

검단1동

포스코파워

연말연시 독거노인 이불기증(60채, 60세대)

검단3동

한국중부발전 인천화력본부

연말연시 저소득가정 김장김치 양곡지원 : 김장 23상자

유차석

저소득 가정 양곡 10kg 5포 지원

장동식

조손가정 1세대에 매월 5만 원을 후원

검단탑병원(원장 이준섭)

저소득 아동 6명에게 매달 10만 원(12월, 총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검단농협(조합장 한군희)

저소득 가구 양곡(20kg) 260포 지원

검단1동 새마을부녀회

후원금 200만 원을 기탁

중동물류

후원금 766천 원 기탁

검단1동통장협의회
회장 이기철

파리바게트 검암1지구

격주 1회 아동간식 제공

후원금 30만 원 기탁

피자마루 검암1지구

격주 1회 아동간식 제공

해와달친목단체

후원금 30만 원 기탁

헤어짱

매월 4명 아동 무료컷트

신현교회

검단1동

동별

연말연시 저소득가정 김장김치 양곡지원 :
김장 6상자, 양곡10kg 1포
연말연시 저소득가정 양곡,라면 지원 :
양곡10kg 40포, 라면(20개입) 40상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신현원창동

내 용

검단4동

드림
스타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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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만난 사람

교육아, 말랑해져라~수리수리,얍!
- 마술이 교육을 변화시키다. 불로초 김택수 선생님 -

‘학교2013’
이라는 드라마가 청소년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네 교
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의 중심에
서서 학생들을 이끌어야할 선생님들이 단지 점수
1점을 더 높이는 도구로 전락되는 건 아닌지 의문
이 든다. 아이들과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웃음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스승이 그
립다.
불로초 4학년 1반 담임 김택수 선생님은 아이들
에게 웃음을 주는 마술사다. 아니, 마술로 교과과
목을 수업하는 선생님이다. 선생님 주변엔 항상 아
이들이 몰려든다.“선생님, 6학년 형아가요......”
“선생님, 마술 하나만 알려주세요.”
“선생님, 전담
선생님이요......”마술사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며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아,
그랬구나.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겠네.”
“세상
에.....정말?”화려한 외모만큼 선생님의 리액션도
크다. 불만을 얘기하고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던 개
구쟁이들은 선생님의 리액션에 배꼽을 잡는다.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
“텔레파시~”
선
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모두 머리에 두 손가락을
대고 텔레파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선생님 손엔 아이들을 혼낼 권위적인 교편 대신
노란 고무줄이 들려있다.
“어린왕자가 어디서 살고 있죠?”
“별이요.”
그의 빠른 손놀림에 노란 고무줄은 별이 되어 빛
난다.
“별까지 뭘 타고 가야 할까요?”
“우주선이요~”
별은 사라지고 노란 고무줄 우주선이 그의 손에
서 날아간다.
“어린왕자는 별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었대요.”
“우와~”
바로 전 발사된 우주선은 어느새 별이 2개 그려
진 왕관으로 변해 아이들의 꿈을 담고 있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별에게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간절히 빌고 실천한
다면 꿈은 이루어 질겁니다.”
“하나, 두울, 셋~”
아이들의 환호성에 별은 사라지고‘어린왕자’
에
관한 수업이 시작된다.
노란 고무줄 하나로‘어린왕자’
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이 확실히 되었다.
다음 시간은 수학시간.
붉은 스폰지볼을 이용하여 살살 문지르면 한 개
의 공이 어느새 2개로, 4개로 갈라진다. 아이들에
게 쉽게 더하기, 빼기,곱하기를 알려주기 위한 선
생님의 마술티칭법이다.

신문지를 이용한 마술을 하자 직육면체의 전개
도와 겨냥도가 튀어 나온다. 마술을 수학에 접목하
자 지루하기만 하던 수학이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다가온다.
눈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뽕~하고 나타나는
마술에 아이들은 박수를 치고 집중을 한다.
선생님의 마술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김택수 선생님이 마술을 시작한 것은 대학교 4
학년 때다. 실습을 나가 수업을 하다보니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게 무척 어려웠단다. 신촌의 마술카페
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가며 문하생을 자처하였다.
12년간 배워온 마술실력은 마술사 2급, 마술교육
지도사 1급의 실력까지 올랐다. 마술로 수업을 하
늘 날에는 선생님의 수업준비 가방이 무겁다.
선생님을 마술사로 보는 아이들 때문에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주객이 전도되어 선생님을 보면 마
술을 보여달라며 매달리는 아이들도 생겼다. 선생
님은 강해졌다. 때론 마술사처럼 신비롭게 다가가
기도하고 때론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
들을 지도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담임되기를 꺼려
했던 꼴찌 반은 체육과 음악, 공부에서 일등 반으
로 도약되었다.
“1등인 반을 만들기 보다는 많은 경험을 학교에
서 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김택수 선생님
은 말한다. 마술활용수업 외에 마술상담, 마술경영
을 통해 서로 믿고 돕는 반이 될 수 있었단다. 칭찬
스티커보다는‘마술도구’
를 선물하거나 새로운
마술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상을 하니 아이들의
호응이 컸다.
같은 4학년 서명희 선생님은“자신의 삶을 마술
에 투영하는 교육을 하시는 김택수 선생님의 열정
에 항상 놀랄 따름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의 끝은 어딜까요? 참으로 존경스럽습
니다.”라고 하며 항상 열심인 선생님 덕분에 모든
선생님이 긴장하며 수업준비를 하게 된다고 했다.
양영현 교장선생님은“김택수 선생님의 마술교
육이 아이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습
니다. 선생님의 마술교육은 식상한 우리 교육에 자
극과 호기심을 주는 획기적인 수업방법이라고 생
각합니다. 마술교육의 이론이 정립되어 교육의 한
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끝없는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선생님 반에서는 항상 웃음이 흘러 나온다.
이한울 학생은“마술로 수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되고 재밌어요.”
라고 말한다. 박준혁 학생은“그
전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선생님과 함께 수업
을 하면서 집중하게 되었다.”
고 했다. 조영민 학생
은“선생님은 공평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공부를
못하면 혼내고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달라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에게 공평해
요.”
라고 말했다.“선생님의 머리모양은 고슴도치

처럼 뾰족뾰족하고
특이하지만 우리 모
두를 사랑해주고 우
리 말을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 좋아
요.”김재혁 학생은 선
생님의 별명이 고슴도치
라고 알려주었다.
김택수 선생님은‘매직티처의 마술 펀’
이라는
책을 집필하고‘전국 교사 마술 동호회’
2-3대 회
장을 역임했다. 방송출연도 했다. SBS생활의 달인
에서‘교육의 달인’
으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가수
의 뮤직비디오에서 카드딜러 역할로 깜짝 출연을
하기도 했다. 매직 TV에서는 과학과 마술을 접목
한 과학상식을 전달했으며 진실게임에서는‘선생
님마술사’
로 출연했다. EBS‘선생님, 우리 선생
님’
에서 교육의 새로운 획을 긋는‘마술교육’
을선
보이기도 했다.
“마술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살았
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뤄
지는 해리포터 학교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마
술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하하”
라며 호탕하게 웃는 선생님의 미소가 그가 꿈꾸는
교육만큼 신선하다.
이현주/명예기자

