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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는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행복한 지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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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사이 V자로 움푹 파인 곳 을 자극
하면 푹 자고 일어난 듯 개운하답니다.

가운데 배꼽을 기준으로 위와 장주변 눌러
주면 몸에 열이 올라요.

부글부글 뱃속 신호 바로 해결할 수 없다
면 검지와 약지의 두 번째 마디 아래 꾹꾹!

소부혈은 스트레스 농도를 알아보는 혈자리! 
만성 스트레스라면 지압 시 넘 아프답니다.

엄지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인 어제혈은
딸국질을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어요.

가운데 손가락의 양옆을 누른 뒤 끝을 
잡아 좌우로 10회 돌려주세요.

몸이 찬사람이 체했을 때 눌러주면 좋아요. 
하지만 몸에 열이 많다면 소부혈은 패스!

나올 듯 나오지 않는 그것! 검지와 약지의 
첫 번째 관절을 눌러주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당겨 30초
간 유지해 주세요.

엄지손과 집게손가락 사이 합곡혈을 자극
하면 얼굴에 붓기도 뺄 수 있어요.

손가락 지압 위치가 기억이 안 날땐 합곡혈 
하나면 80% 이상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부양의무제가 점차 폐지!

65세 이상 노인 틀니 저렴히 구입!

미용서비스 가격 공지!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가 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인데, 당장 4만 1천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150만원 정도인 틀니를 살 때 앞으로 3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존 옥외가격 표시제와는 별도로 오는 16일부터 미용실이 염색이나 파마, 커트 등 세 가지 이상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최종 가격을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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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요가
지압 방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김천상공회의소

남산성결교회

한일의료기

대도중공업

미가패밀리푸드

한국타이어

황금동교회

우리은행

푸른농산

| 773-01-186713

단체후원

개인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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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Tel.433-5550, 3003  Fax.433-6747

이메일 : rlacjswlghl@hanmail.net    홈페이지 : www.kappd2704.or.kr

수      입 지    출
비 고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11,165,000

공공요금 112,330

수용비 및 수수료 135,010

여비 39,000

홍보비 66,000

회의비 132,000

경북장애인예술제  82,590

경북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1,148,850

사랑의 김장나누기 3,283,000

임원 하계수련회 및 영·호남교류   105,300

재활증진대회 및 워크숍 822,030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64,000

예금이자 141 명절격려품 900,500

소 계 11,165,141 소 계 7,090,610

전기이월금 18,572,607 차기이월금 22,647,138

누 계 29,737,748 누 계 29,737,748

인구가 줄면 국회의원 선거구 존속이 불확실하며, 소비, 투자, 

노동력 감소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15만 인구회복 운동은 김천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로 김천시의 살림살이가 좋아집니다.

♡  병원, 호텔, 은행 등 사회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증대됩니다.

♡  소비 증가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소득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  행정기구가 늘어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됩니다. 

(2017. 07. 01. ~ 11. 30.) 

김천시 15만 
인구회복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