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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여성비전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부터 새둥지에

서 새롭게 출발한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여성비전센터가 내달 10일부터 부

림동 과천농협 앞에 있는 가족여성플라자에서 근무를 시

작한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2월 그레이스호텔 6층에

서 업무를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

라 내달 7일 이곳 4층과 5층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이

전과 더불어 그동안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하

던 여성비전센터를 올해부터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위탁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여성복지전문가 이희숙(50) 신임 센

터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내달 10일, ‘가족여성플라자’ 건물로 이전

새로 이전하는 공간에는 두 개의 강의실과 요리강좌실,

창업준비실, 강당,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된다. 정식 개관식

은 가족여성플라자가 준공되는 3월말로 예정되어 있다.

시는 이번 센터 이전에 따라 과천여성의 권익증진과 사

회참여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

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림동 44, 45번지 총 580㎡ 부지에 지하 2층 지

상 5층(연면적 2,450㎡) 규모로 건립되는 가족여성플라자

는 지상 1·2층 시립 부림 어린이 집, 지상 3층 영유아플라

자, 지상 4·5층 과천시여성비전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위탁운영체제로 전환

이전과 더불어 센터는 기존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 위탁운영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여성복지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채용하여 여성을 위한 전

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이희숙 백석예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

난 2일 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임

된 이희숙 센터장은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34년간의 사회

복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펄벅한국재단 부장, 서초

여성회관장, 상계종합사회복지관장, 백석예술대학교 겸

임교수를 지냈다.

이희숙 센터장은 “34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과 공간을 개발하여 과천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성들이 학습

하고 일하고 나누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고 여성의 취업욕구에 부응한 직종을 개발해 전

문적인 직업교육 및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EM(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정 내에 존

재하는 각종 유해세균(검은 곰팡이, 대장균, 진드기)들을

정균시키는 등 환경문제 해소와 자칫 소외되기 쉬운 다문

화 여성 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6면

인사말 참조>

오는 27일부터 1분기 강좌 수강생 모집

아울러 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1분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리사 자격증 과정과 건강요리 시리

즈, 커피추출 전문가 과정, 인문학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3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강좌는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며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도

울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강

좌별 모집인원은 선착순 15~20명이다. 수강신청은 과천

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3679-2007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새둥지에서 새 출발 

2~3면

2014 갑오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과천시 공영주차장 요금변경

추사박물관 매주 금요일 
연장 운영

정보마당

2014년 제1기 과천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2013년 사업실적보고회 및
총회’ 등

사람들

‘2014 경향 신춘문예’ 소설부
문 당선자…나푸름씨 인터뷰

신임 이희숙 과천시여성센터
장 인사말

갑오년 신년특집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시민들이 전하는 설에 얽힌
이야기 다섯개

4면 6면 10~11면

여성을 위한 전문기관인 과천시여성비전센터가 내달 10일부터 부림동 과천농협 앞에 있는 가족여성플라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18회 여성주간기념 의류리폼 패션쇼에서 과천시민들이 직접 리폼한 옷을 입고 나와 예쁘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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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과천 관내 건축물에 대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건축

물의 건설·공급 등 양적 성장시대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질적 관리시

대로 변화하면서 건축법령 개정(2012. 7. 19)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신

설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오는 7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키

로 했다. 또 10년에서 20년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완

료할 계획이다.

과천 관내 유지 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은 20년 이상 15곳과 10년에서 20년 이하 5

곳 등 총 20곳으로 건축사와 감리전문회사, 안전진단전문회사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점검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건축물의 미관 개선은 물론 수명연장 및 안전사

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건축과 3677-2394

2014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우편, 택배, 인터넷 쇼핑,

부동산매매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 http://www.juso.go.kr ▲스마트폰 : 도로

명주소 앱(App) ‘주소찾아’ ▲포털사이트 : 인터넷 검색창(네이버, 다음 등)에 지번주

소를 입력 ▲주민등록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스티커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를 읽고 쓸 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에서 시·군·구·읍·면까지

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또 다가구주택·원룸 등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부여받아 법정주

소로 사용하면 편리하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소유자·임차인이면 누

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문의 : 3677-2153, 2158

과천시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공짜

로 배우는 맞춤형 평생학습강좌 ‘2014년 배달강좌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건전하고 발전적인 학습문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배달강

좌제 사업비 총 3천여만원을 편성해 내달 3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총 12회에 걸

쳐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상반기는 내달 3일(월)부터, 하반기는 6월 9일(월)

부터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이 가능한 강좌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수영, 탁구 등 단순 체육종목을 제외한

모든 강좌로 반드시 과천에서 진행돼야 한다. 신청 대상은 10명 이상의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성인 혹은 가족단위 수강생 85개팀(상·하반기 포함)이다.

지원금은 1회(1시간) 35,000원, 팀당 최대 350,000원(10회)으로 강의 후 5일 이내

에 소감문과 사진 등을 구비하여 청구해야 한다. 단, 자부담의무화 규정에 따라 팀당

70,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2회(2시간) 학습하는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 작성 후 평생학습센터(과천시민회관 1층)에 직접 방

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평생학습팀 3677-2932 

과천시는 시민 개개인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직업교육 운영을 위해 학습비 지원 형

식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원과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교육 전문

기관과 연계해 각종 직업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규

모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0%, 다자녀

가정 70%, 일반인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3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신청서 작성 후 평생학습팀

(시민회관 1층)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

다. 단 신청 시 주소 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야 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학습비

지원시점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평소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비가 부담스러워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평생학습팀 3677-2932

2 2014년 1월 25일(토) 과천사랑신년특집

“2014 갑오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좌

단독주택 : 경기도 과천시 향교말길 55(중앙동)

공동주택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28, 000동 000호(중앙동, 00아파트)

※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항목(괄호)으로 생략가능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2014년 배달강좌제’ 운영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맞춤형 직업교육 학습비 지원

도로명 주소 표기 예

과천276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3  페이지 2



과천시는 추사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시간을 연

장한다. 운영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51주이며, 운영시

간은 09:00~18:00에서 오후 09:00~21:00이다.

연장 운영 중엔 전시관람 및 상설체험 모두 가능하며 추가로 전시해설 프로그램이

오후 6시30분과 7시30분 2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사박물관 연장 운영으로 토·일요일 외에는 시간이 없어서 박

물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과 소외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박

물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가 2005년 이후 동결시켜온 쓰레기봉투 가격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20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으로 지난 17일부터 종량제봉

투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행 평균 16.4원/ℓ에서

22.2원/ℓ로 35.7%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쓰레기 수

수료 종량제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를 통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봉투가격은 용량별로 1매당 3ℓ 70원, 5ℓ 120원, 10ℓ 230원, 20ℓ 440

원, 50ℓ 1,100원, 100ℓ 2,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2014년부터는 100㎡ 이상 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영업점에선 담배를

피워선 안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PC방 역시 2013년 12월 말로 금연구역 계도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올해부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미만의 모든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음식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PC방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대표자(소유자, 점유

자, 관리자)는 반드시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흡연 시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PC방과 음식점 대표자는 업소에서 흡연하는 손님을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하며 발견 즉시 금연구역임을 안내해야 한다. 

문의 : 과천시보건소 2150-3822

올부터 시민들의 금전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 폐가

전제품을 무상으로 방문해 수거한다.

수거대상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29인치 이상 TV, 1m이상 크기의 전자제

품 등이다. 냉장고 컴프레셔 등 원형이 훼손된 제품은 수거가 불가능하며 방문수거 대

상 외 전자제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 지불 후 배출해준다.

수거일 및 운영시간은 매주 월․수요일 주 2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

약된 경우 20시까지이다.  이용자는 인터넷(www.edtd.co.kr), 카카오톡(ID:weec),

전화(1599-0903)를 통해 사전 예약 접수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과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변경된다. 경마장주변(경마일)은 2

시간 기준 10분마다 현행 300원에서 350원으로, 별양동과 중앙동 상업지역 및 주차

빌딩은 현행 200원에서 250원으로, 관악산길 주차장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50원 인상된다.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관악산길 주차장은 10분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으로, 별

양동과 중앙동 상업지역(400원) 및 주차빌딩과 경마장주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100

원)은 종전과 동일하다. 반면 경마장주변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할 경우 현행

600원에서 35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1일 주차권 역시 선불인 경우 경마장주변은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별양

동·중앙동 상업지역 및 주차빌딩은 현행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

다. 관악산길 주차장은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경마장주변 이면도로 노상주

차장 등은 현행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월 정기주차권 역시 전일 또

는 선불인 경우 별양동 등 상업지역은 현행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관악산길

은 종전(40,000원)대로, 경마장주변은 20,000원에서 23,0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변경적용일 : 2014년 3월 1일부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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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세요”

구 분 구 역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0분마다) 1일 주차권
(선불의 경우)

월 정기주차권
(전일,선불의 경우)2시간까지 2시간초과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현 행 변 경

노상·노외

주차장

경마장주변 (경마일) 300 350 600 350 5,000 6,000

별양동·중앙동
상업지역 및 주차빌딩 200 250 400 400 15,000 17,000 120,000 130,000

관악산길 주차장 100 150 100 150 3,000 4,000 40,000 40,000

경마장 주변
(경마일제외)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등

100 100 100 100 2,000 2,500 20,000 23,000

추사박물관 매주 금요일 연장 운영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과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일반음식점 100㎡ 이상 금연구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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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원 소식과천시자원봉사센터 소식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식

•모집인원 : 선착순 10가정

•참여자격 

- 나눔포털 1365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www.1365.go.kr)

- 과천시 거주 초등 고학년(4,5,6학년)자녀를 포함한 2세대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정

- 가족 성원 모두가 참여 가능한 가정

- 발대식 필수 참여 가정 (2014년 3월 22일, 10:00~13:00)

•모집기간 : 2014년 2월 3일~2월 14일, 18:00시 까지

•접수문의 : 502-1318(학습지원팀)

※ 모집기간 중 제출분에 한하여 선착순 접수 

•활동일자 : 2014년 3월~12월

•접수방법 : 이메일(gcvc2238@naver.com)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cvc.org)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 반드시 공지된 이메일로 참가신청서 제출할 것

문의 : 502(3)-2238(담당 : 전현정 사회복지사)

1990년 문화교실이 개설된 이래 꾸준히 개발·육성되어 온 과천문화원 문화학교가 지역사회에 전통 및 현대생활 문

화를 보급·발전시켜 후손에게도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 2014년 3월 17일~7월 15일

•수강신청 : 과천문화원 사무국 504-6514

•후원회비 : 성인 50,000원(4개월분), 어린이 32,000원(4개월분)