독 자 마 당

해넘이 축제를 다녀와서
검단1동 김순임

새해 아침에 뜨는 해가 여느 때에 뜨는 아침
해와 다를 게 무엇있겠습니까만 사람들은 고
달픈 삶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해넘이 축제의 힘을 빌려 새해에 걸어보는
듯, 희망과 기대와 간절함으로 가득차 보였습
니다.
밤하늘에 화려하고도 힘 있게 펼쳐지는 불
꽃놀이를 바라보면서 계사년 새해에 꿈과 소
원을 풍등에 가득 실어 하늘로 띄워 올렸습니
다. 얼음장 밑에서도 물고기가 숨쉬고, 파릇
한 미나리가 봄날을 꿈꾸듯, 우리들이 풍등에
가득 담아 띄워 올린 희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
어진다는 믿음으로 2013년 계사년 새해를 기
대하며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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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문씨(淑儀文氏) 묘역을 찾아서
인천서구문화원

숙의(淑儀)는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에게 내리
던 종이품(從二品) 내명부(內命婦) 내관(內官)의
품계(品階)로 소용(昭容)의 위이고 소의(昭儀)의
아래 직위로서 주로 비(妃)의 보좌와 부례(婦禮)
를 맡았다. 내명부는 궁중에서 봉직(奉職)하는
품계 있는 여관(女官)들을 말하는데, 정일품 빈
(嬪)에서 종사품 숙원(淑媛)까지를 내관, 정오품
상궁(尙宮)부터 종구품 주변궁(奏變宮)까지를
궁관(宮官)이라 하였다.
숙의문씨(世宗8:1426~中宗3:1508)의 묘역
은 서구 심곡동 산 36번지 심곡초등학교 뒤편
에, 오래전 이곳에서 학문과 도를 닦았다던 도
인의 전설이 담겨있는 탁옥봉(琢玉峯) 기슭 양
지바른 언덕에, 500여년 성상(星霜)에도 변함없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1947년 유학자 심남 유
희진 씨가 탁옥봉(琢玉峯) 남쪽 기슭에서 봉분
이 상한 묘와 땅에 묻혀 있던 묘비를 찾아내었
고, 1997년 연희지구 개발로 탁옥봉이 사라지
자 동쪽의 산 중턱으로 이장하였다)
이곳 묘역은 전주이씨의 묘역으로 조선 2대
임금 정종(正宗)의 14남 정석군(貞石君)의 5세
손 이비(�備:成宗25 :1494~明宗16:1561)가
세종 연간에 부평부 모월곶면 심곡리에 처음으

로 입향하여 세거한 후 고인이 되어 묻힌 곳이
며, 이후 전주이씨의 선영이 된 자리이다.
이비(�備)의 묘역에는 고비와 문인상 한 쌍
이 자리해 있는데 사후 종친관계 품계인 창선대
부(彰善大夫, 정3품) 강동부령(江東副令, 종5품)
에 봉해지고 부인에게는 신부인 문화류씨로 종
친의 봉작이 내려졌다.
숙의문씨 묘역이 이곳에 자리하게 된 계기는
후사가 없어 강동부령 이비의‘장숙모’
가 되는
연유로 모셔졌다고 문중에서는 증언한다.
숙의문씨의 본관은 남평문씨(南平文氏)로 첨
지(僉知)를 지낸 문민(文敏)의 둘째딸로 태어났
다. 그의 조부는 세종조에 판중추부원사를 지낸
문효종(文孝宗)이며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때 순
평군(順平君)으로 봉해진 문달한(文達漢)이 가
계를 이루고 있다.
숙의문씨는 세종 24년(1442)에 17세의 나이
로 문종(文宗)의 후궁(后宮)으로 선임 되었는데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세조(世祖) 초에 소용(昭
容)으로 승차하였고 명종(明宗)때 다시 숙의(淑
儀)로 승차하여 83세(中宗3:1508)를 일기로 세
상을 떠났다. 숙의문씨가 평생 마음이 어질고
무던했으며 공손하고 검소한 생활로 장수를 하
셨음은 하늘의 도움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애석
하게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이해 9월 26일에 부평의 가원
(佳原)을 택하여 모셨다고‘묘
지명’
에 기록한다.
숙의 문씨의 묘지명(墓地銘;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행적,
묘의 위치와 좌향 등을 적어
묘에 묻은 판석 또는 도판)은
통사랑 권지 승문원 부정자 반
석평(潘碩枰)이 썼다고 기록되
어 있는데 이 묘지명은 1947
년, 봉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
관에 백자 두 편이 보관되어

원장 박한준

숙의문씨 묘비

있다. 또한 묘갈에는‘문종후궁숙의문씨지묘’
(文宗后宮淑儀文氏之墓)라 적혀있고 상석과 그
리고 좌우에 문인석 2기가 세워져있다.
묘역이 있는 심곡동은 지명 그대로 깊은 심
(深), 골짜기 곡(谷)으로‘기피울’
이라고 불리어
진 곳이기도 하며 과거에는 양가말, 모퉁말, 절
골말, 뒷말 등의 지명으로 마을을 이루었다. 심
곡동은 그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500여년 된 은
행나무(인재개발원 내)와 엄나무∙물푸레나무
(모퉁이 공원 내) 등이 현존하고 있기도 하다.
60~70년대에는 딸기밭과 사슴농장이 있어 시
내에서도 많이 소풍을 오기도 했던 지역이었지
만 지금은 서구의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옛
모습을 찾기 어렵고 그나마 전주이씨 묘역과 보
호수만이 예전의 심곡동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독 자 마 당

“서구구정소식”
은
구민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김영준(7세)
눈이 내리면
온세상이 깨끗한 하얀색 옷을 입어요.

눈이 내리면
내 발걸음은 뽀드득 뽀드득 노래를 불러요.

눈이 내리면
우리집 앞 눈사람이 하얀 웃음을 지어요.

