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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 ‘보드카페’가 인기다. 청소년

수련관 3층 어학실에 마련된 ‘보드카페’는 매주 일요일 오

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보드게임과 간단한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마실 수 있다. 과천 관내 중고등학생

들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직접 운영하며 게임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겐 직접 게임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추운 겨울날, 친구들과 혹은 부모님과 함께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보드카페’ 현장을

취재했다.

보드카페로 몰려드는 청소년들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있는 ‘보드

카페’. 문을 연지 겨우 20여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이미 카페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과 가족단위 시

민들로 북적거렸다. 

20평 남짓한 이곳에 놓여 있는 테이블 수는 2인 테이블

5개와 4인 테이블 4개, 8인 테이블 1개 등 모두 10개. 10팀

기준 3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다. 

8인 테이블엔 초등학생을 동반한 두 가족 6명이, 2인 테

이블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형제가

앉아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게임이 재미있어서일까. 옆으로 다가가 한참을 서서 지

켜보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했고 매우

즐거워보였다. 맑은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태인(11

세)양과 아버지 김형남(45)씨도 그 중 한 팀이다. 두 사람은

야자수 나무에 색깔막대를 끼우고 그곳에 원숭이 30마리

를 올려 놓은 다음 주사위를 굴려 나온 색상의 막대를 뽑아

떨어진 원숭이를 가지고 가는 ‘덤블링 몽키’ 게임을 하는

중이었다.

“이~얍!” 태인이가 마지막 분홍색 막대를 뽑자 막대에

걸려있던 원숭이 5마리가 야자수 나무 아래로 우르르 굴

러 떨어졌다. “아~ 안 돼.” 태인이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소

리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는 “원숭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 게임은 아빠가 이긴 거 같아”라

고 하자 태인이 아빠는 “과연 그럴까? 우리 한 번 세어보

자! 한 마리 두 마리…” 원숭이 수를 세는 아빠와 딸의 얼굴

이 박꽃처럼 환하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블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는 4명

의 남자 어린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문원초 3학년 학생들

로 구성된 이 팀은 “엄마들이 ‘오늘 수련관 보드카페가 문

여는 날’이라며 가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와

서 놀아보니 “서울랜드 다음으로 여기가  재밌다”며 신나

어쩔 줄 몰라 했다.

우연히 만났다는 과천경찰서 직원 가족들
과천은 동네가 작다 보니 우연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

다. 초등학교 3학년인 대현이 아빠 유제상(과천경찰서 근

무)씨 가족과 8살 난 아들 준우 아빠 장금규씨 가족도 그런

케이스다. 이들 가족은 이날 우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

에 놀러왔다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서로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그 즉시 합석해서 두 팀으로 나눠 게임을 즐기고 있었

다. 어떻게 알고 왔냐는 질문에 유제상씨는 대답 대신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다. ‘보드게임

2월 9일부터 시작…’이라고 쓰인 수련관에서 보낸 문자였

다. 그는 “이런 보드게임 하나 사려면 최소한 몇 만원은 줘

야 하는데 이곳에 오면 공짜로 즐길 수 있어 좋다”며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300원짜리 음료수 6개를 주문해서 맛있

게 마셨다. 

부모님이 일을 보시는 동안 단 둘이 놀러온 형제도 있었

다. 청계초 4학년 성윤모군과 동생 훈모군. 이들은 2시부

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이곳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재미있

게 시간을 보내다 4시경 부모님이 오자 아쉬운 듯 카페 문

을 나섰다.

윤모 엄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공

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만족스럽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장소라서 더더욱 안심이 된다”며 “아이들이 노래방이나

PC방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건전해서 앞으로

도 자주 이용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두 딸 정민(문원초 4)·선민(7세)이와 함께 온

안희성·이윤경씨 부부, 관문초 1학년에 다니는 김예하 양

과 엄마 박진희(47세·문원동)씨 등 이곳에 온 청소년과

가족들 모두 마냥 신나고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작년부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꼬박꼬박 왔다는 예하 엄

마 박진희씨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모두 좋아한다”며 “다만 아쉬운 점

은 장소가 협소하고 유리건물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조

금 추운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2 · 3면으로 이어집니다

찾아가봤습니다

“이곳에 가면 아이와 어른 모두 신나요”
과천시청소년수련관 ‘보드카페’ 지난 9일부터 매주 일요일 운영

게임 삼매경 지난 9일 청소년수련관 3층 어학실에 마련된 보드카페에서 청소년과 가족들이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있다.

과·사·만·평

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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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작성 후 게임메뉴판에서 게임 선택
4시경 취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한 명을 대동한 부부가 들어왔다. 청소년운영위원

들이 우선 방명록에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적

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름과 주소에 이어 전화번호를 적는 부분에서 아이 엄

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요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

한데 전화번호까지 굳이 적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뜻하지 않은 질문에 청소년위원들이 당황해하자 아이 엄

마는 전화번호를 적는 칸만 비워 두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방명록 작성이 끝나자 운영위원들이 게임종류와 이용방

법 등이 적힌 ‘게임메뉴판’을 내밀었다. 모두 8장으로 되

어 있는 게임메뉴판에는 ‘텀블링 몽키’와 ‘하노이탑’ 등

쉬운 게임부터 난이도가 높은 ‘스티키 스틱스’와 ‘창의 T

퍼즐’ 등 43개 게임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었다. 

이 가족은 ‘로보 77’이라는 게임을 골라 4인 테이블로

가 앉았다. 그리고는 동전지갑에서 6백원을 꺼내 커피 두

잔을 주문했다. 참고로 커피는 성인에게만 판매한다. 잠시

후 청소년운영위원 한 명이 하얀 도자기 컵에 커피 두 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부부는 “종이컵에 주는 줄 알았는데!?”하면서

환한 웃음을 지었다. 

수련관의 한 관계자는 “방명록을 쓰는 것은

간혹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서 몰래 가지고 놀

던 보드게임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취급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

다”며 “이곳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9년 ‘미니당구 & 보드게임’이름으로 시작
과천시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보드카페’ 는 지난 2009년 ‘미니당구 & 보드게임’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미

니당구’ 등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여

가문화 조성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2012년에는 매주 주말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 활동으로 1년간 진행을 못하긴

했지만 2013년 3월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다. 

올해로 7기째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과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학생들이어서 다소 미숙한 점도 있지만, 또래

청소년을 위한 ‘보드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부심 또한 크다고 한다.