•접수일자 : 2014년 2월 3일(월) 10:00시 부터 선착순 방문·전화 접수

인센티브 자격요건 혜  택

상해보험
가입

1365가입자 중 1년 이내 
1회 이상 봉사경력자 

봉사활동 중 상해를 당했
을 시 의료비 지원

우수자원
봉사자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증 발급 업체
이용 할인혜택(5~20%)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누적봉사 1,000시간 
이상(당해년도 9월말 
활동까지)

연말 자원봉사자 대축제
시 자원봉사 인증서와 금
배지수여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500시간 이상
활동경력 5년 이상

경기도지사표창 대상
(심사 후 결정)

200시간 이상
활동경력 3년 이상

과천시장 표창 대상
(심사 후 결정)

해외
자원봉사

500시간 이상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 기
회 제공

문화교실 프로그램 수강일시 인원 장소 강사명

가정원예교실 월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미디어실 최동원(효림분재조경대표, 한국분재조합원)

어린이 무용교실 월 16:00~18:00 2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정주미(우리춤연구회장)

시조교실 월 16:00~18:00 20 과천문화원 지하1층 관악홀 변진심(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여창가곡 이수자)

초서연구반 월 18:30~20:30 20 과천문화원 3층 1배움터 이충구(문학박사(한학), 시습고전연구회 원장)

한글서예 월 18:30~20:3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이필숙((사)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문인화 교실 화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김재선(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국전 심사위원)

어린이 바둑교실 화 17:00~19:00 20 과천문화원 3층 2배움터 이정원(바둑교육연구회 회장)

기초한문 화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1배움터 황봉덕(성균관대 한문학과 박사과정)

매듭교실 수 10:00~15:00 20 과천문화원 3층 2배움터 조용기(사랑매듭 회장)

- 우리 아이들의 머리핀, 귀걸이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성인서예 수 14:00~16:0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최석화((사)한국서도협회 수석 부회장)

소금 수 19:00~21:00 2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홍명호(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보존회 단원)

꽃꽂이(플로리스트) 목 10:00~13:00 20 과천문화원 3층 1배움터 손병남(한국사이버원예대학 학장)

한국전통무용교실 목 10:00~12:00 2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추혜경(한국국악협회 과천시지부 부지부장)

어린이 국악교실 목 16:00~18:00 20 경기소리전수관 1층 연습실 이나현(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1호 경기소리 이수자)

한국화교실 금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정재경(홍익대 미대 졸업, 미술교사 근무)

추사체(초급) 금 13:30~15:3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송태영(한국서화작가협회 자문위원)

추사체(중급) 금 15:30~17:3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최영환(추사연묵회 회장)

가야금교실(중학생이상) 금 16:00~18:00 2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장은정(과천시 국악협회 기악부 분과위원장)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접수 인원

모두가족품앗이 

품앗이활동 참여자 모집 
- 특색있는 품앗이
(숲생태, 예체능 품앗이 등) 

- 아버지 참여 품앗이
- 토요돌봄 품앗이 
- 맞벌이-주부 품앗이 

유아~초등자녀를
둔 가정 3월~12월 2월 7일(금)까지 -

공동육아나눔터 -육아나눔터 도서, 장난감 이용
-격월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초등자녀를
둔 가정 연중 상시 모집 -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돌봄 

다양한 체험활동(오감놀이, 요리
교실, 보드게임 등)

아버지, 
자녀(5~7세)

3~6월 둘째주 토요일
10:00~13:00 2월 28일(금)까지 20명 

상담 개인, 가족, 부부 상담 청소년~성인 연중 상시 모집 -

놀이치료 놀이치료, 부모상담 영유아~아동 연중 상시 모집 -

상담사 역량강화교
육 TA(교류분석) 입문 상담관련 종사자, 

관심있는지역주민
2월15일,22일(토)
10:00~18:00 2월 7일(금)까지 20명

가족사랑의 날 
“우.행.시” 가족가훈 시계만들기 초등자녀를 둔 가정 매월 셋째주 수요일

(2/19) 19:30~21:00
해당월 1일~
둘째 주 수요일 10가족

남성문화증진
“신남(新男)교실”

성인남성 자조모임
(DIY, 바리스타, 홈베이커리)

30~50대 
성인남성

매월 1회
19:30~21:30 1월 29일(수)까지 모임별 

8명

다양한가족통합 
서비스“도담도담”

가족결속증진프로그램
(원예치료,교육,문화체험 등)

한부모/조손가족
입양가족

3월~7월 토요일
13:00~15:00 2월 28일(금)까지 그룹별

12명

결혼이민자사업
“한울타리”

한국어, 맞춤형취업교육, 문화체
험, 친정부모방문지원, 신문구독
지원, 방문교육 등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연중 상시 모집 -

14기 과천가족봉사단 모집

‘코칭 청소년봉사단 5기’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

심을 가지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찾아 체계적이

고 자기주도적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아성

장을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코칭 청소년봉사단은 성인 코칭전문봉사단

지도자의 인솔 하에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 2014년 2월 7일(금)까지

•신청자격 : 관내 거주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

교 5학년~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2014년기준)

•모집대상 :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진로

와 적성에 맞는 관심 분야 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

•모집인원 :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생 1학년 청소년 70명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사항 모두 진행하여야 신청 완료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후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cvc.org) 공지

사항 신청서 작성 내방 및 팩스(02-503-2234) 제출 

•선 정 방 법  : 서 류 심 사 를  통 해  선 발  후  홈 페 이 지

(www.gcvc.org) 및 개별 공지

※신청마감일인 2월 7일 18시까지 신청서 미제출자는 자동 접

수 취소 

문의 : 502(3)-2238(담당 : 정영주)

‘자원봉사 코칭 청소년봉사단 5기’ 모집

2014년 1기 과천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 503-0070, 홈페이지 gchfsc.familynet.or.kr

•위치 : 관악산길 58 (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안내

•방 법 : 나눔포털 1365 회원가입(www.1365.go.kr) ⟹ 지역

별 센터(과천시자원봉사센터 )봉사 수요처 검색 후 활동 

문 의 : 502-2238, 3677-2747

•과천시 자원봉사자 혜택

작은나눔을 통한 큰 행복!

※단, 수강인원이 15인 이하인 경우는 폐강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과천276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3  페이지 4



과천사랑 정보마당 52014년 1월 25일(토)

대상 및 일정 주제

상
반
기

1차
초6 

2014년 3월 8일 (토) 09:30~12:30
자신감

2차 2014년 3월 22일 (토) 09:30~12:30

1차
초6 

2014년 4월 12일 (토) 09:30~12:30
기억력

2차 2014년 4월 26일 (토) 09:30~12:30

1차
초6 

2014년 5월 10일 (토) 09:30~12:30 읽기,노트,
필기2차 2014년 5월 24일 (토) 09:30~12:30

1차
초6 

2014년 6월 14일 (토) 09:30~12:30
시간관리

2차 2014년 6월 28일 (토) 09:30~12:30

요일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기간 인원

월
건강과 
발효액

33,000원 14:00~16:00 2~4월 10주 25

화

차문화 교실
심화과정

52,000원 10:00~12:00 2~5월 16주 15

웰빙
약선요리

39,000원
(재료비

100,000원)
14:00~16:00 3~5월 12주 25

목

우리꽃차
만들기

50,000원
(재료비

100,000원)
13:30~16:30 2~4월 10주 24

글로벌시대의
생활문화와 
매너교실

무료 10:00~12:00 3~5월 10주 30

요일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횟수 인원

수
·
금

밥상머리 
인성교육

17,000원 10:00~12:00
2월 12일
14일, 19일
21일, 26일

5회 25

과정명 행사시기 장 소 대 상 인원 신청방법

혼인례
수연례

상담후결정
시 청
대강당

관내 주민 1쌍
전화
접수

과천예원에서는 2014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받고 있

습니다. 수강신청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중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http://www.gcedu.go.kr)

•문의전화 : 507-1771, 1881

•교육대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모집

※ 인터넷 접수 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연락처도 꼭 확

인해주시고, 정확한 연락처가 없으면 강좌등록이 안됩니다.)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중급과정 이상은 각 전 단계과정 수료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과천예원 기획 프로그램 

회수 일자 강의내용 비고

1회 2월 12일
(수)

밥상머리교육의 이해 및 밥상머리 교육
의 실천
1) 밥상머리교육이란 무엇인가?
2) 밥상머리 교육 효과
3) 밥상머리 교육 실천전략

김계숙
(과천예
원장)

2회 2월 14일
(금)

집에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실제Ⅰ
1) 밥상머리에서의 기본생활습관교육

(예절교육)
2) 밥상머리에서의 기본교육

김이주
(서일대
교수)

3회 2월 19일
(수)

집에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실제Ⅱ
1) 밥상머리에서의 영양교육
2) 음식맛과 성격분석

김이주
(서일대
교수)

4회 2월 21일
(금)

왜 밥상머리 교육인가?
1) 왜 밥상머리 교육인가?
2) 밥상머리 교육으로 건강을 잡아라!

김광호
(EBS
PD)

5회 2월 26일
(수)

밥상머리교육과 행복한 부모
1) 식탁은 부모 

- 자녀관계의 시작의 장이다.
2) 이로 인해 관계가 깨기지 시작한다.
3)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4) 이 시대 아빠와 엄마의 역할

- 아이에게 미치는 효과

김광호
(EBS
PD)

•2014년 과천예원 년간 프로그램

•토요 학습클리닉 내용(대상학년 : 초6)

본 센터에서는 주 5일제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공부방법에 대해 ‘1일 캠프’를 진행합니다.  공

부의 주요 4가지 영역(자신감, 기억력, 읽기노트필기, 시

간관리)을 정해 한 달에 한 번 주제별 캠프입니다. 

‘2014 토요 학습클리닉’ 안내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과천예원 소식

과천예원 상반기 수강생 모집

밥상머리 인성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2월 12일∼2월26일 (5회)

•교육시간 : 10:00∼12:00

•수 강 료 : 17,000원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중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http://www.gcedu.go.kr)

•대     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모집

•문의전화 : 507-1771,1881, Fax 507-1011

•수업계획서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소식

저소득가정 청소년(초6~고3)과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일대일 매칭으로 학습지도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성적

향상을 돕고 진로상담, 생활상담 등울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청소년튜터제에 아이들의 학습멘토

가 되어 줄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시 : 연중 상시모집

•대 상 : 서울 및 수도권 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최소 1년 이상 장기봉사활동 가능한 자)

•내 용

- 개별 학습지도(주요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 주 2회 상호 협의 후 수업 진행

- 야외활동(대학탐방, 문화활동 등)

•서류접수 후 개별 면담을 통한 자원봉사자 선발

•소정의 활동비(교통비) 지급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문의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02)507-6319~22 

‘청소년튜터제’ 연중 운영

과천시종합사회복지관 소식

과천시노인복지관 소식

※ 초 6대상으로 매월 2주에 수업 받는팀과 4주에 수업 받는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며, 2, 4주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접수기간 : 2014년 2월 17일~3월 7일 (선착순 24명 마감)

(선착순 접수, 한 학생당 2주 or 4주 프로그램

중 정하여 1번만 참석 가능합니다.)