9

본인이 직접 쓴 글, 따뜻한 우리주변이야기 등 장르에 제
한 없이 원고지 3매 이내로 작성하셔서 매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통해 채택된 원고
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소 인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서구청 기획홍보실 구정홍보팀
서구구정소식 담당자 앞
�이메일 : yun0109@korea.kr
- 제출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획홍보실 구정홍보팀 ☎ 56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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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서구 풍경 �

이번호에는 연희동사무소 신축 낙성식 사진을 소개한다. 지난해 11월
호에서 가좌동사무소 신축 개소식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연희동사무소
가 가좌동보다 2개월여 앞서서 신축되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터인데 어쩌다가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
니까 그냥 이야기를 계속한다. 사진 속 새로 지은 연희동사무소가 낙성을
본 날짜는 그러니까 1965년 6월 11일이 된다.
눈썰미가 좀 예민한 독자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금방 두 달 전, 지난해
11월을 떠올릴지 모른다. 두 곳 동사무소 건물이 매우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이나 두 건물이 똑같이 단층 양옥집
에, 전면에서 볼 때 집 좌측에 배치된 넓은 유리 창문이 둘, 그리고 현관문
과, 그 옆에 창고인 듯한 큰 문을 가진 구조인 것이다. 한 업자가 돌아가면
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상급 관청에서 동사무소 건물 사양을 이렇게 정해
준 것인지 현관문의 무늬 장식이나 창고 문조차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다만 가좌동사무소는 개소식 장면 위주로 좌측에 치우쳐서 사진을 촬
영하는 바람에 집의 오른쪽 부분을 볼 수가 없었는데 반해, 연희동사무소
는 반대편에서 건물 위주로 촬영했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볼 수가 있다.
재미있는 것이 바로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화장실이다. 벽에 덧대 지어 작
은 문을 단 품이 화장실임을 직감케 한다.
특히 이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증거가 긴 굴뚝형의 가스 배출기다. 꼭대기가 뾰족하게 솟은 팔랑개비 같

교�통�생�활�정�보

은 것을 굴뚝 끝에 설치해 바람에 돌아가면서 가스를 빼도록 하는 장치다.
당시 새 건축물에는, 특히 여름철 재래식 화장실이 가지고 있는 폐단을 줄
이기 위해 이런 첨단(?)장치를 하곤 했다. 48년 전에 낙성된 연희동사무
소 건물과 급속하게 변화, 발전한 오늘의 서구를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쨌거나 연희동사무소 낙성식은 가좌동과는 좀 다른 것 같다. 가좌동
은 흰 한복 저고리나 점퍼 같은 것을 입은 동민들이 동원돼 그냥 노천, 맨
땅에 앉아 식을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와 달리 차일(遮日)을 치고 있
고, 땅에 앉은 동민들도 보이지 않는다. 아직 식이 시작되지 않은 데다가,
식장보다 건물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그런 장면이 드러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당시 이 동사무소가 낙성된 곳은 벌판처럼 보이던 연희동 532번
지였다.
김윤식/시인

건�강�생�활�정�보
교�통�생�활�정�보

앞차와의 간격을 여유롭게 가져야
하고, 정차 시엔 브레이크 페달을 여
러 번 나눠 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컴한 밤 외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커브길, 고가도로, 공사 구간 통행 시에는 반드시 감속운전하고 서
행해야 합니다.

눈길 운전에는 스노우타이어만으로도 안전운전에 효과가 아주 큽니다.
타이어체인을 모든 바퀴에 장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앞바퀴인 구동
바퀴에 장착해야 합니다. 타이어 미끄럼 방지제 스프레이(뿌리는)를 이
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빙판길, 혹은 눈길운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 핸들을 자동차
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틀어 스핀을 방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할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답니다.

바퀴자국은 차량이 양옆으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퀴자국이 없는 눈길에서는 구덩이나 큰 돌멩이가
있는지 주의하며 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료량이 충분한 지 꼭 확인한 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쌓이는 눈의 무게 때문에 와이퍼가 구부러지거나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830-6162

뼈는 정지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으로 한쪽에
서는 새로운 뼈가 만들어 지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뼈가 녹아서 흡수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폐경기를 지나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 뼈 속의 뼈를 녹이고 흡수하
는 일을 하는 파골세포 기능이 증가 되어 뼈가
약해지는데, 뼈가 생성보다 흡수가 많아져 약해진 상
태로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
니다. 특히 여성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남성에서도 고령인 경우에 나타
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여성호르몬의 결핍, 칼슘섭취 부족, 음주, 흡연, 운동부
족, 약물(부신피질, 갑상선 호르몬),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골다공
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입
니다.
둘째로는 식이요법으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도 다른 병과 같이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러나 이미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수 있고 칼시토닌 등 골다공증 제제를 별다른 합병증 없이 사용할 수 있
으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약 20% 정도에서 65세경에 골다공성 골절이 나타나며, 고관
절, 손목뼈, 척추뼈의 골절이 흔합니다. 이중 척추뼈는 엉덩방아를 찧거
나 심지어 재채기만 심하게 해도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종이 상자가 구겨져 주저앉을 때처럼 찌그러집니다. 이 경우 보존
적 치료로 보조기, 진통제 복용, 알맞은 영양섭취 등을 시행하며 통증
및 척추 병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신 마취하의 수술이 부담스러운 고령의 환자에게는 골 시멘트
를 이용한 척추성형술 등 간단한 치료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니 허리 부
위를 누르거나 자세 바꿀 때 아주 심해지는 통증이 생길 경우에는 병원
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 받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은병원 척추통증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김석민

행/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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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납부 안내

- 아기는 책을 좋아해요 -

인천 서구 북스타트(BookStart) 사업 안내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나눔 - 적십자 회비
적십자회비는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어
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적
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기간 : 2012. 12. 10 ~ 2013. 12. 9
○집중모금 : 2012. 12. 10 - 2013. 1. 31 (53일간)
○추가모금 : 2013. 2. 1 - 2013. 12. 19 (연중모금)
� 납부권장금액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
대주, 만20세 미만 70세 이상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개인사업자 : 3 ~ 10만원(업종별 차등고지)
○영리법인 : 5 ~ 70만원(균등할 주민세 기준)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 ~ 10만원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인터넷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 범위내 전액
손금산입(2011.7.1부터는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연말정산시 50% 손금산입)
※적십자회비는 북한지원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북비료지원 및 구호물자는 전액 정
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2013년도 북스타트 사업내용
구분

2013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안내
�

�

평소 우리 구 세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구민여러분
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써 구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액
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시어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신뢰받은 세정업무 구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구민 여러
분께 약속드립니다.
○납기 : 2013. 1. 16. � 2013. 1. 31.
○납세의무자 : 2013. 1. 1.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자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인터넷납부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
납부시스템 (http: //etax.incheon.go.kr) 접속하여 지방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거래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2013. 1월 등록면허세는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에서 신용카드(신한, LG,
삼성, 롯데, 현대, BC) 납부가능 합니다.
문의) 세무과 취득세팀 ☎560-4210, 검단출장소 구세팀 ☎560-4542

문의) 인재육성과 ☎560-5913

대상

사업실시

배부처

1단계

출생~
18개월

2011~
2013년

▶출생신고시 : 민원봉사과
▶예방접종시 : 보건소(지소)
▶출생신고시 : 동 주민센터
▶수시배부 : 구립도서관 2단계

2단계

�북스타트 플러스 가방
19개월~
북스타트 �그림책 2권
플러스 �북스타트 프로그램 안내 책자 36개월
�부모 가이드북

2012~
2013년

구립도서관

북스타트 단계별 책꾸러미 배부
○누구에게 : 생후 ~ 36개월 아가 (서구 거주자에 한 함)
○무 엇 을 : 책 꾸러미 (가방, 그림책 2권, 안내책자, 부모가이드북)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또는 아기수첩을 가지고 구립 도서관 방문
○문 의 처 : 석남 어린이 도서관 ☎ 575-2600 검단 어린이 도서관 ☎ 561-4193
심곡 어린이 도서관 ☎ 568-0133 신석 도서관 ☎ 571-9457