수련관에선 매회 정기회의 때 1회당 2~3명씩 1개월간

운영할 위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위원 외에 2

명의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배치했다. 청소년운영위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일반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1일 4시

간 인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운영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참가자 방문 시 인

사를 하고 참가자 명부에 인적사항을 적도록 안내하는 일

을 맡고 있다. 방문객들을 원하는 테이블로 안내하고 게임

메뉴판과 음료메뉴판을 건네주고 보드게임

과 음료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 선택한 보

드게임과 음료를 주고 원할 경우 보드게

임 사용방법을 설명해줌으로써 참가자

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이들의 역할이다. 

지난 9일에는 윤성은(과천중 1)·이승

호(중앙고 1)·사공건영(중앙고 2)·조유찬

(중앙고 2) 등 4명의 청소년운영위원과 이성민(과

천중 2)·박수홍(과천중 2) 등 2명의 자원봉사자가 카

페 운영을 맡았다.  

중앙고 조유찬 학생은 “방문하는 청소년의 성별 및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추천하기 위해 20개가 넘는 게

임종류와 방법을 남몰래 학습하기도 했다”며 “초등학

생과 학부모들이 게임을 가져가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

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스스로 보람 있는 일

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1일

자원봉사자로 나온 이성민 학생은 “커피와 아이스티를 타

다 실수로 흘리기도 하지만 운영위원들이 있어서 든든하

다”고 말했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재미난 보드게임과 

향긋한 음료

사람들과 만남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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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보드카페’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가족들 모습(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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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페’ 이용 시 주의사항

1. 카드에 씌워져 있는 비닐을 벗기지 말아주세요.

2. 보드게임의 부품 훼손 및 분실에 주의해 주세요.

3. 외부음식은 반입금지입니다.

4. 뽕망치는 벌칙 시에만 사용해 주세요.

5. 보드게임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예약

가능합니다.

6.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카페’에서 주문할 수 있는 음료들

1. 아이스티 복숭아 300원

2. 아이스티 레몬 300원

3. 핫초코 300원

4. 커피믹스(일반) 300원

5. 커피믹스(블랙)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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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드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임들

29

22

음료주문을 받고있는 자원봉사자(6)와 음료를 전달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7) 

번호 게임명 게임방법
1 텀블링 몽키 주사위를 굴려 나온 색상의 막대를 뽑아 떨어진 원숭이를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이 승자가 된다.
2 해적룰렛 칼을 꽂아 해적이 튕겨나오면 벌칙을 받는 복불복게임이다.

3
BLokus
(블로커스)

각각의 블록을 지정된 자리에 놓고 시작하여 자신의 블록 모서리에 닿도록 놓아야된다. 제일 먼저 블록을 다
놓거나 더 이상 놓을 곳이 없어지면 가장 많은 블록을 놓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4 하노이탑 가운데 원판을 다른쪽 기둥으로 옮기되 한 번에 하나씩 옮기고 큰 원판이 작은 원판 위에 있으면 안된다.
5 천하무적 야구단 안타, 병살타, 실책, 홈런등이 카드로 이루어져 야구게임과 똑같이 공격과 수비로 나눠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6
러시아워 교통정
리퍼즐

카드를 하나 뽑아서 카드랑 똑같이 자동차를 배열시킨 후 차들을 앞 뒤로만 움직여 빨강색 자동차를 출구로
꺼내는 게임이다.

7 1박2일 복불복 지도를 돌아다니며 각 지역별로 지역카드를 최소 한 장씩 전부 모아서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8 할리갈리 뒤집은 카드에 똑같은 과일이 다섯 개인 경우 종을 먼저 누른 사람이 카드를 가져가서 카드를 제일 많이 모
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9 셈셈테니스 보드게임으로 게임도하며 구구단까지 외울 수 있는 게임이다.

10 창의T퍼즐 한 명이 이용 가능. 수학적 비례관계의 원리로 이루어진 네 가지 퍼즐조각으로 수 천가지 형태의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는 지능개발 퍼즐이다.

11 스피드 컵 쌓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컵들을 일정한 룰에 따라 쌓았다 포갰다를 반복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끝마치는 게
임이다.

12 젠가 블록을 쌓아놓고 차례대로 빼서 위로 쌓아올리다가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13
CATAN
(카탄의 개척자)

아래 그림처럼 육각형으로 된 지형들 사이로 도로와마을,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으로 총 10점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14 보난자 콩심고 콩 주고받고 콩팔아 돈을 버는 게임이다. 가장 많은 금화를 모으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15 푸에르토 리코 자기 필드에 건물을 짓고 작물을 개척하여 상품의 수출, 판매를통 해 VP(Vicory Point)를 가장 많이 모으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16 BANG!(뱅) 자신의 캐릭터 카드를 뽑은 후 보안관이 악당을 찾아내는 심리 카드게임이다.
17 에너지 플러스… 주사위를 차례로 굴려 나온 퀴즈에 답해 에너지 카드를 받아 풍력발전소, 소수력발전소를 세우는 게임이다.
18 부자만들기 2~4인용 보드게임으로 10억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19 블루마블 2~4인용 보드게임으로 주사위를 굴려 나온 나라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게임이다.
20 shape by shape 한 명에서 여러 명 이용 가능. 14개의 조각으로 단계 카드의 모양을 나타내는 게임이다.
21 공룡이 살아있다 2~4인용 보드게임으로 블루마블이랑 비슷한 형식의 보드게임이다.
22 다이아몬드 게임 한 명에서 3명 이용 가능. 다이아몬드 게임은 단순하면서 운연성이 적고 머리를 써야하는 게임이다.
23 바퀴벨레 포커 카드게임으로 가능한 많은 카드를 속여서 상대방에게 넘겨야하는눈치게임이다.
24 로보칠칠 사람들이 내는 숫자카드를 계산하며 내 차례에 77이 넘으면 안 되는 게임이다.
25 우노 카드게임으로 원카드의 룰과 비슷한 게임이다.
26 게임한마당 바둑, 장기, 오목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27 토끼와 당근 2~5인 이용가능. 상대편과 내가 쌓아놓은 카드의 토끼와 당근수가 같아졌을 때 종을 치고 뒤집힌 카드를 모
두 가져오면 끝나는 카드게임이다.