•입금기간 :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 연락

•장　　소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집단상담실

•참 가 비 : 20,000원 (1회~4회분 비용이며, 1차 및 2차 선

택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환     불 : 3월 12일(수)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참가비 입금방법 :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입금, 꼭 입금기

간에 입금하시길 바라며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입

금계좌번호 : 317-0004-1821-91 농협, 과천시청소년육성

재단, 꼭 참석하는 학생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접수방법 및 문의 : 전화접수

학습지원팀 김주현(502-1318)

※ 3월 12일(수)까지 미입금시, 신청이 취소되며,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주최 : 과천시

•주관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희망드림일자리(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과천

시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팀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대 상 :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단 교육형 참여자는 만60세이상 참여가능)

(1종 수급권자, 해피워크, 공공근로등 정부추진사업참여자

제외)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복지관비치), 정보제공동의서(복지

관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모집인원 : 227명

•모집기간 : 2014년 1월 17일(금) ~ 1월 29일(수)

•접수장소 : 과천시노인복지관 신관 2층  실버인력뱅크팀

•참여사업 : 그린수호대, 실버급식지도원, 금연캠폐인, 복지

시설 관리지원, 행복나누미, 노노케어, 지역아동센터연계사

업, 생명사랑교육단, 꿈나무실버강사파견사업, 노후생활설

계사, 모니터링단, 보육교사도우미 등 

•활동내용

- 활동기간 : 2014년 3월~11월(9개월/ 사업별로 차등)

- 활동시간 : 주 3~5일/ 일 3~4시간 활동(사업별로 차등)

- 보 수 : 월 36시간 근무시 20만원(강사파견의 경우 월

20시간 근무시 20만원)

- 교육참여(필수) : 소양·직무·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일자리사업 참여자 확정명단 공고일 

- 2014년 2월 12일(수) :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복지관 관내 게시판

문의 : 과천시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팀 

502-8525, 502-8500(내선1번)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 소식

과천의제21은 지난해 12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

천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단체장 및 협의회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사업실적보고회 및 총회’

를 가졌다.

이날 김영태 시민대표의장과 감사 1명이 재 선임되었

으며 2기위원 65여명이 저탄소도시만들기분과 등 4개

사업 분과로 나눠져 새로 위촉되었다.

2013년에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 시민 걷기대

행진과 자전거 대행진, 차 없는 도로 행사, EM활성액 배

포 등 주요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면서 환

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복지여성분과 의제활동 수익

금을 모아 관내 4개 고등학교에 각 1명씩 총 4명에게 장

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2013년 사업실적보고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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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소설가 자격증을 딴 것뿐”
“신춘문예 당선은 한마디로 소설가 자격

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새로운 인

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운전면허를

땄다고 바로 차가 생기는 게 아니고 새해가

밝았다고 어제인 작년과 다르지 않은 것처

럼 다른 소설가 지망생들과 제가 다른 처지

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 13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1단지 치

킨가게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난

‘2014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나푸름

(24)씨. 처음 얼굴만 봐서는 안정적인 삶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의 불안정한 기

반을 섬세한 필치로 묘파한 당선작 ‘로드

킬’을 쓴 작가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보였

다. 약간 화장은 한 듯 했지만 후드 티와 점

퍼차림이 잘 어울리는 영락없는 소녀였다. 

어릴 때부터 줄곧 과천에서 자란 그는 청

계초·문원중·과천고, 고려대 문예창작

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EBS 교육다큐부에

서 일하고 있다. 푸름씨가 소설을 쓰기 시

작한 것은 16살. 한 여자의 생활을 훔쳐보

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원래는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정 상 미대진학은 힘들 거라는 걸 어렴풋

이 알았던 것 같아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돌아보니 책이 언제나 제 가까이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곧잘 글

짓기 상을 받곤 했거든요. 하지만 ‘소설가’

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글을 읽고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소설 ‘로드킬’은 그가 경

험 삼아 낸 세 번째 투고였다.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개의 이미지를 가지

고 지난 해 9월부터 쓰기 시작해 마감을 턱

밑에 두고 완성한 원고다. 글을 쓸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쓰기보다는 좀

더 즐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쓰

는 게 목표라는 그. ‘로드킬’ 역시 직접 경

험해보진 않았지만 어른들 세계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즐겁게 풀어냈다.

“주로 글쓰기의 소재를 어른들 세계에서

찾는 편이에요. 만들어낸 인물의 과거 속에

서 이야기 소재를 찾는 거죠.”

실제로 그의 글쓰기는 우울한 상념에서

부터 시작된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뽑아드

는 책도 손창섭의 <비오는 날>과 <미해결

의 장>이다. “밝은 소설을 읽으면 그렇지

않은 소설보다 쉽게 잊게 된다”는 그는 당

선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뻐 날뛰기보다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며 부정

했다고 한다. 원하는 건 언제나 멀리 있었

고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에. 

“신춘문예에 당선됐다니까 가족들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알아서

잘 할 줄 알았다’는 엄마의 말이 기억에 남

아요. 절 믿고 계셨다는 말이니까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백년의 고독

>. 학부 때 교양과제 때문에 처음 읽기 시작

한 책이었는데 상상력이 대단하고 아주 천

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저자(가

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에게 완전 반해

버렸다고 했다.

“평생 마르케스의 발뒤꿈치만이라도 따

라갈 수 있다면 원이 없을 것 같다”는 그는

지독한 ‘책벌레’다. 그가 이렇게 ‘책벌레’

가 된 것은 맞벌이 하는 부모님 밑에서 커

서다. 자연적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2살 터울인 오빠가 있긴 했지만 학교

가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 오래 다니다보니 이젠 과천도

립도서관과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 어떤

유형의 책이 있는 지까지 파악이 되더라구

요(웃음). 과천도립도서관엔 고전문학 등

오래 된 문학작품이 많고, 정보과학도서관

엔 여행서적이나 교양서적 위주의 신간도

서들이 많아요.”

요즘도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간다는 그는

“작은 도시에 초·중·고가 모두 모여 있

고 도서관도 세 개나 되는 과천에서 자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엇을 쓰든 제가 즐긴다면 보는 분들도 즐

겁게 보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과천출

신 신춘문예 당선작가 나푸름. 그가 있어

과천이 더욱 푸르게 느끼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화를 마칠 때쯤엔 앳된 24세

의 여인 대신 신춘문예 당선 작가만이 자리

를 우뚝 지키고 있었다.

이희숙
(과천시여성비전센터장)

신임 이희숙 과천시여성비전센터장 인사말

‘2014 경향 신춘문예’ 

소설부문 당선자 나푸름 씨

화제의 인물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당장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최대한 오래 계속 쓰고 

포기하지 않는 게 목표

최근 단편소설 ‘로드킬’로 ‘2014 경향 신춘문예’에 당

선된 나푸름씨는 “글을 쓸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

통스럽게 쓰기보다는 좀 더 즐기면서 ‘포기하지 않

고 오래도록’ 쓰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2014년 1월 2일부터 과천시여성비전센터장으로 일하게 된 이희숙입니다. 제가 과천시에서 일하게된 계기는 대학원에서 박사공부를 할 때

서초여성회관장으로 일하고 동시에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에서 운영하는 백석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엮임하였는데, 백석예술대학교 총장

님께서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복지관련 위탁사업을 구상하시던 중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위탁공고가 났고 평소 좋은 이미지

를 가진 과천시인 만큼 저를 대표로하여 응모에 참가해보라고 하셔서 참가하게 되었고 선정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천시가 삶의 질이 전국 최상위권에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 성차별을 해소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함

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의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과 공간을 개발하여 과

천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천시 여성과 함께 만들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누리는 과천시 여성비전센터가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이 학습하고 일하고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욕구에 맞추어 직종을 개발하여 전

문적인 직업교육,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커다란 문제의 하나인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EM(유용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정 내에 존재하는 각

종 유해세균(검은 곰팡이, 대장균, 진드기) 들을 정균시키고, 불쾌한 냄새를 모두 없애며, 합성세제(가루비누, 샴푸, 주방세제, 락스)의 피

해를 알도록 하고 천연세제만을 사용하여 오염된 곳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데 여성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나 야채를 생산하는 분

들도 EM을 활용하게 하여 무농약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문화

여성, 저소득 여성과 여성장애인들도 모두 함께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여성복지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과천시 주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과천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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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애향장학회 장학생 249명 선발

과천시애향장학회가 성적우수 및 특기장학생 등 5

개 분야에 걸쳐 총 249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회에 따르면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2년 이상 과

천시에 거주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103명과 고

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 146명 등 총 249명의 장

학생을 선발해 고교생은 분기당 41만6천760원, 대학

생은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애향장학생은 △성적우수장학생 △일반장학생 △

특기장학생 △다자녀장학생 △장애인가정장학생 등

5개 분야로 나눠 선발한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직전학년의 학업성적(신입생은

입학 전 중․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100점 기준 90점

이상이거나 학업순위가 상위 10% 이내인 학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장학생은 직전학년의 학업성적(신입생은 입학

전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100점 기준 60점 이상이거

나 학업순위가 상위 80% 이내인 학생(고교생 미적용)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한다.

특기장학생은 과학 및 예체능 등 분야에 소질과 재

능이 뛰어나 전국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다자녀장학생은 1가구 3자녀 이상 가정의 학

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정장학생은 장학생과 부모 또

는 학생 본인이 장애인이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을 대상으로 각각 선발한다.

하지만 지원자격이 있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나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학비보조비 포함)

을 받는 학생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신청서는 과천시애향장학회 사무국(과천시

의회청사 1층)에서 교부받거나 과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gccity.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

으면 된다.

신청방식은 관내 소재 고교 재학생만 학교에서 일괄

추천하며 대학생 및 관외 소재 고교생과 관내 소재 고

교 신입생의 경우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대학교 신

입생 추가합격자의 경우 내달 25일부터 28일까지 각

각 장학회 사무국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장학생 선정이 확정된 후 신청학생 및 추

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 : 과천시애향장학회 사무국 3677-2502 

‘시니어 이웃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

지난 6일 복지관 3층 다목적실에서

5개 분야로 나눠 고교생은 분기당 41만원

대학생은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 지급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이 지난 6일 복

지관 3층 다목적2실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

대식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확대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대표자가 나와 큰 목소리로 참여자 선

서를 낭독했으며 나머지 참여자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곽재복 과천시장애인

복지관 관장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

업이 자리 잡고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

자분들이 진심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을 비롯

해 과천시청, 문화원, 울림터, 어린이

집 등 각기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게 될

사업 참여자를 위한 자기소개가 진행

됐다.  