지역자원 후원 제공 안내
서구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복지사각지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자원
후원 제공자를 모집하오니,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결연 후원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1:1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꾸
준하게 지원
○물품 후원
�생활용품, 양곡, 학용품,의료용품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정기
또는 일시 후원
○후원 방법(지역자원 제공)
후원제공
후원자, 후원기관 등의 전화 또는 방문

대상자 전달 및 나눔연계

“ 함께 하는 작은 도움이 어려운 이웃의 날개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560-5884, 후원문의처 ☎560-5884~9

실버농장 운영 및 신청 안내
2013년도 서구에서는 소규모 집단 경작지를 조성∙제공하여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버농장
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신청하실 분은 기한내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농장현황
�소 재 지 : 서구 가정동16번지(승학길 옆)
�농장면적 : 2,000㎡
�1인당 분양 면적 : 약 5~6평(이용료 : 무료)

�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13. 1. 25~2013. 2. 14.(21일간)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 서구 거주 노인.(약60명)
�운영기간 : 개장(4월)~11.30.

�

분양방법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 : 1순위 미달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3순위 : 1~2순위 미달시 일반노인

�

대상자 결정 : 유형별 결정
�신청 미달시 신청인 전원에게 분양권 배부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별로 분양 후 차순위에서 추첨
문의) 가정복지과 ☎560-4972

인천서구 사이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이용 안내
미래를 밝히는 교육과 함께 하는 도시인 우리 서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종합 정보와 사이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인천서구 사이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운
영 중에 있습니다. 109개 강좌, 1651개 강의로 구성된
평생학습 컨텐츠를 무료로 접할 수 있는『인천서구 사이
버 평생학습관』
은 구민여러분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
들 것입니다.
� 평생학습 컨텐츠 현황
○어 학 : 중국어, 일본어, 영어(총11개 강좌)
○컴 퓨 터 :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총7개 강좌)
○문화교양 : 육아, 자기개발, 요리, 재테크, 건강, 자격증 등(총91개 강좌)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yedu.or.kr (언제∙어디서나,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내용

문의) 인재육성과 ☎560-5912

2013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납부기간 : 2013. 1. 2. � 2013. 1. 31.
○대상 : 2013.1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서구 소재 자동차
○연납세액 할인율 : 연 세액의 10%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인터넷이용 신청(인천시 전자납부사이트) http://etax.incheon.go.kr
접속하여 신청
문의) 세무과 ☎560-4230, 검단출장소 ☎560-4543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제목

�북스타트 가방
�그림책 2권
북스타트
�북스타트 프로그램 안내책자
�부모 가이드북

�

문의)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지사 ☎810-1316

11

건강보험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 통지 안내
체납보험료를 2013. 3. 11일까지 완납하시면 체납기간 중에 진료받은 공단부담 진
료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하면 체납보험료 외에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2. 12. 20 ~ 2013. 3. 11

�

위 기간 중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환수대상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하여 드립니
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 전액이 환수 대상이나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시면 정당한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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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 시행
�
�

�
�
�
�

�
�

사업명 :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 사업을 통해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
고자 함.
시행기간 : 2013년 1월 ~ 12월
시행대상 : 서구 지역아동센터 28개소(※ 지역아동센터 현황 : 서구청 홈페이지 참조)
시행인원 : 센터별 1명
급식도우미 채용기준
- 신체 건강한 성인으로서 연령기준 없음.
- 인건비 : 1인당 월 40만 원(만근시)
- 채용기한 : 센터별 채용시까지
급식도우미 근무상황
- 1일/4시간/주5일/휴게시간 없음 - 센터 이용 아동의 석식지원
신청방법 : 근무하고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및 면접 → 구비서류 제출
→ 근무시작
문의) 가정복지과 ☎560-5733

용두산로 폐쇄 안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구 주경기장 공사로 인해 2013
년 1월 22일 부로 용두산로가 폐쇄되오니 서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

우회도로 계획
구분

아동의 미래를 위해“드림스타트”
와 함께할
후원 및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드림스타트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궁
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국가주도
의 선진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 후 원
- 정기후원 : 금액에 상관없이 후원 - 지정후원 :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
- 물품후원 : 사업에 필요한 물품 후원(육아용품, 생필품, 학용품, 도서 등)
- 기타후원 : 의료 및 문화서비스 등
� 자원봉사
아동복지, 지역복지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자
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
�활동내용 : 프로그램 수행지원, 학습지원봉사, 정서지원 멘토, 청소 및 환경개선,
특기적성 지원, 드림스타트 홍보사업 지원
문의) 가정복지과 드림스타트팀 ☎560-3341~7

내

A

○ 용두산길 폐쇄
- 녹지사업소 방향 신호등 철거

B

○ 염곡길 우회도로 신설
- 우선 2차로 개통(경명로 직접 접속, 빈정내 사거리 U턴)
- 감속차로 95m
- 가속차로 55m

C

○ 염곡로 우회도로 접속
- 기존도로 직접접속(3지형)

D

○ 용두산길 폐쇄
- 교차로 형태 변경 4지 → 3지

E

○ 청하지역 및 봉수대로 보도 연결
- 심곡천 제방보도 유지(주민편의 도모)
문의) 아시아 주경기장 현장소장 ☎569-6813

�

서곶공원 등 7개소 근린공원 금연구역 지정
�
�

�

신청대상 확대
2012년도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
�

�

�
�

공원명

위 치

면 적(㎡ )

계

7개소

443,664.4

1

서곶공원

연희동 산50일원

151,333.0

2

원신공원

신현동 산34-1일원

176,187.0

3

상동공원(검암1공원)

검암동

49612,475.2

4

장모루공원(검암2공원)

검암동 594-2

5,703.8

5

가좌공원

가좌동 219일원

8,939.0

6

왕길공원

왕길동 649-4일원

11,686.4

7

능내공원(검단4호공원)

마전동 산144일원

77,340.0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3년 7월 1일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 원
문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560-5045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2013년 제1기 뱃살쪼~옥, 건강업교실 운영

접수방법 : 전화 접수 (☎560-4080)
처리방식 : 전화확인 후 방문 수리
장애처리범위 : 각종 S/W 재설치 및 부품교체

2013년도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반 모집

�

�

2013년도

문의) 기획홍보실 ☎560-4080

�
�
�

지정일 : 2013년 1월 1일
지정장소 및 범위 : 서곶공원 등 7개소
연번

『사랑의 PC 무상수리 사업』
확대 운영
우리 구에서는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사랑의 PC 무상수리 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만 해당
되던 대상을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정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오니, 고장난 컴퓨터의
수리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무상수리를 통하여 수리비 부담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용