28 어디일까?(세계지리) 세계문화유산, 수도, 국기등 대표적인 지리정보를 게임을 통해 찾아보고 배우는 보드게임이다.
29 모노폴리 부동산 거래게임으로 재산을 사고 빌리고 팔면서 가장 부자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30 다빈치 코드 타일의 색깔과 위치 등으로 밝혀진 정보를 동원해 상대방의 숫자를 없애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31
Rummikub
(루미큐브)

같은 색의 숫자를 이어서 놓거나 다른 색의 같은 숫자를 세 개 이상씩 놓아 자기 타일 조각이 먼저 없어지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32 stixky sticks 1~4인 이용 가능. 집중력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보드게임이다.
33 pixel (픽셀) 2~4인 이용 가능. 오목에 새로운 전략을 입힌 게임으로 창의, 전략, 공간적이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이다.
34 dixit (딕싯) 3~6인 이용 가능. 이야기꾼이 되어 카드 그림의 내용을 상상하며 재미 있게 풀어내면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35 snail space 나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 연산카드, 미션카드등으로 구성되어 수 연산법을 익힐 수 있는
게임이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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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 소식

과천시생활체육회 소식

길어진 인생 후반전은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니어들은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고 더 지혜로워 졌습

니다. 100세 시대에 먼 길을 동행할 이웃들이 함께 무엇

이 중요한지 생애설계에 담아 보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도

와가며 지혜를 나눌 수 있을지 무슨 일로 평생 보람을 찾

을지 알아야합니다. 이제,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과천

시가 ‘시니어 이웃공동체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기 간 : 3. 8~5. 31 매주 토요일 09:30∼12:30

(단, 5. 10 견학, 5. 31 종강은 09시∼16시)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1 

•수 강 료 : 자부담 3만원

•신청기간 : 1. 28(화)∼3. 3(월)

•신청방법 : 과천시 “평생학습통합시스템” www.gcedu.go.kr

인터넷 등록

문의 : 평생학습센터3677-2931~5

2014년 생활체육교실 수강생 모집

과천아카데미 강연으로의 초대 

‘시니어 이웃공동체 아카데미’ 수강모집

요일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횟수 인원

수
·
금

밥상머리 
인성교육

17,000원 14:00~16:00
4월 2, 4, 9,

11, 16일
5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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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과천예원 기획 프로그램 

과천예원 소식

과천예원 상반기 수강생 모집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간 : 2014. 3. 5(수) / 3. 19(수) 10:00~12:00
•장  소 : 시민회관 3층 소극장
•강연내용

구 분 강연일정 강 사 주 제 약 력 분 야

제1회
3월 5일

(수)
개강강연

창조적 감성과
문화의 힘

동양대학교 
석좌교수

리더십

제2회
3월 19일

(수)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행복한 음악회

SBS
예술단장, 
작곡가

공연

김 명 곤

김 정 택

알아두면 편해요

과천에서 양재방향 운행 시 서초구 선암IC지하차도

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SH공사가 서초구 우면동 선암IC 지하차도

를 지난 11일 16시부터 개통함에 따라 과천에서 양재

방향 편도 2차선 통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천에서 양재방향으로가려고하는운전

자는 과천 선암사거리(광양불고기)에서 1·2차 도로

를 타고 계속 직진하다 선암지하차도를 이용하면 된

다. 또 우면산 터널을 이용하고자하는 운전자는 지하

차도 옆 지상 3·4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면 된다. 

하지만 양재에서 과천방향으로 운행할 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상 3·4차로(1·2차로는 안양방면)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번 선암지하차도 개통으로 기존 양재화물터

미날 지상 직진차로는 폐쇄됐다. 

교통과 3677-2281

과천→양재방향 편도 2차선 지하차도 개통

올해부터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디딤

돌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의 주택 구입부담을 덜어줘 그동안의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정

부가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

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자이며,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 주

택이다. 소득별, 만기별로 연금리 2.8~3.6%를 적용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0.5%p, 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각각

0.2%p의 금리를 차감 적용한다. 대출희망자는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

나,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60세 이상 주택소유자

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제

도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거나 디딤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안양 평촌에 위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031-478-7000) 또는 콜

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 

내 집 마련은 ‘디딤돌대출’로, 당당한 노후는 ‘주택연금’으로~

과천시생활체육회에서는 시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생활을 영

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1인 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2014년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종 목 기 간 요 일 시 간 장 소 참가대상 수강료 모집인원

여성배구 교실 연 중 월, 수, 금 13:30~15:30 시민회관 체육관 관내 여성 무 료 00명

여성축구 교실 연 중
화, 목 10:00~12:00 관문체육공원

관내 여성 무 료 00명
금 19:00~21:00 상수도사업소

덤벨스트레칭 교실 4월~9월 월, 수, 금 09:30~10:20

관문실내체육관
다목적실

관내 시민 40,000원 20명

밴드요가 교실 4월~11월 화, 목 09:30~10:20 관내 시민 40,000원 20명

라인댄스 교실 4월~11월 월, 수 14:30~15:30 관내60세 이상 5,000원 20명

웨이트 교실 연 중 월 10:30~12:00 관내 여성 무 료 20명

음악줄넘기 교실 4월~11월 수 10:30~11:30 관내 시민 20,000원 15명

프리테니스 교실 4월~8월 월 15:30~17:00 관내 학생 20,000원 10명

어린이 댄스스포츠 4월~12월 화, 목 15:30~16:30 관내 초등학생 20,000원 20명

어린이 음악줄넘기 4월~12월 수, 금 15:30~16:30 관내 초등학생 20,000원 15명

어린이 축구교실 3월~11월 화, 목 15:30~17:00 문원동풋살장 관내 초등학생 19,000원 20명

청소년 농구교실 4월~6월 화 15:30~17:00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관내 청소년 16,000원 15명

유소년 농구교실 4월~6월 화, 목 15:30~17:00 관내초 4~6학년 16,000원 15명

농구 교실 4월~11월 일 14:00~16:00 관내청소년 40,000 20명

풋살 교실 4월~11월 일 14:00~16:00 미 정 관내청소년 40,000 20명

방송댄스 교실 4월~11월 일 14:00~16:00
관문실내체육관
다목적실

관내청소년 40,000 20명

수영 교실 4월~6월 월, 수 17:00~18:00 시민회관 수영장 관내청소년 무료 20명

스케이트 교실 7월~9월 화, 목 방학중 17:00~18:00 시민회관 빙상장 관내청소년 대여료 자부담 20명

계절교실 7월~8월중 방학중 - 하계수상스포츠 관내청소년 미정 미정

저녁체조광장 4월~10월 월~금
20:00~20:50 대공원

관내 시민 무료 00명
20:00~20:50 관문체육공원

볼링 교실 9월~11월 화, 목 15:00~16:00 시민회관 볼링장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20명

게이트볼 4월~12월 화, 목 15:00~17:00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관내 65세이상 무료 00명