발대식과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는

사업안내 및 직장예절 교육이 이어졌

다. 2014년 사업 전반에 걸친 진행사

항과 참여자들이 지켜줘야 할 사항도

공유했다. 또한 ‘예절은 그 사람의 품

격이다’라는 주제로 직장예절도 교육

했다.

복지관 이지혜 사회복지사는 “오랜

만에 단체 활동이 조금은 피곤하셨을

텐데 내내 밝은 모습으로 집중해 주시

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발

대식을 계기로 2014년 한 해 동안 품

격 있는 과천시 장애인복지일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과천시애향장학금 수여식 장면

과천시 평생학습센터는 50세 이상을 대

상으로  오는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시니어 이웃공동체 아카데

미’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시니어 이웃공동체 아

카데미’수강생 25명을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평생학습통합시스템

(www.gcedu.go.kr)을 통해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직장과 가사에서 벗어난 분

이나 사회적기업 사업을 원하는 분,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 친구를

맺고 이웃 간 품앗이가 필요한 시니어들

이다.

프로그램은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시니

어들이 마을에서 동행할 이웃을 맺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바쁘게 살아 온 일상 속에 노후준비가

미흡하거나 지역과 가정으로 복귀할 준비

가 덜 되어 있는 은퇴자들에게 인생이모작

설계를 도와주고 지역에서 재능과 경륜에

맞는 일을 찾아 활동하는 평생직장인 협동

조합과 마을기업 프로그램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마을과

이웃은 시니어에게 둥지와 같은 역할을 하

게 된다”며 “올해 4번째 진행하게 될 이번

시니어 아카데미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마을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마포의 성

미산 마을 견학’을 포함해 ‘텃밭 나눔사

업’을 병행한 실천적 학습을 진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삼목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 기탁

갈현동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모임인

삼목회가 5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

로 기탁했다.

갈현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

종화 갈현동장 등 12명으로 구성된 삼목회

회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삼목회 회원은 △ 갈현동장 박종화 △갈

현어린이집 원장 문혜선 △슈르어린이집

원장 김혜숙 △주민자치위원장 유인길 △

자원정화센터 소장 서상구 △갈현동지구

대장 문제철 △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김

규환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전성제 △

신한은행 원문동 지점장 강태중 △농협 원

문동 지점장 이홍렬 △율곡어린이집 원장

전경자 △자원정화센터 홍보실장 양항석

등  총 12명이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발대식을 마치고 “2014년을 기대해주세요”라며 화이팅을 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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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1월 25일(토) 과천사랑교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수

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

매주 화요일(4층 공연장)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2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하세요’

청소년수련관 토리아리아

카데미는 방과 후 시간대에

생활지원, 학습지원, 체험학

습 등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

동 및 생활관리를 통한 건전

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

록 여성가족부와 과천시가

지원하는 공적서비스이다.

2014년에도 함께 활동할

제7기 청소년을 모집한다.

•운영기간 : 2014. 3월~12월(연중) / 월~금 15:00~20:00 / 월2회 토요체험활동 

•운영대상 : 관내 초등학교 4학년~6학년(30명/1개반)

•운영내용 : 자기주도, 학습지원, 전문체험, 캠프, 토요체험, 급식지원 등

•교 육 비 : 무료(단, 개인교재비 본인부담)

•모집기간 : 2014. 1월~2월 중(1차 서류접수, 2차 심의선정)

문의 : 토리아리아카데미 2150-3980~2

방과 후엔 신나는 아카데미로! 

토리아리아카데미 제7기 정기 모집

‘극단 너울레’에서 제작한

가족 뮤지컬 ‘엄마는 왜?계

인’을 오는 2월 22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공연한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세 아

이와 엄마와의 좌충우돌 사

건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 가족이

야기를 반영하였다. 

이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 모두를 생각해 보고, 좀 더 가

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다같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공연명 : 엄마는 왜?계인

•일　시 : 2014. 2. 22(토) 14:00 (60분)

•대　상 : 청소년 및 가족 200명

•장　소 : 과천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

•관람료 : 무료(공연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 수련활동팀 2150-3932

가족사랑 공연 “엄마는 왜?계인”뮤지컬

오는 2월 22일 청소년수련관 4층 공연장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술과 함께하
는 리더십 캠프’를 실시하고자 한다. 청소년들
에게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청소년 스
스로가 리더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다양
한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 청소년 리더
로서의 자아인식 및 자신의 역할, 올바른 가치
관을 정립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다. 매직을 접목한 다양한 리더십 관련 강
의, 요리실습, 클라이밍, 호신술 등 다양한 내
용으로 3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캠프는 국가에서 인증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 제1285호’로 활동 이수 후, 인
증수련활동기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A
등급 평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학생회 임원, 선도부원 등 청소년 대
표로서 활동하고 싶은 청소년, 자신감과 리더
십을 향상 시키고 싶은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
학교 입학 예정 청소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
하다. 참가한 청소년들 모두에게 일상 및 학교
생활에 있어서의 활력을 심어주고, 청소년기
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청소년 리더를 넘어 미
래의 리더로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리더’ 준비해보자!

키리쿠와 마녀

애 니/70분
전체/자막

나  인

애  니/80분
12세 이상/자막

지 젤

발 레/112분
전체/영어

빨강머리 앤

애 니/100분
전체/더빙

2월 4일(화/16:00) 2월 11일(화/16:00) 2월 18일(화/16:00) 2월 25일(화/16:00)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프로그램명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국경일 바로알기
프로젝트진로현장체험

2. 25(화)~27(목)
매일 09:00~12:30

1인 25,000원
관내 청소년 20명
(초등3학년~6학년)

진로현장체험
2. 19(수)~20(목)
1박 2일

추후공지
관내 청소년 40명
(초등4학년~중등3학년)

마술과 함께하는
리더십 캠프

2. 25(화)~27(목)
매일 13:00~16:00

1인 25,000원
관내 청소년 30명
(중등1학년~중등3학년)

청소년 상상캠프
3. 8(토)~9(일)
1박 2일

1인 50,000원
관내 청소년 40명
(초등4학년~고등1학년)

제7기 방과후아카데미 2014. 3월~12월 무료
관내 청소년 30명
(초등4학년~6학년)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과천시지부(지부

장 이진걸)와 과천농업협동

조합(조합장 고정수)은 지난

해 12월 30일 과천 관내 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과천

시애향장학회(이사장 신학

수)에 장학기금 1억 원과 3천

만 원을 각각 출연했다.

농협은행 과천시지부 이진

걸 지부장은 “농협은 수익환원사업을 통한 지역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과천 지역 인재육

성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농업협동조합 고정수 조합장은 “우수한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

가가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

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과천시지부 · 과천농업협동조합 

과천시애향장학회에 장학기금 1억3천만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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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ing is one of my favourite sports.

Of course there are a lot of great places

to ski in Europe. Many ski resorts in

Europe are placed on large mountains

with long and challenging slopes. In

Korea, most of the ski resorts are in

Gangwan-Do. Yongpyong, Pheonix

Park, High One and Vivaldi Park are

all beautiful ski resorts. It’s also great

to have a ski resort close to Gwacheon

too, with Yang-Ji Pine Ski Resort based

in Yongin. High One is the best for

fresh snow because it offers the highest

slopes in Korea.  

So come winter time, hitting the

slopes is very popular in Korea! As

with the rest of the world, snowboard-

ing seems to be more popular with be-

ginners than skiing. I ride the traditional

way, on my trusty two skis. Although

most of the slopes in Korea are not too

challenging for the experienced rider,

with so many beginners on the slopes

at one time, they can present a tricky

ride down the slope!

One thing that stands out in Korea,

are the facilities at the bottom of the

hill at every ski resort. These facilities

include restaurants, bars, swimming

pools, public saunas, golf course

(Phoenix Park) and even a waterpark

(Peak Island at Yongpyong)!  I believe

it’s a real 5-star service to have such

additions, this is not seen in places like

France, Italy or Norway (some of the

most popular places in the world to

ski!). Once again, Korea has done an

excellent job in designing their own

take on ski resorts. My particular

favourite feature when skiing in Korea

has to be night skiing. 

This cannot be done in Europe. At

the latest, some slopes in Europe will

finish as late as 10pm. Here in Korea,

some resorts allow you to ski until

5.30am! With the Winter Olympics

coming to Korea in 4 years, that should

give hopeful Olympians plenty of time

to practice and perfect their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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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6>

재미있는 과학 여행 

Magic School Bus

<신기한 스쿨버스>는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만들어주는 세계적인 그림책입니다. 자연과 과학에 관심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영어 원서

읽기도 시도해 볼만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과학 개념들을 그림작가 브루스 디건이 재미있고 상세한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 이해가 쉽습니다.

About the Author Joanna Cole & Bruce Degen

<신기한 스쿨버스>는 글을 쓰는 조애나 콜과

그림을 그리는 브루스 디건이 함께 만들어 가는

그림책입니다. 개성 만점의 두 작가가 한 권의

<신기한 스쿨 버스>를 만들어 내는 데는 자그마

치 2년이 걸린답니다.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작가들은 100권이 넘

는 책을 읽는다고 하니 대단하죠? 처음 6개월 동

안 글 작가 조애나 콜은 100권이 넘는 책을 읽고

다양한 자료들을 연구한 후에야 원고를 쓰기 시

작합니다. 다음 6개월 동안은 원고를 쓰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정확한 과학 정보와 의

견을 수집합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서야 완성된 원고는 그림

작가인 브루스 디건에게 넘겨 지고, 브루스는 6

개월 동안 조애나의 글에 꼭 맞는 재미있는 그림

을 그립니다. 글과 그림의 모든 원고가 완성되고

나면 편집자들과 다양한 과학 전문 감수자들에

의해 감수와 교정이 진행됩니다. 정확하고 완벽

한 과학 책이 되기위해서 6개월 동안 편집작업

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니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 1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권의 책이 팔린 <신기한 스쿨 버스>는 TV 애니

메이션 시리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91년에는 ‘워싱턴 포스터’의 어린이도서

협회의 논픽션 상과 ‘어린이 도서 개발에 기여

한 작가에게 주어지는’ ‘데이비드 맥코드 문학

상’도 받았습니다. 

조애너 콜과 브루스 디건은 <신기한 스쿨 버

스>외에도 다양한 과학 분야 논픽션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Suddenly, Ms. Frizzle said, 

“Please pay attention, children. 

I have wonderful news!” 

(I WONDER WHAT THE GOOD

NEWS IS.)

(MAYBE IT’S LUNCH TIME ALREADY)

“Our class has been invited to a dinosaur dig,”

Explained the Friz. 

“We’ll be leaving right away.”

As we went out, one kid grabbed the video camera. 

Others took along model dinosaurs for good luck. 

When you have the wackiest teacher in school, you need all the luck

you can get! 