채용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광고물관리팀)
모집인원 : 8명
신청자격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가능하고 외부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
강한 서구 주민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 2013. 2. 4(09:00)~ 2013. 2. 8(18:00)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본인이 직접 서구청 녹지경관과(광고물관리팀)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면접일정 : 2013. 2. 15. 10:00 �합격자 발표 : 2013. 2. 25(개별통보)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특별정비반 채용신청서 1부(녹지경관과 부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채용
근무내용 및 조건
�근무기간 : 2013. 3월 ~ 10월(단,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근무내용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
�일일임금 : 1일 단가 39,000원(1일 3,000원 간식비 지급)
문의) 녹지경관과 ☎560-4183

체중감량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운동지도 및 영양교육을 병행
한 체중관리 교실을 열어 지역주민의 비만도 감소 및 체계적인 체중관리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
�
�
�

�
�

대 상 : 비만도(BMI 수치25이상, 체지방율 35이상)가 높은 지역주민 40명
운영일시 : 2013. 2. 4(월) ~ 2013. 4. 26(금) 오전10시 ~ 12시(2시간)
(매주 월,수,금 주3회/3개월간/ 36회 연속운영)
운영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가좌건강관리센터 3층
운영내용
▷ 운동부문
- 스트레칭, 기구를 활용한 유산소운동, 탄력밴드 등을 활용한 근력강화운동
- 기초체력진단(유연성, 민첩성, 심폐지구력, 악력등측정)
▷ 영양부문
- 체중조절 식단 제공 및 개인별 칼로리별 식단작성법지도 및 식습관지도
- 싱겁게먹기 체험 및 저울을 이용한 식품단위알기 체험 등 교육진행
▷ 건강측정
- 체성분측정(골격근량, 체지방량, 내장지방등 측정), 복부둘레측정
-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공복혈당검사등), 혈압검사
신청기간 : 2013년 1월25일(금)부터 1월 31일(목)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및 가좌건강관리센터 방문신청
(방문시 체성분측정을 통한 비만도 측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비만도가 높은 기준으로 40명 제한 선정
※ 참고사항 : 가좌동 및 석남동 거주자는 가급적 가좌건강관리센터로 접수요함
문의)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560-5043, 운동상담실 ☎560-5059
가좌건강관리센터 ☎560-2991, 운동상담실 ☎56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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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치매센터 운영 안내
서구치매센터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발견,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을 포괄하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구치매센터 전화번호 : ☎ 567-9115~6
문의) 서구보건소 방문보건팀 ☎560-5062

�

청소년 탁구교실
�장소 : 3층 체육관
�대 상 : 초등생 4~6학년, 중학생 1~3학년
�정원 : 30명 (주2회, 화, 목 17:00~18:50)
�수 강 료 : 초등생 - 24,000원, 중학생 - 28,000원

�

부부요가
�장소 : 2층 휘트니스실
�정원 : 30명 (주1회, 토 12:00~13:50)

�대상 : 성인
�수 강 료 : 20,000원

웰빙요가
�장소 : 2층 휘트니스실
�정원 : 40명 (주3회, 월, 수, 금 19:00~19:50)

�대상 : 성인
�수 강 료 : 30,000원

�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컴퓨터활용 1,2(3개월)
�장소 : 3층 멀티미디어실
�정원 : 20명 (주2회, 화, 목)
컴퓨터활용 1 : 19:00~19:50
컴퓨터활용 2 : 20:00~20:50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지원접종 : 국가 필수예방접종 11종
(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일본뇌염, Td, DTaP-IPV,
Tdap, 뇌수막염)
※ 12종 감염병 11종 백신으로 확대 (뇌수막염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보 건 소 : 무료
- 의료기관
: 3개 시∙도(인천, 서울, 경기도)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백신비
및 행위수가료 전액 지원

�대상 : 성인
�수 강 료 : 60,000원

문의) 국민체육센터 ☎569-7980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이 10종에서 11종으
로(뇌수막염 추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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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체육문화 신설프로그램
(2013년 1월부터 운영)

서구치매센터 운영 안내
�장 소 : 서구치매센터 (서구 승학로 263, 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기억력 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치매주간보호“도움의 집”운영 (☎ 579-9112~3)
- 기타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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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복지회관 수영장 회원모집
�

=>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560-5053

강습회원 모집안내
�기존회원 등록기간 : 매월 16일~20일(인터넷 등록 가능)
�신규회원 추첨표 배부 : 매월 1일 13:00~20일 20:00
�신규회원 추첨일시 : 매월 21일 14:00 세미나실
(단, 추첨일이 토∙일∙공휴일의 경우 익일 실시)
�신규회원 당첨자등록 : 매월 22일 06:00 ~ 24일 20:00
※ 수영신규등록 가능인원 게시(홈페이지) : 매월 21일 오전 10시
�추가 등록 기간 : 매월 25일~말일
�수영∙헬스장 사용료감면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30%감면 � 만13세~55세여성 10%감면(수영장 월회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65세이상 노인 50%감면
�장기등록회원 : 6개월등록 5%할인, 12개월등록 10%할인
※ 감면적용 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복할인불가)
문의) 검단복지회관팀 ☎561-4115~6

예방접종 지원 확대
서구문화회관 유료회원 모집

만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폐렴구균 추가)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독감예방접종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접종장소 : 보건소 및 민간위탁 의료기관
� 지원방법 : 무료
� 지원시기 : 9월~10월경

�

서구문화회관에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할인 및 초대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

구 분
금액
할인적용범위

폐렴구균 예방접종 - 신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접종장소 :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 지원방법 : 무료
� 지원시기 : 5월부터 연중 예방접종 실시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560-5053

요통 및 낙상운동교실
허리통증 및 낙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요통, 낙상에 대한 정확한 교
육과 운동실시로 요통과 낙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서 주
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됩니다.
�

대 상
�허리통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지역주민 중 선착순 20명
�관내 60세 이상 주민

�

장 소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운영 일정
�2013. 2. 18(월) ~ 2. 21(목) / 총 4회 실시 ( 14:00~16:00 )

�

강 사
�가천의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최원호 교수)

�

교육 내용
�짐볼 및 토그를 이용한 허리 안정화 운동
�허리근육 강화를 위한 자가운동
�체형에 따른 요통의 진단
�평형성, 균형유지운동과 유산소 운동

�

신청기간 : 2013년 1월 25일~2월 15일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서구보건소 물리치료실 ☎560-5028

모집기간 : 연중 회원모집
모집대상
일반회원
15,000원
2인

가족회원
30,000원
4인

단체회원
60,000원
19인

�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가입해택
�가족회원 최초가입시 기획공연에 한해 1인 무료초대(공연별 별도가입일 지정)
�기획공연/전시 50%할인, 대관공연/전시 20~40%할인혜택
�로얄석 우선지정, 공연소식지 SMS 및 E-MAIL 발송
�회원대상 문화회관 특별공연 무료초대 이벤트
※ 회원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재가입시 1회 한하여 연회비 10%할인 혜택
� 가입방법
�방문접수 : 문화회관 직접 방문(회원신청서 작성 및 연회비 수납)
�전화접수 : 유선상으로 가입 후 회비 무통장 입금
(신한은행 : 100-026-245781 / 예금주 :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 가입문의 : 032-580-1155 , 홈페이지 www.issi.or.kr/culture, 다음 공식카페
cafe.daum.net/issiculture
문의) 서구문화회관 문화회관팀 ☎580-1163