장애인농구 외 
체능교실 4~11월

금 18:00~19:30 관문실내체육관
관내 장애인 30,000원 20명

장애인 태권도 화 17:00~18:30 관문다목적실

요일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인원

월
건강과 
발효액

33,000원 14:00~16:00
3월17일∼

5월26일(10주)
25

화
웰빙
약선요리

39,000원
(재료비

100,000원)
14:00~16:00

3월4일~
5월27일(12주)

25

목
글로벌시대의
생활문화와
매너교실

무료 10:00~12:00
4월3일~

6월5일(10주)
30

과천예원에서는 2014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받

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25~선착순 마감    •수강신청 : 1인 1강좌만 참가 가능(추가 신청시 대기자로 전환 됨)

•접수장소 : 평생학습사이트 www.gcedu.go.kr (전화번호 필히기재) 입력된 전화번호 오류시 교실등록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

니다. ※ 방문접수처  : 과천시 중앙로 294 관문실내체육관 1층 과천시생활체육회(입금처리 후 참가완료 - 장애인,

어르신(60세이상)  프로그램만 과천시생활체육회 방문ㆍ전화접수가능) 문의 : 과천시생활체육회 3679-1340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5  페이지 4



과천사랑 정보마당 52014년 2월 25일(화)

•접수기간 : 2. 17~3. 7(선착순 24명 마감)

(한 학생당 2주, 4주 프로그램 중 정하여 1번만

참석 가능)

•입금기간 :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 연락

(환불은 3. 12(수)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음)

•수강료 입금방법 :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입금기간에 입금(입

금계좌번호 : 317-0004-1821-91 농협,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접수방법 및 문의 : 전화접수

문의 : 학습지원팀 김주현 502-1318

상
반
기

차시 주 제 일 시 대상 수강료

1차
자신감

3월 8일(토), 09:30~12:30

관내 
초등
학교
6학년

20,000원
(1~4회)

2차 3월 22일(토), 09:30~12:30

1차
기억력

4월 12일(토), 09:30~12:30

2차 4월 26일(토), 09:30~12:30

1차 읽기, 
노트, 
필기

5월 10일(토), 09:30~12:30

2차 5월 24일(토), 09:30~12:30

1차 시간
관리

6월 14일(토), 09:30~12:30

2차 6월 28일(토), 09:30~12:30

본 센터에서는 주 5일제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공부 방법에 대해 ‘1일 캠프’로 공부의 주요 4가

지 영역(자신감, 기억력, 읽기노트필기, 시간관리)을 정

해 한 달에 한번 4회기 주제별 캠프로 진행됩니다.

•기　　간 : 3. 8~6. 28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장　　소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집단상담실 

•특강내용 

‘2014 토요 학습클리닉’ 안내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소식

※초 6대상으로 매월 2주에 수업 받는팀과 4주에 수업 받는팀으로 나

뉘어서 진행이 되며, 2, 4주는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전통 된장·간장·고추장 담그기가 내달 24일부터 12

월 12일까지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교육장에서 진행

된다.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20명(인원 초과 시 추첨)

을 모집하며 재료비는 4만원이다. 신청자는 휴대폰

(010-3834-1087)을 통해 문자로 접수하면 된다. 다음

은 장 담그기 일정이다. 

•3. 24(월) : 10:00~13:00 소금물에 메주 담그기

•5.  2(금) : 10:00~13:00 장 가르기 및 간장(500g) 가져가기

•12. 12(금) : 10:00~13:00 고추장(500g) 만들고 가져가기, 

숙성된 된장(1㎏) 가져가기

전통 된장·간장·고추장 담그기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소식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상반기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

조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4월~6월  

•대　　상 :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모집인원 : 20명

•장　　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토의실(특강내용 참조)

•특강내용 

상반기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 안내

강　의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일　시 4.14(월)~6.9(월) 매주 월요일(총 8회기) 10:00~13:00 

수강료 40,000원(교재비별도)

내　용
- 사티어 이론에 입각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 15만원상당의 강좌이며, 과천시청에서 교육비가 지원되

어 4만원에 수강되어지는 것임.

강　사 김상임(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독일 함부르크 교육학박사)

강　의 자녀 인성발달을 위한 관계놀이 프로그램

일　시 4.15(화)~ 6.10(화) 매주 화요일(총 8회기) 10:00~13:00

수강료 40,000원(교재비별도)

내　용

- 아동기 발달특성에 따른 자녀이해 
-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성격이해
- 부모-자녀 애착관계
- 치료놀이기법을 통한 상호작용 

강　사
최순옥(미국공인치료놀이전문가, 숙대아동복지학박사, 장안
대사회복지학교수)

강　의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자기주도학습과 부모역할

일　시 4.16(수)~6.11(수) 매주 수요일(총 8회기) 10:00~13:00

수강료 40,000원

내　용
- 학습검사를 통한 부모-자녀의 학습유형 파악
- 아이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방법 제시

강　사 이주원(OU상담센터 대표, 학습클리닉 전문가)

•프로그램 일정 

일정 교육시간 강의주제 강사명

3.11

10:00~10:30 개 강 식 동은주

10:30~12:00
21세기 트랜드
- 소통을 위한 삶의 지혜

장대성

3.18 10:00~12:00
다이어트킹 숀리와 함께하는 
우리가족 건강 지키기

숀  리

3.25 10:00~12:00 자기 치유가 가능한 오십견 치료법 정훈교

4. 1 10:00~12:00 재미있게 배우는 법률상식 김상배

4. 8 10:00~12:00 인생을 바꾸는 나만의 바이오코드 이재운

4.15 09:00~21:00 야외 체험학습 및 어울림 마당 권순호

4.22 10:00~12:00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학
-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성열

4.29 10:00~12:00 동의보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고미숙

5.13 10:00~12:00 농가 일손 돕기 동은주

5.20 10:00~12:00 행복찾아 떠나는 세계 문화기행 박  영

5.27 10:00~12:00 불황을 이기는 성공적 자산관리 전길봉

6. 3 10:00~12:00 우리들의 작품을 만들어요 동은주

6. 9 14:00~16:00
수료 전야제 
-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

송영하

6.10 10:00~12:00 수 료 식 동은주

과천농협이 과천 거

주 만65세 이하(1949

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 주부 및 여성조합원

을 대상으로 ‘제13기

주부대학’ 수강생을 모

집한다. 모집인원은 90명이다.