프리즐 선생님이 갑작스런 발표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벌써 점심시간이 된걸까?) 

“우리 반이 공룡 화석 발굴 현장에

초대받았어요!” 프리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곧 출발이에요!”

나가는 길에 한 아이가 비디오 카메라를 챙겼어요. 

다른 친구들을 행운을 위해 공룡 인형들을 챙겼어요. 

학교 최고의 괴짜 선생님을 따라 다닐 때는 가능한 모든 행운을 다 챙겨

야 하거든요.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주요 작품 소개

<The Magic School Bus at the Waterworks 물방울이 되어 정수장에 갇히다> 프리즐 선생님과 아이
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 시설로 가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하늘로 떠올라서 구
름 속으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구름 속 물방울들이 되어 버린 거에요. 물방울이 된 아이들은 비로 변
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다시 정수장으로 모이게 되요.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어
떻게 수증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The Magic School Bus in the Time of the Dinosaurs 공룡시대로 가다> 조애너 선생님이 시리즈
중 가장 좋아하는 책이 바로 <공룡시대로 가다>에요. 선생님은 <신기한 스쿨 버스>를 쓰기 전에도 다
양한 과학 책을 쓰셨는데요. 1972년에 처음으로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신기한 스쿨 버
스>와 함께 공룡시대 이야기를 쓰기를 고대하셨대요. 20년 만에 공룡 시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며
많은 과학자들이 20년동안 새로 발견한 공룡에 대한 과학 정보의 양에 놀랐다고 해요.

<The Magic School Bus on the Ocean Floor 바다 속 탐험> 브루스 디건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은
바로 바다 속을 탐험하는 <바다 속 탐험>. 브루스 디건 선생님은 이 책을 그리기 위해 미국에 있는 모
든 대형 아쿠아리움을 다 가보셨대요. 그리고 푸에르토 리코에 있는 해변을 방문해서 며칠이나 스노
클링을 하며 바다 속을 탐험하셨어요. 직접 바다 속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라 더욱 생생하겠죠?

“Take Chances! Make Mistakes! Get Messy!” _Ms. Frizzle 

기회를 잡아! 실수하면 어때! 엉망이어도 좋아! _프리즐 선생님

(<매직 스쿨 버스>의 과학 선생님 프리즐이 즐겨 쓰는 말입니다.) 

이 글은 원어민 강사 John Georgie가 지난 1월 양지리조트에서 고등학생들과 스키를 탄 이야기이다.

ㅣ알립니다ㅣ 이페이지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과천시민 누구나 영어로 에세이나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John Georgie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 원어민 강사

문의 3677-2062

Skiing in Korea

John Georgie with his high level students from

English Town at Yang-Ji Ski Resort in Jan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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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설날이다. 어렸을 적 나는 설을 앞두고 쌀 한

말 머리에 이고 장에 가신 엄마를 눈 빠지게 기다렸던 추

억이 있다. 엄마는 이고 간 쌀 대신 고운 한복 천과 고무

신 등을 한보따리 사가지고 오셨다. 그리고는 등잔불 밑

화롯가에 인두를 꽂아놓고 밤새워 설빔을 지으셨다. 또

밤새도록 맷돌에 콩을 갈아 동틀 녘 즈음해서 콩물 끓여

두부를 만드셨다. 지금도 그 때 먹었던 두부의 고소한 맛

을 잊을 수가 없다. 

설을 3일 정도 앞두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가

래떡을 끊임없이 뽑아내던 방앗간의 풍경도 그립다. 이

날은 가을 내내 ‘쿵! 쿵!’ 거리며 쌀을 찧던 방앗간이 갑

자기 ‘팡! 팡!’ 소리를 내는 떡 공장으로 변한다. 흉년이

든 해에도 세밑 방앗간은 언제나 풍년이었다. 밤에는 엄

마 곁에서 다식을 만들

었다. 흰색 다식판엔

쌀가루를, 검은색 다식

판엔 검은 참깨가루를,

파란색 다식판엔 파랑

콩가루를, 노랑색 다식

판엔 송화가루를 넣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꼭 누르면 다식이 완성된다. 다식

들은 마치 색동한복을 입은 인형들 같았다. 그믐날 밤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설날의 마지막 메뉴인 만두를 빚었

다. 만두를 빚으면서 엄마가 하시던 말씀도 또렷이 기억

난다. 평소 농담이라곤 모르는 엄마는 “오늘 밤엔 일찍 자

면 눈썹이 하얗게 된단다”라고 하시며 일찍 못 자게 하셨

다. 어린 동생들과 나는 그 말을 곧이듣고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고 애썼다. 그러다 먼저 자는 두 남동생에게 흰 밀

가루를 눈썹에 칠하고는 깔깔 웃다가 잠이 들곤 했었다.

설날 아침 부모님은 그동안 준비 하셨던 모든 음식을

차례 상에 올려놓고 설빔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에게 차

례를 지내게 하셨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상을 물리기 바

쁘게 말끔하게 차려 입은 세배꾼들이 들이닥쳤다. 세배

가 끝나면 엄마는 술상을 차려 세배꾼들을 대접하느라 바

쁘셨다. 세배꾼들이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도 두루마기까

지 차려입으시고 마을에서 가장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에

게 세배를 드리러 가셨다. 오빠와 남동생 둘에게도 “얘들

아, 얼른 동네 어르신께 세배 다녀오렴”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상을 당했거나 아기를 출산했거나 또는 송아지

를 낳은 집 누구누구 네는 가지 않아도 된다며 상세히 일

러주셨다. 나도 덩달아 따라나설라치면 엄마는 “얘! 계집

아이가 어딜 첫새벽부터 남의 집에 가니?” 하시며 말리

셨다. 점심때가 지나서야 내게도 어느 어느 집 세배 다녀

오라는 하명이 떨어진다. 그 즉시 나는 노랑저고리 빨강

치마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흰 손수건을 곱게 접어 저고

리 소매에 넣고는 옆집 친구 옥례와 짝이 되어 신나게 깨

금발로 세배를 다녔다. 이집 저집 손가락으로 확인하며

한 집도 빠트리지 않으려고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듯’ 리

듬감 있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

립다.

세배를 드릴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면서 엄

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소곳이 절을 했다. 그러면 어르신

들은 “아~유! 예쁜 영순이는 절도 예쁘게 잘 하네~” 하

시면서 다 찌그러진 양은 쟁반에 약과며 다식이며 과일

등을 내어주셨다. 여러 집을 다녀도 똑같은 메뉴였기에

먹기 싫어도 “잘 먹겠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인사를 드렸

다. 그리고는 먹는 척하면서 옷소매에 넣어 두었던 흰 손

수건을 바닥에 펼쳐놓고 주섬주섬 싸서 다시 저고리 옷

소매에 넣고 다녔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동네에 사

시는 한 할머니께 절을 하고는 방향을 조금 돌려 옆에 앉

아있는 아주머니에게도 절을 하려고 하니 “얘야, 나한테

는 안 해도 된단다”며 사양하셨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집

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물으니 평소 잘 웃지도 않으

시던 엄마가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줌마는 아기를

가졌단다.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는 절을 받지 않는 거란

다”하고 말해 주셨다. 그때서야 아줌마 뱃속에는 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마냥 신기해했었다. 

이처럼 설날 오

전에는 세배 다니

는 행렬과 오고가

는 술상으로 시끌

벅적하다 한나절

이 지나면 온 동네

가 온통 신나는 축

제의 장으로 바뀐다. 여자들은 안마당에서 어린이와 처

녀, 아줌마 세 그룹으로 나눠 널뛰기를 하고, 남자들은 바

깥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놓고 커다란 윷가락 네 개를 힘

차게 던지며 윷놀이를 한다. 남자 아이들은 썰매를 지고

동네 앞 얼음판으로 가서 씽씽 썰매를 지치며 해가 넘어

가는 줄도 모르고 논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그 나름대로 질서 있게 평화롭게 축제를 즐겼던 것 같다.

요즘 과천에서 열리는 ‘과천축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설 축제’였다는 생각이다. 이런 ‘설 축제’

를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으론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론 궁핍하기 이를 데

없다. 참으로 안쓰럽고 딱하다.

한때는 정부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이중으로 쉬는 것

이 낭비라며 쉬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밀어 붙인 적이

있었다. 양력 1월 1일에만 3일씩 놀게 하고 음력설에는

쉬는 날을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설날이 평일인 경우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차례를 지내고 출근할망정 음

력설을 고수했다. 설날은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우

리나라 고유의 전통 풍습이기 때문이다. 이번 설엔 작년

에 새로 지은 노란양단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를 입고 올

해 94세 되신 우리 엄마에게 세배를 드려야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대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꼭 해야겠다.

설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세뱃돈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설

은 내가 특별자금을 비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세

뱃돈을 받으면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살 수도 있고, 친

구들과 놀러갔을 때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점이 진짜 이유는 아니다. 

대구 할머니댁으로 내려가는 길이 많이 막혀 운전하는

아빠는 힘드시겠지만, 나는 차에서 잠도 자고 힘들지 않다.

대구에 가면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한 친척들이 반겨주

신다. 차례를 지내고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윷놀이도 재미

있고, 무엇보다 큰아빠·큰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좋다.

큰아빠는 보름 전부터 선물을 사놓고 내가 빨리 내려오

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다. 손도 크셔서 내가 좋아하는 초

코볼을 몇 통씩 사놓으신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박물관

구경도 시켜주신다. 꽃이 만개할 때면 꽃구경에 데려가 주

시고. 큰엄마는 내가 내려가면 따듯하게 맞아주신다. 그리

고 대화도 잘 통한다. 큰엄마와 텔레비전을 함께 보면 훨

씬 재미가 있다.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도 잘 쳐주시고, 내

마음도 잘 알아주신다. 

내가 이토록 명절을 고대하는 진짜 이유는 세뱃돈이 아

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라는 걸 알았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조카들에게 잘해줘야겠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과 겹쳐 4일이나 된다. 가족끼리 오붓하게

성묘도 다녀오고 손님맞이 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우리 민

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과천시정소식지>가 과천시민들

의 설에 얽힌 이야기를 전한다. 이번 설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다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세상사는 재미를 키워보자.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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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순(별양동)

설이 기다려지는 진짜 이유

조은수(과천중 2학년) 

어릴 적 설날이 그립다

설을 3일 앞두고 두부·가래떡·다식·만두 등 음식 장만

설날 오전엔 차례 지낸 후 동네 어르신들께 세배다녀 

오후엔 여자들은 앞마당에서, 남자들은 바깥마당에서 

윷놀이·널뛰기·썰매타기 등 하며 평화롭게 축제 즐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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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이 코앞

이다. 집집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왁자지껄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 집도 그랬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젠 우린

남들과 좀 다른 설을 보낸다. 3년 전 설

날부터다. 