“ 제2의 인생을 농업 CEO로 ”
제4기 귀농∙귀촌교육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는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제2의
인생을 농업 CEO”
로 준비를 위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가치 이해,
기초 농업기술, 귀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코자 다음과 같이
귀농 . 귀촌 교육생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 접 수 : 2013. 3. 4. ~ 3. 20일한 (방문신청, 공휴일 제외)
� 신 청 : 농업기술센터의 소정 양식 작성제출
� 기 간 : 2013년 4월 ~ 11월/매주 화요일 13: 30 ~ 17:30
� 인 원 : 100명 내외
� 대 상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천광역시민
- 토지대장(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agro.in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인력육성팀(☎032-440-6908~9,-6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귀농상담전화 ☎440-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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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서구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
이 법률전문가로부터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월요일 14:00~16:00 (단, 공휴일 제외)
� 장
소 : 서구청 1층 민원봉사과 내
� 상담대상 : 서구 주민, 관내 기업체운영자 등
� 상담분야 :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전 분야
� 법률상담관 : 변호사(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강화∙서인천지부 소속) ☎564-1366
� 상담방법 : 방문상담
문의) 기획홍보실 법무팀 ☎560-4060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자동이체 서비스란?
한번의 신청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일에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수납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하면 이런점이 좋아요.
-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이체대상 : 지방세정기분
(1월:등록면허세 / 6월, 12월:자동차세 / 7월, 9월:재산세 / 8월:주민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및 각 금융기관
- 인터넷신청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행정안정부지방세(www.wetax.go.kr)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지참
�

안내사항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 납기개시 5일전에 자동이체 고지서가 송부되고 납기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출금
됩니다. ( 잔고 부족시 출금되지 않으며, 가산금 부여)
문의) 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 각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 안내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실시
�

포인트 결제방식
구분

�
�

결재방식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잔여포인트에서 전액차감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납세금액에서 잔여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
서는 일반 카드승인으로 처리

대상사이트 : 인터넷지로(www.giro.kr), 위텍스(www.wetax.go.kr)
대상카드사 : 삼성,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씨티, NH, KB, BC, 제주
※ 롯데, 신한, 씨티, NH의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사업자용 카드는 포인트 납부
불가
※ 수협, 광주, 전북(3개)은 상반기 실시예정
문의) 세무과 ☎560-4190

물 절약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확대ㆍ강화 시행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
여야 함
⇒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15L에서 6L로,
소변기는 4L에서 2L로 강화
(단, 로탱크형 양변기는 2014년 1월 1일
까지 최대 7L로 완화 시행)
⇒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7.5~9.5L에서 5~7.5L로
강화
- 숙박업(객실 10실이하 제외)∙목욕장업∙체육시설업(골프장 제외)을 영위 하는 자
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도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다
만, 기존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2013년 5월 14일
까지 절수설비를 교체하여야 함)
- 절수설비 설치 미 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절수설비 :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 절수기기 :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문의) 인천광역시 수질보전하천과 ☎ 440-3632

석남어린이도서관 2월「토이로」주말 영화제 상영작
석남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영화제
를 운영합니다.
●기
●장
●대
●주

상영일

이
달
의
상
영
정
보

간 : 2013. 2. 2(토) � 2. 23(토) 매주 토요일 15시(무료상영)
소 : 석남어린이도서관 3층 다목적실
상 : 제한 없음, 무료입장
제 : 화려한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여행!

2/2

2/9

2/16

2/23

엘라의 모험

호튼

와일드

헷지

87분
한국어 음성

86분
한국어 음성

81분
한국어 음성

83분
한국어 음성

※ 참고사항 : 도서관 사정에 의해 상영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석남어린이도서관 ☎575-2600

심곡어린이도서관 2월「POP-Corn」주말 영화제 상영작
심곡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영화제
를 운영합니다.
●기 간 : 2013. 2. 1. � 2. 28 매주 일요일 14시
●장 소 : 심곡어린이도서관 1층 어울림터
●대 상 : 제한 없음, 무료입장

상영일

이
달
의
상
영
정
보

2/3

2/17

2/24

스페이스 독

볼츠와 블립

노틀담의 곱추

88분
한국어 음성

77분
한국어 음성

88분
한국어 음성

※ 참고사항 : 도서관 사정에 의해 상영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심곡어린이도서관 ☎568-0133

주말영화제「신석도서관 토요시네마」2월 상영작
신석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영화제를 운영
합니다.
●기 간 : 2013. 2. 2 � 2. 23 매주 토요일 14시
●장 소 : 신석도서관 4층 어울림터
●대 상 : 제한 없음, 무료입장

상영일

이
달
의
상
영
정
보

2/2

2/16

2/23

도라에몽 진구의 마계대모험

고양이의 보은

가필드 마법의 샘물

88분
한국어 음성

77분
한국어 음성

88분
한국어 음성

※ 참고사항 : 도서관 사정에 의해 상영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신석도서관 ☎571-9457

행/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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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인천실내 & 무도(武道) 아시아경기대회

1.교육대상 :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
2.교육인원 : 각 기수 당 30명(과정당 15명 미만일 경우 폐강)
3.교 육 비 : 무료
4.교
재 : 컴퓨터교육실 내 비치된 교재 사용
5.교육장소 : 지하 전산교육장(본관 지하1층)
6.교육접수 :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방문접수 : 주민센터 및 서구청 기획홍보실 정보관리팀
- 인터넷접수 :「인천서구홈페이지 www.seo.incheon.kr」에서 직접 신청
7.선발방법 : 전산추첨
문의) 기획홍보실 정보관리팀 ☎560-4082

2013년 인천 실내 & 무도(武道) 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Test Event”
입니다.
40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평화와 화합의 제전”
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
천에서 종합축제의 장(場)으로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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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개요
○ 기 간 : 2013. 6. 29 ~ 7. 6(8일간)
○ 경기종목 : 9개 종목
경기종목

경기장

당구

송도컨벤시아

볼링

안양 호계 체육관

댄스스포츠/e-스포츠

삼산월드체육관

체스∙바둑

연세대 송도캠퍼스

풋살

송도글로벌캠퍼스/동부학생체육관(만수동)

카바디/크라쉬

안산 상록수 올래체육관

킥복싱&무에이

도원체육관

25m 쇼트코스 수영

도원수영장

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앰블럼/마스코트

문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홍보부 ☎458-2365

접수기간

교육일정

02.12~02.15

02.25~03.08

03.04~03.08

03.18~03.29

03.18~03.22

04.01~04.12

04.08~04,12

04.22~05.03

05.06~05.10

05.20~05.31

05.27~05.31

06.10~06.21

06.17~06.21

07.01~07.13

07.01~07.05

07.15~07.26

08.19~08.23

09.02~09.13

09.09~09.13

09.23~10.04

09.23~09.27

10.07~10.18

10.14~10.18

10.28~11.08

11.04~11.08

11.18~11.29

11.25~11.29

12.09~12.20

교육시간

과정

10:00~12: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5:30~17:30
10:00~12: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10:00~12:00
13:00~15:00