이번 주부대학은 오는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13

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과천농협 본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좌는 내달 11일 개강식에 이어 ‘21세기 트렌드-소

통을 위한 삶의 지혜’라는 강좌를 시작으로 인문학, 명리

학, 심리학, 부동산재테크, 건강 보건학, 수학여행 작품

만들기, 농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린다. 

원서는 과천농협본점(8단지) 2층 여성복지과 과천농

협 중앙지점과 문원지점, 선바위지점에서 2월 10일부터

교부 및 접수(선착순)한다. 접수 시 사진 2매와 주민등록

등본 1통을 지참해야 한다. 교육비는 3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점 대표전화 500-3300, 여성복

지과 직통 500-3313, 지도과 500-3312, 3314로 문의

하면 된다.

과천농협 주부대학 수강생 모집

과천농협 소식

※상기의 교육일정은 시정 및 진행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천문화원 소식

과천문화원에서는 주말 프로그램과 평일 프로그램

으로 구분하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 창의적인 사고,

행복한 문화경험을 쌓고, 또한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

상을 바라보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준비했다.

문화원안에서 놀며 배우며 나눌 수 있는 교육을 시

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 또한 문화, 예술, 과학, 생태,

교과연계 교육 등 열린 ‘토요 힐링’ 문화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룹별 토론, 개인생각 존중, 생각

의 표현 및 전달과정을 통해 ‘자아’ 를 재발견할 수 있

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모든 강좌는 전문 강사의 유도와 교육방법, 생각하

기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강생이 직접 생각하고

조사하고 기록하여 최종발표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교

육으로 진행된다. 

또한 문화원은 국악·연극·영화·무용·만화·

애니메이션·영어·중국어·한자·디자인·과학·

생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아이

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

한 맞춤형 교육을 만들 계획이다.

과천문화원 이영구 원장은 “문화예술교육콘텐츠 사

업을 통해 과천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

는 문화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문화의 보존·전

승과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기간 : 4. 12(토)~6. 28(토) / 12회

•수강신청 : 기존회원등록 3. 8(토)~3. 15(토)

신규회원등록 3. 17(월)~4. 12(토)

•모집대상 : 어린이(6~7세) / 초등학교 1~6학년 / 

중학교 1~2학년 / 성인

•수강인원 : 각 프로그램별 20명(선착순)  

※70% 미달시 폐강됩니다(그 외 수업은 정해진 명단 참고)

•수강신청 : 직접방문신청, 이메일, 팩스신청가능. 

이메일 : pangsungho@hanmail.net, 

팩스 : 507-1422

•프로그램 : 과천문화원 홈페이지 공지

※모든 강의는 교재비, 재료비 별도입니다.

•결제방법 : 방문 현금결재 및 계좌이체(학생이름) 

문의 : 평생학습팀 3679-1415 

1기 문화학교 · 2기 토토즐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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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2월 25일(화) 과천사랑과천사람들

“고된 육아가 제게 이런 행운을 안겨줬네요”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제게 이런

행운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저 재미있게 사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글을 쓰

면서 비로소 제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부림동에서 9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김정신(44)씨. 그가 아이들이 잠

잘 때마다 틈틈이 쓴 동화 ‘딱 좋은 날’로

2014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

돼 화제다. 필명은 ‘정신’. 10여 년간 전업

주부를 하다 마흔 넷에 영광스런 ‘신춘문

예 당선작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를

지난 17일 경기도립도서관에서 만났다. 

“첫째 아이를 낳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

을 때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

를 하면서 잠깐 어린 아들과 떨어져 지냈어

요. 출산 이후 처음으로 아이 보는 일에서

해방된 거죠.(웃음). 그때 책꽂이에 꽂혀 있

던 미하일 엔데의 <모모>를 다시 읽었는데

불현듯 ‘이런 걸 쓰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전까지만 해도 어린아

이들한테 관심도 없고 ‘동화’라는 걸 거의

읽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둘째 딸 등에 업고 컴퓨터 자판 쳐

그의 어릴 때 꿈은 고맘때 여자아이 대

다수가 희망하는 교사나 피아니스트 정도

였다. 더구나 작가라는 직업은 학창 시절

소설들을 읽으면서 너무 위대해 보여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그런 그가 동화 공

부를 시작한 것은 2008년. 본격적으로 글

쓸 작정을 하고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

겼다. 그런데 3년 뒤 계획에 없던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글쓰기에 잠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하지만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고나 할까. 그는 아이가 잘 때 조금씩 짬을

내 글을 쓰는 등 첫째 때는 꿈도 못 꿀 일들

을 해냈다. 어떤 때는 아이를 업은 채 컴퓨

터 자판을 치는 등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엄마의 힘’을 발휘해 글을 썼다. 그렇게

완성한 원고가 일고여덟 편. 당선작 ‘딱 좋

은 날’도 그렇게 쓴 동화다. “일기 쓰기 숙

제를 받은 쌍둥이 토끼의 이야긴데, 초등학

교에 갓 들어가 일기를 쓰기 싫어하던 아들

에게서 힌트를 얻었다”고 했다.  

“종종 큰아이와 일기 쓰는 문제로 씨름

을 해요. 하루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겠다’

고 하더군요. 단지 일기를 안 쓰기 위해서

요. 너무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죠. 그걸 모

티브로 쓰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술술 잘 써

져서 쓰면서도 무척 즐거웠어요. 아마도 동

화를 쓰면서 삶의 재미와 위안을 얻게 된

거 같아요.” 

아이들이 으레 그렇듯이, 엄마 뜻대로

안 움직여 주고 도통 이해 못할 행동을 하

기도 하는 아들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좌절했던 아픈 경험이 큰 힘 

그는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을 통해 내

가 못 보던 세상을 보고 인생에 대해 하나

부터 열까지 되짚어 보게 되었다”면서 실

은 스스로도 어린아이 같은 면이 많다고 귀

띔했다. 앞으로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그는 좋아하는 작가로 아스

트리드 린드그렌, 미하일 엔데, 아놀드 로

벨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사자왕 형제

의 모험>을 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가

장 좋아한다. 얼마 전 큰 아이에게 이 책을

읽어주다가 울컥했다고 한다. 불우한 형제

가 죽어 ‘낭기열라’라는 사후세계를 모험

하는 모험담이 너무나 흥미롭고 아름다워

서다. 또 <홍당무>나 <자기 앞의 생>과 같은

‘웃픈’(웃기고도 슬픈,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이야기도 좋아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좌절과 아픔이 있기

마련. 그는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뒤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도 많았다

고 한다. 그러나 “좌절하고 방황했던 아픈

경험이 없었다면 동화작가를 꿈꿀 일도 없

었지 싶다”는 그에게 고통의 의미에 대해

묻자 “고통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관문이겠지요.