당시 우리 가족은 여느 해와 마찬가

지로 설 연휴에 시댁엘 갔다. 2010년

여름 암 투병 끝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처음 맞는 설날이어서 맘이 더 분주

했다. 차례를 지내야 하기에. 

형님 내외가 장을 보러 가신 집에서

어머님이 우릴 맞아주셨다. 평소 아프

신 데가 많은 분인데 아버님 돌아가신

후론 더 쇠약해지신 어머님. 그날도 아

프다고 했다. 뭘 잘못 드셨는지 구토를

반복하셨다. 결국 입원을 하실 지경에

까지 이르렀고 난 전을 부치다 말고 어

머님과 명절 전날 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병원에서 어머니 코에 투명한 빨대

같은 줄을 끼우니 얹혀 있던 음식물이

끝도 없이 나왔다. 그렇게 나으실 줄 알

았다. 그런데 밤새 상태가 계속 나빠져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이들 세뱃돈 줘야 한

다’며 집에 가자고 하셨다. 자식들이

모두 모인 걸 보고 싶으셨을까? 결국

어머닌 설 다음 날 숨을 거두셨다. 그래

서 설날이 어머님 기일이 되고 말았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워하는 설날, 남

들처럼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이유다. 어

머닌 지금 청주 목련공원에 아버님과

함께 계신다. 생전에 산으로 들로 다니

며 나물 뜯는 걸 낙으로 여기셨던 분,

우리 집에 오셨다 가실 때면 장판 밑에

빳빳한 만 원짜리 십여 장을 놓고 가셨

던 분, 객지 나가 고생하고 산다며 늘

막내아들을 안타까워하셨던 분…. 설

날이면 그분이 그립다.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잘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라

며 퉁명스럽게 말한 게 너무도 후회스

럽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어렵다

고. 올해 설에도 우린 부모님이 계신 목

련공원을 찾을 것이다. 생전에 그렇게

도 좋아하셨던 산이 내려다보이는 그

곳에서 아버님과 행복하시길 바라

며….

작년에 생긴 마을카페 TONG,
중고등학생 멘토링을 계기로 다
녀왔다. 대학생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내가 중고생을 멘토링
해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
지만 막상 가보니 언니가 동생한
테 이야기 하듯 편안한 모임이었
다. 청년기획단 분들이 말을 잘 해
주신 것도 크게 한 몫 한 듯. 사실
이번 멘토링은 중고등학생들 뿐
만 아니라 나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노래와 앨
범만들기, 영화찍기, TONG의 청
년기획단까지....... 학생의 신분
으로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
에 나누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대단해 보였다. 

나도, 대학교에 들어가 적응하
기에만 바빴던 작년과 달리 올해
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 얼마 전 지
적장애인을 위한 겨울방학 캠프
봉사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겠다. TONG카페의 청년기
획단 2기로 카페활동의 기획이나
멘토링도 열심히 해야지. 

이번 방학 때는 터키랑 그리스
로, 여름방학 때는 유럽으로 여행
을 떠나 볼까 생각한다. 한 해 한
해가 될수록 점점 내 나이가 어색
해진다. 다양하게 느끼고 경험하
며 ‘나잇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
야지. 말처럼 힘차고, 그 힘을 타
인에게까지 나눌 수 있는 2014년
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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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며

황인순
(문원동·본지 편집위원)

어머님 기일이 된 설날

성공하기보다 행복하고 싶다

나누는 삶이 되도록 ‘최선’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

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스마트 폰

을 이용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멋진

연하장을 보낸다. 심지어는 사기 당

하지 말라고 걱정까지 해 주니 너무

고맙기도 하다. 연하장을 받는 순간

‘어머’ ‘어머’ 어디서 이렇게 멋진

내용을 알았을까? 하며 순간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같

은 내용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

는 다는 것은 나를 기억해 주고 나에

게 복을 준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1월 초,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 직

접 전화를 해서 “형님, 저는요~~

작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

어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하면

서 우울한 맘을 전했다. 하지만 나

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그 동생은 객관적으로 전혀 우

울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기쁘고

좋았던 일을 생각해봐! 좋지 않은

일만 기억하니까 좋은 일들이 가려

줘서 안 보일 수 있는 거야!” 하고

말했다. 그 말 한 마디에 동생은 “힐

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그 즉시 얼

굴색이 화사하게 바뀌는 모습을 느

낄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현실과 거리

가 너무 먼 이상보다는 바람직한 이

상을 세울 때 한 계단 한 계단 조금

씩 단계적인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은 결코 먼 곳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 있

다. ‘행복은 안경과 같다’는 말이 달

래 나왔겠는가.

바야흐로 수명 100세 시대다. 나

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한다. 더 젊게,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살려면 ‘나만 힘들어!’ ‘나

는 늙었어!’ ‘나만 못해!’ ‘나만

왜!’ 등등 이런 생각들을 날려 보내

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

자. 우선 부모님이 다 계신 것에 감

사하고 자녀가 아프지 않은 것, 내

자신이 건강한 것, 일할 수 있다는

것, 밥 굶지 않는 것…등 감사할 것

이 얼마나 많은가? 다가오는 설날

에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족과 친

지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정유경
(20·대학생)

노연미
(56·갈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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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1월 25일(토) 과천사랑열려라! 취업의 문

구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과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력을 알

선해줌으로써 근로자가 빠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원스톱 취업지원 센터인 과천일자리센터를 운영하

니 시 거주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구인 ․ 구직신청 접수 및 처리

▶ 취업상담 및 구인 · 구직자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각종 취업정보 제공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직업훈련과정 정보제공

▶ 이용방법

- 구　직 : 최초 이용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재등록시 전화 신청 가능)

- 구　인 : 최초 이용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재등록시 전화, 팩스 신청가능)

문의 : 시청1층 일자리센터 3677-2869/2833 

*상기업체 이외에도 다수업체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분은 과천일자리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 이지은  전화번호 : 3677-2869

NO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근무조건 자격요건

1 (주)○○플러스 과천 안내·접수 사무원 및 
전화교환원 4명

08:30~17:00, 09:30~18:00  
1일평균 5시간 교대근무,
월급 120만 원

고졸~대졸(4년)

2 꽃○○ 과천 꽃 및 식물공예원(플로리스트,
토피어리어) 1명 09:00~20:00

시급 5,210원 경력 5년 이상 여성

3 ○○정화 건물관리
(주) 과천 사무실청소원(빌딩, 학교, 

건물, 관공서) 1명
06:00~16:30(평일)6시간
06:00~12:00(토)4시간
월급 96만 원

남성, 차량소지자, 운전가능자

4 ‘○○○○’
노인복지센터 과천 재가요양보호사 5명 09:00~17:00, 일급 61,570원 요양보호사 소지자 우대,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5 ‘○○○○’
노인복지센터 과천 단순경리사무원 1명 월~금 15시간 이상

시급 5,210원

장애인만 채용,
요양보호사 소지자 우대,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6 ○○유통상사 과천 경리사무원 1명
월~금 09:00~18:00
(한달에 한번 주말근무 있음)
월 120만 원

경력 3년 이상 여성, 인근거주자

7 ○○기업 군포 요금정산원(주차요금 및 
통행료 징수원) 1명 06:30~14:00, 월급 150만 원

8 ○○해물탕 안양 주방보조원 3명 월~토 10:00~22:00
월급 190만 원 고졸

9 ○○전자 안양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1명 월~금 09:00~18:00

월급 120만 원 경력 1년 이상, 여성, 문서작성 

10 ○○프라자 안양 사무실청소원
(빌딩, 학교, 건물, 관공서) 1명 월~금 07:00~11:00

월급 70만 원 여성우대

11 (주)○○유통 안양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2명
월~토 08:00~17:00
(근무시간 변동있음)
월급 170만 원

고졸~대졸(2~3년), 남성,
운전가능자

12 ○○eng 군포 일반기계조립원 1명

월~금 08:30~20:00
수 08:30~18:00
토 08:30~15:00
연봉 1,600만 원

여성우대

13 (주)○○○디자인 안양 경리사무원 1명 09:00~19:00
연봉 1,400만 원 경력 1년 이상, 여성, 문서작성

14 ○○○세무사사무소 안양 회계사무원 1명 09:00~18:00
월급 120만 원

경력 1년 이상,
전산회계1,2급 소지자 우대,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회계프로그램

15 (주)○○○테크 군포 생산관리사무원
(생산관리원 포함) 1명 08:30~18:00, 연봉 2,000만 원 경력 1년 이상, 여성

16 (주)○○○디자인 안양 건설 관련 수주 
영업원 1명 09:00~19:00, 연봉 1,800만 원 경력 3년 이상,

문서작성, 차량소지자

17 (주)○○프레쉬 안양 단체급식조리사
(일반사업체 구내식당) 2명 월~일(9:00~16:00), 점심30분,

월5회 휴무, 월급 90만 원

18 ○○○○노인주간 
보호소 서초 서초요양보호사·노인요양사

(재가 제외) 1명 09:00~18:00, 월급 110만 원 여성, 
요양보호사1급 소지자 우대

19 세무법인○○ 서초 회계사무원 1명 09:00~18:00, 연봉 1,800만 원 경력 3년 이상

20 ○○직화구이 서초 음식서비스종사원
(일반음식점) 2명

10:00~22:00(평  일)
10:00~21:00(토요일)
월급 170만 원

21 세무사○○○사무소 서초 회계사무원 1명 월~금 09:00~18:00
연봉 1,400만 원

문서작성, 
회계프로그램

22 (주)○○○○에스 서초 단체급식보조원
(구내식당 등) 2명 10:00~17:00

시급 5,210원

23 한국○○○주식회사 의왕 물류사무원(물류관리사) 1명 09:00~18:00 고졸~대졸(4년),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24 ○○일터오늘 의왕 사회복지사 1명 09:00~18:00 여성,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경력자 우대

25 (주)○○피아 의왕 공작기계 조립 및 검사원 1명 08:30~17:30
연봉 2,200만 원

고졸~대졸(2년), 남성,
문서작성, 운전가능자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안내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내

일배움카드」직업훈련 수강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

을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관

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

카데미 수료시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

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

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훈련비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하고, 25%~45%는

본인부담입니다.(직업능력개발계좌는 안양고

용지원센터에서 발급)

우리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을 1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관심있는 관내 시

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

관에서 개최하는 관련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 1

인 1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드

립니다.

▶교육비 신청시 준비서류는?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교육비 입금 받을 통장)

- 본인 도장

- 수료증(내일배움카드는 추후 제출)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 수강증명서

- 수강료 납입증명서(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명시되어 있는 서류)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결제 확인 영수증)

- 구직등록필증(과천일자리센터에서 발급 가능)

※ 방문전 과천시일자리센터로 사전 문의 바랍

니다.(3677-2869)

- 과천시민에 한하여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원 대

상 교육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추후 제출서류는 보강될 수 있습니다

안 내

구직을 원하시나요?