기초
기초
활용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활용
활용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활용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활용
활용
기초
기초
기초
기초
기초
활용
기초
기초
활용
기초
기초
기초
활용
기초

교육내용

한글2007
윈도우7&인터넷 기초
한글2007
인터넷&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UCC로 만들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엑셀2007
파워포인트2007
홈페이지&블로그 만들기
엑셀2007
파워포인트2007
포토샵 CS5로 디카사진 꾸미기
한글2007
스위시 및 무비메이커로 동영상 만들기
윈도우7&인터넷 기초
한글2007
UCC로 만들어가는 소셜네트워크
인터넷&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파워포인트2007
엑셀2007
홈페이지&블로그 만들기
파워포인트2007
엑셀2007
스위시 및 무비메이커로 동영상 만들기
포토샵 CS5로 디카사진 꾸미기
한글2007
윈도우7&인터넷 기초
UCC로 만들어가는 소셜네트워크
한글2007
엑셀2007
인터넷&스마트폰 쉽게 배우기
엑셀2007
홈페이지&블로그 만들기
파워포인트2007
포토샵 CS5로 디카사진 꾸미기
파워포인트2007
스위시 및 무비메이커로 동영상 만들기

대상

비고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구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서구 구인정보 안내

서구청 경제지원과에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자에게 구직기회 희망을, 기업체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구인정보를 제
공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지원과 ☎ 560-5706~5707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인천 서구)

1

(주)은성일렉콤

2

성진상사

3

가족요양원

4

이레엔지니어링

5

몰러

6

인천도시가스서부지역관리소

7

채용담당자

모집직종

연령

성별

우대조건

임금액

중봉대로306번길 6

김재완

일반영업원

3명

관계없음

35세이하

남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월급 150만원

신현동 26-8

홍민기

배송 및 납품 운전원(납품영업 포함)

1명

관계없음

52세미만

남

마전동 검단2지구44블럭2롯트 검단무광프라자 6,7층

양영숙

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재가 제외)

30명

관계없음

무관

무관

금곡동 670-1

김용우

산업(공업)기계 조립 및 검사원

2명

5년

65세이하

남

월급 120만원

경서동 350-224

김선철

상표부착기∙공기압축기 조작 등 기타 생산직

1명

관계없음

62세이하

여

시급 4860원

마전동 완정4거리 검단센터

박선영

가스∙수도∙전기 계기검침원

1명

관계없음

35세미만

남

연봉 2000만원

피오레팬시

석남동 223-43

이강동

물류사무원(물류관리사)

1명

관계없음

45세이하

남

연봉 1800만원

8

누끌리오상사

오류동 434-77

임춘빈

자가용운전원

1명

관계없음

45세이하

남

9

한림토건(주)

왕길동 검단2지구 70블럭 1로트 이편한프라자 5층 507호

안병화

전기공사기술자(공무 , 견적원 포함)

1명

관계없음

65세이하

남

월급 250만원

10

인일목재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56

김원빈

상표부착기∙공기압축기 조작

1명

관계없음

55세이하

무관

시급 4860원

11

STM산업

가좌3동 473-6 (주)연우 3층

박상애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45세이하

무관

인근거주자

시급 4580원

12

한화포리

검암동 683-6

김철학

경리사무원

1명

관계없음

29세이하

여

인근거주자

연봉 1900만원

13

주식회사에코썬

원창동 382-113 태양공단 내

윤애화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무관

남

인근거주자

연봉 2000만원

14

한마음크리닝

석남동 SK경인에너지 밑에 있는 삼화고속 주차장내에 위치함.

김용식

세차원 및 운송장비 청소원

3명

관계없음

70세이하

남

시급 4860원

15

(주)케이티시앤지

당하동 925-16번지 성경빌딩 5층

임서영

전산자료입력원 및 사무보조원

1명

관계없음

30세이하

여

월급 110만원

16

(주)두성로보텍

경서동 697-14

장영미

재무 및 회계사무원

1명

경력

무관

무관

연봉 1800만원

17

희망자원

오류동 434-194

채미화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55세이하

남

월급 150만원

18

동원산업

가좌동 158-18

정재헌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2명

관계없음

50세이하

무관

인근거주자

월급 150만원

19

케이원테크

경서동 350-26

이귀련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3명

관계없음

45세이하

여

여성우대

시급 4580원

20

아주산업(주)

약암로 1539

박갑원

창고관리원

1명

관계없음

60세이하

남

월급 180만원

21

아산금속주식회사

가정로 38번길 11

김민균

전기 부품 및 제품 생산직(기계조작)

2명

관계없음

50세이하

무관

일급 38000원

2

새보상사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30-2

문순전

화학분야(플라스틱 및 고무 제조)

2명

관계없음

60세이하

남

월급 140만원

23

서림보드(주)

경서동 363-163

주병기

합판제조원

1명

신입

50세이하

남

월급 140만원

24

한진인천북항운영(주)

원창동 396-5

장철호

재무 회계담당자 채용

1명

경력

25

효림기업

가좌동 180-104

김형곤

가구생산직(기계조작)

5명

관계없음

※ 위 정보는 2013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신청 접수된 구인정보이며, 이미 채용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경력조건

월급 80만원
요양보호사

운전가능자

28세~32세 무관 더존 회계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무관

무관

시급 4860원

월급 150만원

월 180만원
월 180만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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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중 청소년 행사 안내
�서구청소년수련관 577-7979, 579-7977
�가정청소년문화의집 580-1190~3
�검단청소년문화의집 569-2335
행 사 명

서구문화회관 2013년 2월 공연 www.issi.or.kr

�서구청소년지원센터 584-1388, 1386
�연희청소년문화의집 561-5566~7

접수처 및 기간

행

사

내

�운영기간 : 2013. 2.19(화)~22(금)
15시~18시
�장 소 : 수련관 3층 잉글리쉬룸
�내 용 : 축복의 나, 나도인기짱, 자신감업,
꿈꾸는 다락방(자아강화, 리더십,
스피치 활동 등)
�참 가 비 : 무료 (교재비 1만원 별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985호
“수원화성
우리궁궐이야기”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13. 1 .22(화)~2. 16(토)
�대 상 : 관내 초등4~6학년 15명
�접 수 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서구문화회관 별관)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운영일시 : 2013. 2. 21(목)~22(금)
�장 소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세계문화유산교육 및 수원화성,
역사신문 만들기 등
�참 가 비 : 무료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923호
“청소년 역사지킴이
아이러브코리아”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13. 2. 19(화)~3. 9(토)
�대 상 : 관내 초등4~6학년 15명
�접 수 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서구문화회관 별관)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운영일시 : 2013. 3. 16(토)
�장 소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문화유산교육, 숭례문복원기원
엽서만들기, 숭례문만들기 등
�참 가 비 : 무료