피하지 말고 치열하게 맞서면서 그 의미를

발견해 갈 겁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

는 종종 안이해지거나 투정을 부리고 싶을

때 니체의 ‘창조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의

삶에는 쓰디쓴 죽음이 허다하게 있어야 한

다’와 같은 글을 떠올리며 투지를 불태우

곤 한다.

“고통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

고 힘들지만 글을 쓰면서부터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아, 이

토록 고통스러웠던 생생한 경험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

의 좋은 소재가 되어 주는구나, 정말 고마

운 일인 걸!’하면서요.(웃음)”

당선 통보를 받고 믿기지 않아 몇 초 동

안 영혼이 쑥 빠져나간 기분이었다는 동화

작가 김정신.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

을 쪼개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이, 또 고된 상황들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

리라 믿는다는 그는 아이들이 크면 멋진 장

편을 써보고 싶다며 두 아이를 품에 꼭 안

았다. 

새얼굴

‘2014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자 김정신 씨

나눌수록 커지는 이웃사랑

화제의 인물

동화 쓰면서 아이들을 통해 못 보던 

세상을 보고 인생을 되짚어보게 됐어요

당선작 ‘딱 좋은 날’은 

일기쓰기 싫어하는 아들이 모티브

아이들 크면 멋진 장편 써보고 싶어

“고통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힘들지만 글을 쓰면서부터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

력한다”는 정신씨가 지난 17일 경기도립도서관 앞에서 아들 지민이와 딸 인하와 함께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

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국자유

총연맹 과천시지회를 지식이 아닌 지혜와

덕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

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한국자유총연맹 과

천시지회 제8대 오오석(68세) 회장은 취

임일성으로 ‘지혜’와 ‘덕’을 강조했다.

새로 취임한 오 회장은 현재 문원동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과천을 위한 일이라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양한 봉사활동

을 펼쳐왔다. 

특히 기무사 이전 반

대 운동을 비롯 정부

과천청사 이전 반대,

송전탑 설치 반대에

앞장선 공로로 과천시

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26년간 근무한 공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부인 신명화(64)씨

와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다.

유인길씨, 성금 500만원 기탁

유인길 갈현동 주민센터자치위원장이

지난 1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중

400만원은 구세군과천양로원, 노인복지

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

관에 100만원씩 전달되었다. 

갈현동부녀회, 100만원 전달

갈현동부녀회(회장 지명희)는 지난 달

28일 2013년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저소득 가정 10세대에게 10만원씩 전달됐

다<사진>. 지명희 부녀회장은 “주변의 어

려운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성

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자회

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임 오오석 한국자유총연맹 과천시지회 회장

<필명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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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교육·청소년 72014년 2월 25일(화)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 2분기 교육문화강좌 개설을 통해 다양
한 강좌로 시민 여러분을 만난다. 교육문화강좌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문화창작영역, 생활건강영역, 음악감성영역으로 나누어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
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강좌는 외국어, 독서논술, 미술, 요리, 클래식 기타 등이다. 이용 시간
은 평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성인 강좌는 외국어, 요리, 악기 등의 강좌를 평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
영된다. 신규 수강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문화창작, 생활건강, 음악감성 영역별로
1인2강좌만 신청이 가능하다.
•수  강  기  간 : 4. 1(화)~6. 27(금)

•기존수강생접수 : 3. 3(월)~3. 9(일)

•신규수강생모집 : 3. 10(월)~3. 16(일)

•신  청  방  법 : 인터넷 접수(수련관 홈페이지 교육문화강좌 → ‘수강신청’란)

•추첨결과발표 : 2014. 3. 17(월) 10:00 이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결  제  기  간 : 추첨결과 발표 후~3. 19(수)까지

•결  제  방  법 : 방문결제(주말 가능), 홈페이지 온라인결제(무통장입금 불가)

•추  가  모  집 : 수강생 미달 시 3. 26(수)까지 강좌별 추가모집

•수     강     료 : 홈페이지 참조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악기 개인준비(드럼, 가야금 제외)

•유  의  사  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휴대폰 번호를 꼭 확인바라며,

수강관련 SMS 연락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1, 3923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에서는 2014. 4. 5(토)~6. 27(금)일까지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원더키즈, 슈퍼키즈, 북키즈 프로그램이 있고 주말프

로그램으로는 네이처잉글리시, 아트앤쿠킹, 뮤지컬, 북키즈 등이 있으며, 성인

프로그램으로 영어회화, 드라마잉글리시, 뉴스잉글리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신규수강생 모집은  3. 3(월)~3. 12(수)까지이며, 각 프로그램마다 다른 특색

으로 알차게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안내는 잉글리시타운 강사실

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지난 달 22일 과천시장

실에서 과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공

헌한 퇴임 교장 4명에게 공로패를 수

여했다. 이번에 공로패를 받은 교장

은 정년퇴임하는 문원초 전정한 교

장·과천중 최경숙 교장·문원중 김

명순 교장과 임기가 만료되는 관문

초 김득영 교장 등 총 4명이다. 

이날 시는 이들 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과천시 교육발전방향에 관해 다양

한 의견을 나눴다.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3, 강사실 502-1614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3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2014년 2분기 교육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하고자 하는 청

소년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근거한 청소년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루터기’가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청소년 참

여대회 최우수상’, ‘푸른성장대상’ 등 다수

의 수상을 통해 과천시 청소년대표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이번 7기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연간

사업의 주제를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하여’로 하여,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 2월15일 보건소의

지원으로 영양, 신체활동, 금연교육을 받아 ‘청소년건강지도자’로 위촉되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소현(과천고등학교 2학년)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

기를 보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웠고, 이를 토대로 연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

가겠다고 했다. 

올해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또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해보자.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청소년운영위원회 ‘우리는 청소년건강지도자’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4월 ‘은혜를 갚는다’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가진 보은으로
신라 삼국통일의 힘을 찾아 떠난다. 신라 자비왕 때 3년 동안 쌓았다는 정확한 기록이 남
아있는 삼년산성과 부처의 힘으로 신라인을 하나로 묶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던 법
주사, 그리고 세조에게 품계를 하사받은 정이품송 등 이번 탐방을 통해 삼국통일을 향한
신라인의 염원을 느껴보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초등4학년~고등학생)들은 3월에 청소년수련관 홈
페이지(www.gcyc.go.kr)를 관심 있게 살펴보자!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삼국통일의 힘을 찾아서 ‘보은’으로 떠나보자!