구인을 원하시나요? 

『과천시일자리센터』로 연락주세요

02-3677-2869  /  gc.into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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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도서관 소식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초등독서

회’ 등 5개 계층별 독서회원을 모집한다. 

이는 정기적인 독서토론 모임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폭넓은 사고력과 올

바른 인격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독서회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 2층 제1강의실에서 열린다.

모집분야는 ▲초등독서회-풀잎도서

회, 열매독서회 ▲클 독서회 ▲주부 독서

회 ▲실버 독서회 등 총 4개 분야 5개 독서

회다.  ‘풀잎독서회’는 초등 2·3학년 15

명을 대상으로 매월 1·3주 수요일

16:00~17:30, 열매독서회는 초등 4·5

학년 15명을 대상으로 매월 2·4주 수요

일 16:00~17:30 진행한다.

‘클 독서회’는 중등 1·2학년 15명을 대

상으로 매월 1·3주 토요일 16:00~17:30,

‘주부독서회’는 주부 15명을 대상으로 매

월 1·3주 수요일 10:00~12:00 열린다. 

또 ‘실버 독서회’는 60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매월 2·4주 수요일

10:00~12:00 열린다.

신청자는 내달 17일부터 20일까지 과

천시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gc

city.go.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입회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천시정보과학도서관 정보자료센터

(2150-3018~9)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공직의 비효율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야근 없는 ‘칼퇴근’

문화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월례휴가제 및 유연근무

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별 근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

고 퇴근 후에는 운동이나 공부 등 자기계

발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월례휴가 등 주어진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도 마련 중이다. 근무

시간과 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

눠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

할 계획이다.

초과근무는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해 개인별로 40시간을 넘지 않도

록 할 방침이다.

총무과 조동순 과장은 “직원들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근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는 단순히 ‘시간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아니라 ‘효율로 열심히 하는 직원’이 늘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구 기획감사실장 지난달 31일 퇴임

“34년 공직생활…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달 31일 퇴임한 권영구 전 기획감사실장이 시청 현관 앞에서 과천시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 월례휴가제 등 4개 분야별 근무개선안 추진

야근 이제 그만…칼퇴근 문화 조성한다

"과천에서의 공직생활은 참으로 행복

했습니다”란 말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권

영구(59) 전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달 31

일 퇴임했다.

1979년 청운의 뜻을 품고 공직에 입문

한 권 실장은 34여년 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의 분석력과 깔끔

한 업무처리로 각종 시책 추진을 성공적

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권 실장은 지난 85년 9월 과천에

전입한 이후 체육담당계장으로 일하면

서 과천시 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하고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신

설, 어린이 축구교실 개강 등 과천시 생

활체육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역

의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2002년 정보과학도서관을 개관

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초대 도서관장

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과천시민들

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을 만

들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또한 사회복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르신 일자리사

업과 청소년국토대장정, 장애아동 체육

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살

기 좋은 과천시를 만드는데 공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임식 없이 직원

들에게 ‘작별인사’라는 편지로 인사를

대신한 권 실장은 편지에서 “지난 34년

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을 ‘공직

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늘 긴장하면서

자존심과 명예를 소중히 하며 생활했다”

며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대과없이 명

예퇴임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 큰 행

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고

부족한 일도 많았지만 지난 85년 9월 과

천에 전입한 이후 체육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해 어린이 축구교실 등 과천시 생

활체육을 발전시키고 국내 제일의 정보

과학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보람도 컸다”

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저를 늘 너

그러운 마음으로 보살피고 감싸주신 여

인국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청 가족 여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권 실장은 후배 공직자들

에게 “부서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업무

에 대한 열정과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일 잘하

는 후배 공무원들과 함께 과천에서 30여

년을 근무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

을 남기고 시청을 떠났다.

원문동에 사는 전수정 씨 가족과 부림

동에 사는 김기조 씨 가족이 ‘2013년 하

반기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됐다.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지난 11일 도

서관 회의실에서 ‘책 읽는 가족’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 황천수 정보과학도서

관장은 전수정·김기조 씨 가족에게 ‘책

읽는 가족’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연체나 분실도서 없이 대출횟수가 가족

합산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

면서 부모가 책 읽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

들도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생활화하는 등

다른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독서운동 캠페

인’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단위의 독서생

활 증진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

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의 후원으

로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12 

2013년 하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초등 · 주부 · 실버 등 ‘계층별 독서회원’ 모집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영유아의 생

애초기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북스트 책 놀이 활동에 참가할 회원을 모

집한다. 모집방법은 인터넷 접수 후 추첨

방식이다.

북 스타트 놀이는 12개월 이하 영아와

엄마, 13~18개월 유아와 엄마를 대상으

로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A반과

B반으로 나눠 각각 지하1층 어울림터에

서 열린다.

모집대상 및 운영시간은 ▲A반 : 12개

월 이하 영아 15팀(엄마와 아기 1팀)을 대

상으로 매주 화요일 10:00~11:00 ▲B반 :

13~18개월 유아 15팀(엄마와 아기 1팀)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1:00~12:00이다.

신청자는 내달 17일(월)부터 20일(목)

까지 과천시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

(http://sc.gccity.go.kr)에 로그인 후 행

사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 신청 시 신청자(아기)의 과천시청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되고 미 가입 회원

은 회원가입 후 과천시 평생학습통합시스

템 아이디를 사용해 신청하면 된다.

‘북 스타트 책 놀이 활동’ 회원 모집

과천정보과학도서관이 책과 함께 성장

하는 우리아기 ‘북 스타트’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은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산모부터 18개월 미만의 아

가들에게 책 꾸러미 선물을 지급하기 위

해 마련됐다. 

책 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과 손수건, 책

읽어주기 가이드 북 등이 들어있다.

대상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 유아주민

등록 등본 등을 지참하고 정보과학도서관

1층 새싹자료실 또는 과천시보건소로 나

오면 된다.

책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아기 ‘북 스타트’ 사업

원문동에 사는 전수정 씨 가족과 부림동에 사는
김기조 씨 가족이 황천수 정보과학도서관장과 기
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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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 알콜중독자 ‘일으켜 세우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 열번째 이야기

‘글쎄…’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무엇이 대상자들에게 도움

이 될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래도 무슨 도움이든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

상자를 찾아가게 된다. 이번 대상자 역시 참으로 막

막한 케이스였다.

대상자는 과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50대 중반의 남성 알콜중독자다.   술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주

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

는 분이다. 센터에서도 처음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사전에 아무런 연

락도 취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찾아갔다. 휴대폰은 물론 집

전화도 체납으로 끊긴 상태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찾아가기 전,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상담

내역을 보니 정신병원에도 여

러 번 입원했었고 퇴원 후에도

전형적인 알콜중독자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

다. 솔직히 피할 수만 있다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그

런 대상자였다.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니 방금 잠에서 깨어난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고개만 내밀고는 퉁명스럽고 귀

찮은 듯 “어디서 왔다고요?”라고 묻는다. 우리가 “과

천시무한돌봄센터요” 라고 답하자 다행히 순순히 문

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한다. 

집안에 들어서니 바닥은 오물로 끈적거렸고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온갖 그릇들이 수북

이 쌓여있었다. 화장실을 들여다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대상자는 시각장애로 한쪽 안구가 희뿌연 색

으로 변해 있었고 입에선 말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일단 소개를 마치고 상담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안부와 근황을 물어보았

다. 다행히 대상자는 처음과는 달리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대화 도중 “커피

한잔 드릴까요?”라고 묻는 등 나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상담이 끝난 후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마워했다. 

상담을 하고 난 후 ‘무엇이 대상자를 술에 의존하

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다. 그래도 센터에서 찾아가

면 귀찮아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 대상자를 보

면서 ‘그동안 사람이 많이 그리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년 전, 믿고 의지하던 대상

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로움이 커졌고 주변에 있는

술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술로 사는 방탕한 생활이 지속

된 것 같았다.

이후 센터와 대상자는 목소

리만 듣고도 단박에 상대가 누

구인지 알아차릴 만큼 친해졌

다. 그간 센터에서 남자봉사

자 한 분을 대상자와 연계해 2

년째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도록

했다. 병원에 갈 때도 봉사자가 대동함으로써 대상자

가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였다. 서울

대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은 물론이다. 또 새로 방을 얻어 이사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저녁마다 찾아오던 술친구들과 단절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내 자신이 변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자

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도 완전히 술을 끊지 못해 가끔은 정신을 못 차

릴 정도로 술을 마시고는 절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작심삼일이 될망정 또다시 ‘술을 끊겠

다’는 의지를 불태운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감

사하다. 다시 한 번 대상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

록 무한지지를 보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

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조성하

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

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

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수급권자 본인,친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추가조사필요시 30일)에 급여결정이 이루어 지

며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해드립니다.

누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주거·의료·자활·교육·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팀 3677-2851~2855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2150-3108~3608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안내
시민여러분 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하겠습니다.

2014 최저생계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가구 소득·재산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구분

일자

진  료  기  관 의 약 품  판 매
비   고

의료기관명 진료시간 약   국   명 판매시간

1.30
(목)

과천예일의원
(507-7582)

09:00~21:00
종합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031-380-1500, 031-380-4129

샘 안양병원

031-467-9114, 031-467-9119

안양 메트로병원

031-467-9000, 031-467-9999

군포 원광대산본병원

031-390-2300, 031-390-2345

삼성 서울병원

02-3410-3114, 02-3410-2060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02-1588-1511, 02-2258-2006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02-1599-6114, 02-2019-3333

서울 아산병원

02-1688-7575, 02-3010-3333

응급의료정보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19)

응급의료정보센터 www.1339.or.kr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504-2121)

08:30~13:00

푸른한의원 
(504-1777)

10:00~15:00

1.31
(금)

(설날)

과천시보건소
(2150-3811~32)

09:00~18:00

과천예일의원
(507-7582)

09:00~21:00

2.1
(토)

과천예일의원
(507-7582)

09:00~21:00

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504-2121)

08:30~13:00

명치과의원
(503-0300)

10:00~12:00

2.2
(일)

과천예일의원
(507-7582)

09:00~21:00

과천약국(503-1570) 09:00~21:30

맑은샘약국(504-4245) 10:00~22:00

조일약국(502-7781) 09:30~21:30

제일약국(504-1020) 10:00~20:00

온누리건강나라(3418-6464) 09:00~21:00

메디팜서울약국(504-2770) 14:00~21:00

대공원약국(502-5701) 09:00~18:00

과천약국(503-1570) 09:00~21:30

맑은샘약국(504-4245) 10:00~22:00

조일약국(502-7781) 09:30~21:30

온누리건강나라(3418-6464) 10:00~17:00

제일약국(504-1020) 10:00~20:00

서해약국(503-1627) 10:00~18:00

세명약국(502-6595) 08:30~21:30

서울온누리약국(502-9799) 08:30~13:00

메디팜서울약국(504-2770) 13:00~18:00

대공원약국(502-5701) 09:00~18:00

과천약국(503-1570) 09:00~21:30

맑은샘약국(504-4245) 10:00~22:00

조일약국(502-7781) 09:30~21:30

메디팜서울약국(504-2770) 13:00~21:00

대공원약국(502-5701) 09:00~18:00

과천약국(503-1570) 09:00~13:30

맑은샘약국(504-4245) 13:00~22:00

대공원약국(502-5701) 09:00~18:00

늘 술에 취해 주변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대상자… 이젠 ‘내 자신이 변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며 생활태도 변화

설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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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시민들이 주말농장 또는 텃밭

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휴 시유지 12곳에

대한 대부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입찰기

간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이다.