�모집기간 : 2013. 연중
�대 상 : 인천브레이커즈 등
�접 수 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모집
(서구문화회관 별관)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운영일시 : 2013. 연중
�장 소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B-Boy&B-Girls
『인천브레이커
즈』하우스,락킹 동아리, 환경동
아리, 봉사동아리, 일반동아리(악
기,수화)등
특 전 : 우수동아리 보조금 지원, 분야별
전문교육 관련대회 및 공연 정보
제공, 동아리확인서 자원봉사확인
서 발급 등

�모집기간 : 13.2.18(월)~충원시까지
�활동일시 : 2013. 3.23(월) 09:00
�대 상 : 관내 초3~6학년
�활동장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및
한가람미술관
�활동내용 : 이론교육 및 미술전 관람
�접 수 처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불별의화가 반 고흐전)
�홈페이지 : www.gdyouth.or.kr

Find out
your Dream!
(꿈을 찾아보자!)
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상영기간 : 2. 1~2. 28
(매주 토요일)
�상영시간 : 10:30/12:40/14:50
�장 소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1층 꿈터)
�대 상 : 청소년 및 지역주민

�상 영 일
- 1회 : 2. 2 해피피트
- 2회 : 2.16 볼츠와 블립
- 3회 : 2.23 스페이스 독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 13.1.21(월)~2.20(수)
�대 상 : 관내 초4~6학년 /40명
�접 수 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운영일시 : 13. 2. 22(금) 9:00~17:00
�장 소 : 한국 잡월드(경기도 성남)
�내 용 : 다양한 직업 탐색 체험활동
�참 가 비 : 25,000원

�모집기간 : 13. 1. 21(월)~2. 15(금)

청소년수련활동
�대 상 : 관내 초4~6학년 /10명
인증 제1649호
�접 수 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유별난 레디고”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및
참가자 모집
팩스접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제1677호
“미(Me)로(路)
찾기”

�모집기간 : 13.1.21(월)~2.15(금)
�대 상 : 관내 중1~고2 /15명
�접 수 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및
팩스접수

�운영일시 : 13. 2. 25(월)~28(목)
14:00~17:00
�장 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연극맛보기, 즉흥극 놀이,
연극만들기, 발표하기 등
�참 가 비 : 무료
�운영일시 : 13.2.25(월)~27(수)
14:00~17:00
�장 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파티플래너, 소믈리에
직업체험 등
�참 가 비 : 10,000원

�운영일시 : 13. 2 .26(화)~28(목)
�모집기간 : 13.1.21(월)~2.15(금)
14:00~17:00
청소년수련활동 �대 상 : 관내 초5~6학년 /30명 �장 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이미지 도미노 게임, 도미노
인증 제1598호 �접 수 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레이스, 탑 쌓기 등
“신토불이 도미노”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및
�참 가 비 : 무료
팩스접수

위기탈출
넘버원!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13.1.23(수)~2.22(금)
�대 상 : 관내 중∙고생 /15명
�접 수 처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및
팩스접수

공연내용 및 요금 / 공연장소 및 일시
●소

가족뮤지컬

교과연계
�참 가 비 : 28,000원
일일체험학습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세계문화답사기”

검단테마극장

공연명

용

�참가자 모집기간 : 13.1.14~2.8
�대 상 : 관내 초등 4~6학년
�인 원 : 20명 (선착순)
�접 수 처 : 서구청소년수련관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홈페이지 참조)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F.573-0082/halroo@naver.com
�문 의 : 032-577-7979(이정아)

인증 1557호
단단한 자아
만들기

문의 : 서구시설관리공단 ☎ 580-1150

�운영일시 : 13.2.25(월)~26(화)
13:00~16:00
�장 소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내 용 : 응급처치교육 및 실습
�특 전 : 일반처치 일반과정 수료증 발급
�참 가 비 : 무료

예매

개

최근 핵가족화 사회가 됨에 따라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높은 관심으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나, 아이들은 계획성, 준비성
등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족뮤지
컬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성실하게 계
획성있게 모든 일을 준비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대
처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과 신나는
노래와 율동이 함께있는 이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고 앞으로 성실하고 계획성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 시놉시스
“꿀꿀꿀 대소동
아기 돼지 삼형제” 엄마 품에만 있던 아기 돼지 삼형제는 어느 날 엄마의 말씀에 따

라 자신들이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잠꾸러기인 첫째는 쉽고
빠르게 집을 짓기 위해 산 밑에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고 먹
보인 둘째도 마찬가지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나무집을 짓고는 좋
아한다. 한편 막내인 셋째는 나쁜 동물들이 오는지 안오는지 잘
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벽돌로 집을 짓는다.
그러던 어느날, 돼지 삼형제들의 집에 배고픈 여우가 나타나게 되
는데...
● 공연장소

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
-0014

: 대공연장

● 일시

: 2013. 2 .16(토) 오전11시/ 오후3시 (50분)

● 전석

: 15,000원

● 할인안내

- 할인권소지자 12,000원
- 서구문화회원 10,000원
- 10인 이상 단체 관람시 특별할인
※ 공연일정은 대관사용자나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용전 문의 바랍니다.

서구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립합창단 신년 음악회
합창을 국민 예술로 정착시키고, 한국 합창의 위대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윤학원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의 신년음악
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13. 1. 31. (목) 19:30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 공연명 : 서구민과 함께하는 인천시립합창단 신년 음악회
※ 예약 문의는 각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문화관광체육과 ☎560-4342

2013 평창 동계스페셜 올림픽 개최
□기

간 : 2013.1.29(화)~2.5(화) / 8일간

□장

소 : 평창 일원(알펜시아∙용평리조트), 강릉(빙상경기장 등)

□ 참가규모 : 113개국 12,100여명
- 대표단 33,300명, 선수가족 1,300명, 미디어 1,000명, VIP 1,500명
- 대회 운영인력 5,000명(자원봉사자, 지원요원 등)
□ 경기종목 : 7개 종목(55개 세부종목)
- 알파인 스킹, 크로스컨트리 스킹, 스노보딩, 수노슈잉, 피겨스케이팅,
숏 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플로어 하키
※ 스페셜 올림픽이란?
지적발달 장애인 스포츠 축제이다. 1968년 케네디 주니어 재단 지원하에 케네디 대통령의 여
동생인 유니스 케네디가 미국에서 창시한 국제대회로 1975년부터 4년마다 열리고 있는 스페
셜올림픽은 지적발달 장애인의 운동 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승패보다는
도전과 노력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1∙2∙3위에겐 메달, 나머지 모든 참가 선수에겐 리본을
달아준다. 동∙하계대회로 나뉘어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과 더불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3대 올림픽으로 인정받고 있다.
※ 스페셜해피매칭 후원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및 지적장애인과 비장인들이 함께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참가국과 기업∙단체, 개인 등을 1:1로 연결하는 캠페인(후원활동)
□ 후원사이트 : http://2013special.happybean.naver.com(네이버“해피빈”
)
2013평창동계스페셜조직위원회 ☎02-72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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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