2014년 2분기 English Town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정년퇴임 및 임기만료 교장에게 공로패 수여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구   분 청    소    년 성   인

프로그램 원더키즈 슈퍼키즈 북키즈 주말 성인

수강
기간

4월~6월

(월수금/화목)

4월~6월

(월수금/화목)

4월~6월

(월~금)

4월~6월 

(매주 토)

4월~6월

(월~금) 

대   상
유치부6~7세,

초1~3

월수금

초1~3/

화목 초4~6

북키즈A

초1~3/

북키즈B

초3~6

네이처 초1~4/

아트앤쿠킹

초1~3/

뮤지컬 초3~6/

북키즈A·B 초1~6

성인

신규모집 3. 3~3. 6 3. 7~3. 12 3. 7~3. 12 3. 7~3. 12 3. 3~3. 6

수 강 료

월수금

360,000원

(270,000원)

화목

240,000원

(180,000원)

월수금

360,000원

(270,000원)

화목

240,000원

(180,000원)

130,000원

(100,000원)

130,000원

(100,000원) 39,000원

비    고 수강료 중 (   )은 과천시민 할인가격임

프로그램명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청소년 상상캠프
3. 8.(토)~9.(일)

(1박 2일)
1인 50,000원

관내 청소년 40명
(중·고등학생)

봉사가자 1탄
4. 5.(토)
(당일형)

무료
관내 청소년 20명

(중·고등학생)

삼국통일의 힘을 찾아서
4. 12.(토)
(당일형)

1인 30,000원
관내 청소년 40명

(초등4학년~고등학생)

※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빨강머리 앤

애 니/100분
전체/더빙

2월 25일(화)

꼬마 의사 맥스터핀스 Vol. 2

애니/123분
전체/더빙

3월 4일(화)

파라노만

애니/93분
12세 이상/더빙

3월 11일(화)

프랭키와 친구들

애니/56분
전체/더빙

3월 18일(화)

수퍼 버디즈

어드벤쳐/80분
전체/자막

3월 2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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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2월 25일(화) 청소년 스키보드캠프 및   

굿바이~ 스키·보드캠프!!
지난 1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

관에서 개최한 스키·보드 캠프에 다녀왔다. 

스키·보드 캠프는 참가 청소년들의 수준별

로 반을 나누어서 강습을 받는다. 전문 강사님께

강습을 받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 가

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중급코스에서 시작해서 최상

급 코스에서 탈 수 있었는데 약간 무섭기는 했지

만 강사님께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타니 잘 내려

올 수 있었다. 

늘어나는 실력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친

구들, 동생들과 함께 배울 수 있고 나보다 잘 타

는 같은 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탈거

야!!’라는 동기부여도 되어서 좋았다. 

강습이 끝난 후에는 같은 숙소를 쓰는 동생들

이랑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혼자 와서 타

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웠다.

이번 스키·보드캠프가 고2로 참가하

는 마지막 캠프여서 그런지 아쉬움도 있

었지만 ‘참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이 든다.

중학생 때부터 수련관에서 하는 다양한 캠프

들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낯가

림도 심하고 소심했던 내 성격도 많이 변화될 수

있었다. 

이제 고3이 되어서 더 이상 캠프에 참여할 수

는 없겠지만 항상 잘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신 수

련관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청소

년들이 나처럼 수련관의 프로그램들에 참여해

서 값진 경험과 좋은 변화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수련관 스키·보드 캠프에 참가하고 ㅣ경기여자고등학교 3학년 박지민

시라하마에서 쌓은 행복한 추억

지난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국제자매도

시인 일본 와카야마현 시라하마정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한 움큼 쥐면 부스러지며 날아갈 정도로 곱고 하

얀 모래가 인상적인 시라하마정 시청사에 도착한

것은 13일 정오 무렵. 청사 앞에는 시라하마정장님

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는 과분한 환영행사에 몸 둘 바를 모른 채 일본어로

더듬더듬 자기소개를 했다. 이런 내 모습이 찍힌 사

진이 시라하마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다음 순서는 일본 생활 내내 숙식을 제공해주실

가족, 이른바 호스트 패밀리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는 손자가 한 명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배정됐다. 두 분 다 너무 젊으셔서 손자의 친부모처

럼 보였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신다기에 앞

이 막막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서툰 일본어지만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상과는 달리 일

본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그리 큰 애로사항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 우선 첫째, 기본적인 일본어 구

사 능력만 가지고도 일본에서 아주 큰 지장 없이 의

사소통할 수 있다. 둘째, 구글 번역기가 있었다. 물

론 컴퓨터가 있는 숙소에서만, 그것도 정말 가끔씩

사용하긴 했지만. 셋째, 눈짓과 손짓 등 바디랭귀지

가 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기 어렵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일본어 실력이 늘어 의사소통이 더욱 수월해

졌다. 

12일 간의 어학연수 일정 중에서 총 40시간의 일

본어 수업을 받았다. 상대를 높이는 존칭어,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 단어 자체의 격을 높이는 미화어,

조사의 활용 등 그리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선생

님께서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뽑아 가르쳐주셨기

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고 굉장히 유익했다.

일본에 있는 동안 모두 세 개의 학교를 견학했다.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아름다웠던 히키중

학교, 환영행사 때와 송별행사 때 전교생이 노래를

불러준 시라하마중학교, 단 하루뿐인 방문이었지

만 일본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임했던 타나베고등

학교 등이다. 세 학교 학생들 모두 우리를 신기해하

면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그곳에서 느낀 일본 학교의 교육체계,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대동소이해 보였지만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있다는 점이 인상

적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학교

에 남아 자신이 원하는 문화,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

을 보니 많이 부러웠다.

일본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곳저곳에도 가

볼 수 있었다. 높이가 100m를 넘는 나치폭포를 감

상하기도 하고, 구마노고도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종의 순례길을 걸으며 숲의 정취를 느껴

보기도 하고, 온천에서 달걀을 삶아 먹기도 했다.

온천을 일곱 번이나 가봤는데 모두 색다른 분위

기였다. 그만큼 시라하마에는 도처에 온천이 산재

해 있었다. 대부분 규모는 작았지만 모두 잘 정돈되

어 정갈한 점이 인상 깊었다. 