입찰 대상은 문원동 115-36번지를 비

롯해 115-37, 115-264, 532, 532-2,

15-44, 15-47, 476-1, 갈현동 163-3, 과

천동 555-134·4878-1·351-10·351

-11 등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

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전자입찰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3677-2967)으

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 유휴 시유지 대부 입찰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실시

과천시보건소는 노인의 폐렴구균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폐렴구균 무

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은 주로 노년층에서 폐렴

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합병증인

패혈증, 뇌수막염 등(침습성 폐렴구균 감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만 6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

자) 노인을 대상으로 연중 접종한다. 대상

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근무시간 중

과천시보건소로 나오면 된다.

폐렴예방접종사용 백신은 폐렴구균 23

가 다당질백신(PPSV23)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한번 접종하면 된다. 또한

뇌척수액 누출자와 인공와우 이식환자,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환자, 면역

저하자 등은 폐렴구균 고위험군으로 반드

시 담당주치의와 상담해야 한다.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연중 접종

과천시시설공단이 2014년도 2/4분기

(4월~6월) 관문·문원체육공원 체육시설

에 대한 정기대관 신청을 접수한다.

대관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다. 대관시설은 축구장과 육상장

등 운동장과 농구장, 배구장, 풋살구장, 배

드민턴장 등 기타 체육시설이다.

대관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관문·문원체육공원내 공원관

리팀 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관문체육공원 500-1410

문원체육공원 500-1421

관문·문원체육공원 체육시설 대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과천사랑 시정뉴스 152014년 1월 25일(토)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와 소외 지역 주민 및 과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운영 중에는 전시관

람 및 상설체험이 가능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2회씩 추

가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14. 1. 3∼12. 26 (매주 금요일, 51주)

•운영시간 : 기존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시간 

- 1회 : 18시 30분 

- 2회 : 19시 30분

추사박물관 소식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9시까지

추사박물관에서는 2월 23일까지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박물관 실·내외에서

자유롭게 이용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의 전통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윷놀이 등을 온 가족과 함께 추사박물

관에서 즐겨보세요.

•운영일시 : 2014. 1. 7(화)∼2. 23(일) 09:00∼18:00 (박물관 운영시간과 동일)

•주요체험 : 제기차기, 공기놀이, 투호던지기 등 7종 

•체험장소 : 기획전시실, 야외마당 등 

•체 험 비 : 입장료 

‘우리문화 우리전통놀이’ 운영

추사박물관에서는 지난 1월 겨울방학 프로그램 ‘응답하라 추가 김정희’라는

주제로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총 25회에 걸쳐 진행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2014 꼭 이루어질 소원등 밝히기’를 비롯해 ‘선비향기가

득 미니병풍만들기’,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우리가족 행복인장 만

들기’, ‘미션 클리어 추사 김정희’ 등이다.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추사 김정희 뿐 아니라 조선시대 후기를 아우르는 주

레로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호응과 참여 속에

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며 “2014년 상반기에도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응답하라 추사 김정희’ 성료

경기도 여성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

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 교육이 오

는 2월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다. 

‘오아시스’는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

족한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구직여성

을 대상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기

술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프로

그램이다. 또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오아시스’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는 밀착상담을 통해 경기도여성가족부에

서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과천시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과천시 거주 여성을 우선으로 상담을 통

해 총 16명의 교육대상자를 선정 오는 2월

중 월~금 오전 9시~오후 1시 ‘오아시스’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단, 교육대상자

는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이

어야 한다.

문의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취업설계사 심경희 070-7721-2007

그토록 원하던 취업이 ‘눈앞에’
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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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회관 공연 소식

과천CS는 2. 25(화)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2 장종선트리오 공연

을 진행한다. 각종 해외콩쿠르입상 및 국내외 활발한

활동 중인 20~30대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장종

선트리오(클라리넷-장종선, 첼로-길희정, 피아노-

유주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9가지 감

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주곡인 Immerkleiner(임머 클라이너)는 클라리넷을 하나하나 분해하며

연주하는 독특함과 클라리넷의 화려한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쇼팽, 헨델, 피아

졸라의 연주곡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왕벌의 비행, 차르다시 등의 프로그램 구성은 클

래식애호가와 일반관객 모두를 아름다운 음악과 트리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공연일시 : 2014. 2. 25(화) 오후 7: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200석 한정 / 과천시민할인 5매까지 15,000원)

과천시립예술단 소식

과천시립예술단이 사회복지시설과 관

내 학교 및 기업체, 기타 공연장 접근이 어

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교향악단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직접 찾아가 현악 4중

주, 금관 5중주, 현악앙상블(15인 이내),

30~40인 규모의 오케스트라, 솔로, 이중

창, 합창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누구나 신

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공

연장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과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 상반기

1월 2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6월 2일부

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연간 1회 공연이 원

칙이지만 필요 시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 및 단체는 신청서(과

천시청 및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작성하

여 시립예술단(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

회관 2층)으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502-

0272)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비용은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천시청 및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참조하

면 된다.

문의 :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9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하세요’

과천시립예술단이 과천시민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시민대상 멘토 프로그램 ‘클

래식 스토리’를 무료 운영한다.

2012년 처음 도입된 ‘클래식스토리’는

과천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실제 연주와 세

계 유명연주자들의 연주를 DVD로 감상하

면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과천시민회관 내 2

층 시립예술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교육은 제1강 ‘오케스트라 입문’을 시작

으로 제2강 ‘시와 음악의 마리아주-가곡

의 세계’ 등 마지막 수업 ‘양손의 마법-지

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총 10강으로 이

뤄진다. 모집인원은 70명이며 수강료는 1

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내달  1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립예술단 사무

국(507-4002/과천시민회관 내 2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2

시민대상 멘토 프로그램 ‘클래식 스토리’ 운영

과천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의 도시 과

천시를 대표할 과천시립교향악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상임 비올

라(차석)와 비상임 바이올린, 첼로 등 현악

기 파트 0명과 비상임 바순과 호른 등 관악

기 파트 0명이다.

상임단원은 공고일 현재 48세 이하로 남

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이

어야 한다. 또 비상임단원은 30세 이하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사람이면 된다. 응시자는 과

천시청 홈페이지와 과천시립예술단 홈페

이지 등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재학증

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내달 10일(월)부터 17일(월)까지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과천시민회관 2

층)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9

교향악단 ‘2014년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올해로 창단 6주년을 맞은 과천 엑티브

시니어 밴드(단장 안재표)가 오는 3월 22

일 오후 3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봄

맞이 음악회’를 연다.

과천 엑티브 시니어 밴드는 전직 뮤지션

들로 구성된 빅 밴드이다. 지난 6년간 과천

은 물론이고 경기 일원 및 서울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안재표 단장은 “갑

오년 새해를 맞아 과천시민여러분에게 가

요 및 팝송, 스윙재즈, 맘보, 재즈, 라틴재

즈 등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새해 선물로

드리고 싶다”이라며 “이번 음악회가 과천

시민여러분에게 동행의 기쁨과 행복이 넘

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전석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

재표(504-1710, 010-7595-1712)단장에

게 문의하면 된다.

과천 엑티브 시니어 밴드 ‘봄맞이 음악회’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하는 9가지 감동과 즐거움!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2 <장종선 트리오>

과천CS는 2. 23(일)까지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마

루·아라에서 감성발달 체험전 ‘콩알콩알’을 진행

한다. 콩알콩알은 씨앗을 주제로 만지고, 밟고, 향도

맡아보는 다양한 연극체험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 발달을 위해 만들어진 체험전이다. 다양한 체

험전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전문 강사진을 주

축으로 봄, 여름, 가을로 구성된 각각의 방을 돌며 체험이 진행된다. 첫 번째 ‘깨알깨

알 봄빛정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두 번째 ‘알콩달콩 여름보물섬’에서는 콩으로 가득 찬 보물섬에 들어가 직접 만지

고 느끼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콩알콩알 가을놀이터’는 동글동글 볼풀장, 열

매나무, 박 넝쿨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화나라의 놀이터로 꾸며져 있다.

이번 체험전은 3계절로 구성된 방들을 차례차례 체험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감성과 상상력까지 발달시키는, 우리아이를 위한 올 겨울 최고의 선물

이 될 것이다.
•체험일시 : 2013. 12. 24(화)~2014. 2. 23(일)

※ (화~금) 오후 2:00~4:40,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00~오후 4:40(40분 간격 입장)

•체험장소 : 과천시민회관 갤러리 마루·아라 •체험연령 : 3세 이상

•티    켓 : 어린이 17,000원 / 성인 10,000원 (과천시민할인 5매까지-어린이 12,000원 / 성인 7,000원)

만지고, 밟고, 맡아보는 감성발달 체험전!

사계절놀이터 <콩알콩알>

과천CS는 2. 20(목)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임

동혁 피아노 리사이틀을 진행한다. 2008년 과천시

민회관을 가득매운 관객들을 화려한 연주와 수줍은

미소로 열광하게 했던 그가, 6년 만에 다시 과천을 찾

는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클래식계

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20~30대 젊은 여성관객을

공연장으로 끌어드린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는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후 퀸엘리자베

스, 쇼팽,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입상하며 세계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금까지 쇼팽, 프로코피예프, 라벨 등 낭만주의 작품을 통해, 거침없이 완벽한 연

주를 선보였다. 또한 국내외 언론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 군더더

기 없는 테크닉, 다양한 색채감을 표현하는 음색’이라는 극찬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은 드뷔시, 바흐, 베토벤, 슈베르

트 등이다. 가장 자신스럽지 않은 곡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벗고 진지하고 성숙한

연주자로 거듭나려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공연이 기대된다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와 이를 바라보는 관객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일시 : 2014. 2. 20(목) 오후 8: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클래식 아이돌에서, 성숙한 연주자로의 변신!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초대합니다

공연문의 : 509-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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