귀국하기 전 날, 어둠에 가려진 바다를 내려다보

며 이번 12일간의 일정이 내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

할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강사에게 스키를 배우고 있는 모습

◀ 귀국하기 전날, 송별회에서 이타니 마코토 시라하마 정장님과

호스트 페밀리와 함께 찍은 사진

제4회 과천시청소년 일본 어학연수 기행문 ㅣ과천고등학교 2학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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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천사랑  및 해외 어학연수 소감문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벌링턴시, 그

리고 그 곳에서 만난 Kukielka 가족은 나를

기꺼이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했던 탓에 영어로 무슨 말

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하지

만 주말에 함께 쇼핑도 다니고 벌링턴시를

한 바퀴 돌아보며 금방 친해졌다. 

가족 구성원 모두 유쾌한 성격을 가졌기

에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Kukielka 가족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가길 바랐다. 

그래서 Raleigh에 있는 역사박

물관과 자연과학

박물관을 갔고,

North Carolina 대

학 교 , Duke 대 학 교 ,

Elon 대학교 탐방을 통해 미

국의 교육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대학교 간의 운동 경기가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경기가 있는 날

이면 경기장 밖에 줄을 선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영화 ‘Frozen(겨울

왕국)’을 봤는데,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선

착순으로 앉아서 보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

왔다. 

주말은 호스트 패밀리와 즐겁게 보냈다면

주중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는

데, 우리가 다닌 BCA(Burlington Chris-

tian Academy)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

지의 교육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립학

교였다. 

작년과 다르게 ESL과정 없이 바로 고등학

교 수업에 참여했다. 처음엔 수업내용을 이

해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학교에서 정해준

도우미 친구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다음 교실로 이

동하고 쉴 틈 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

며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미국 친구들을

보며 우리나라 교육방식과 다른 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3시 30분이면 수업은 끝나지만 과

제를 하고 다음 수업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

까지 공부하는 모습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

이 우리나라 학생들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보다 체격도 크고 어른스러워

보여서 대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온 기

분이 들기도 했지만 만나면 먼저 웃어주

는 친구들을 보며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솔직히 처음엔 학업 때문에 미국에

가는 것을 망설였으나 20일간 미국

가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 다니며

얻은 경험과 추억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난닝에서 더욱 단단해진 내 꿈을 만나다!

난닝시에서 만난 홈스테이 친구의 이름은 천

하오펑이다. 나보다 한 살 어렸지만 우린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다. 홈스테이로 가는 차 안

에서도 계속 웃으며 갈 수 있었다. 이튿날부터 난

닝 14중학교 생활이 시작 되었다.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정’ , ‘교육’ , ‘교통’ 등 3가지다.

첫 번째는 ‘정’이다. 난 원래부터 사람들을 만

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 내가 먼저 중국아이들

에게 다가갔지만 그 친구들도 정말 내게 잘해 주

었다. 크리스마스이브엔 홈스테이 친구인 천하

오펑이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내게 사과와 편지

를 선물로 주었다. 

그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내가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베푼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나를 위해 한글을 공부하고, 항상 내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 그

래서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편지를 주었던 친

구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했다. 중문으로 썼

기에 조금 버겁긴 했지만 받은 것에 대한 고

마움이 너무 크기에 즐겁게 편지를 쓸 수 있

었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중국 난닝의 교육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일단 그곳의 아이들은 3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졌는데, 점심시간에 중식을 먹

은 후 집에서 휴식을 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 공

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닌

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충분히

쉰만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또한 그곳의

아이들은 체계적인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었

다. 심지어 그곳의 아이들에게 학원이라는 것은

흔치 않았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끝까지 자신이 스스

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일같이 학원에 의

존해 공부하는 우리나라 학생들과는 확연히 달

랐다. 하지만 중국아이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공

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 난닝의 교통은 조금은

복잡해 보이고 위험해 보였다. 상당수의 사람들

이 교통수단으로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

었는데,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많은

오토바이들이 큰 차들 사이로 곡예라도 하듯  지

나다니는 위험천만한 광경도 흔히 볼 수 있었다. 

홈스테이 친구인 천하오펑 또한 전기 오토바

이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다. 처음에는 그 친구

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 학생들을

위한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

들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다. 

이번 중국 어학연수를 통해 정말 내 자신이 조

금씩은 변화 되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에 가기 전, 여러 매체에서 접한 중국은 ‘마약’,

‘인신매매’ 등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12일

간의 연수를 마치고 나니 내가 봤던 것들은 지극

히 중국의 일부였고, 그런 일부를 보고 전체를 일

반화 시킨 것에 스스로 어리석음을 느꼈다. 이제

는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이나 편견 없이 볼 수 있

는 능력이 이번 연수를 통해 길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수를 다녀와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마케터’라는 직업을 꿈으로 갖

고 있는 나에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 하

나, 사람을 대하는 매 순간 순간이 경험이고 기

회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연수는 저의 꿈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다.

▲ 중국 연수에 함께 참가했던 과천고·중앙고, 그리고 홈스

테이 친구들과 찍은 단체사진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우리가 중국 아이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먹을 것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제5회 과천시청소년 미국 어학연수 기행문 ㅣ과천고등학교 1학년 박준정

꿈만 같았던 미국에서의 3주

◀ 워싱턴으로 출발 전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제5회 과천시청소년 중국 어학연수 기행문 ㅣ과천고등학교 1학년 김태완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7  페이지 9



10 TUESDAY, FEBRUARY 25, 2014 과천사랑Wonderful Gwacheon

Every country has their own take on

what is romantic or cute for couples to

do. Korea is no exception. In fact, I

would say Korea is kind of a trendsetter

when it comes to “couple style.” One

doesn’t have to walk far to see Twosome

Places lining the streets, couples dressed

in matching clothing, locks decorating

fences at Namsan Tower, and “Sweet-

box” seats at CGV. Korea has love on its

mind, and holidays are no exception. 

February 14th was Valentine’s Day,

and it was easy to see the atmosphere of

love here in the Gwacheon area. Every

store had a display of candy, chocolate,

stuffed bears, and Chupa Chup bouquets

waiting to be given to a significant other,

every coffee shop had red and pink

hearts decorating the windows, and even

Baskin Robin’s had a special couple’s

menu.

For foreigners, Valentine’s Day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In the western

world,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Valentine’s Day is traditionally a time

for men to give gifts, cards, jewelry, and

flowers to their girlfriends or wives.

These days, it has changed quite a bit. It

is now a day for everyone to give gifts

to the people they love.  In Korea, these

traditional roles are reversed on Valen-

tine’s Day. The first time most foreign

men hear that they will receive the ma-

jority of the chocolate and gifts on

Valentine’s Day, it is a load off their

minds (not to mention their wallets).

That is, until we hear about White Day

(a holiday that is unique to Asia), when

we must reciprocate.

And then there is Black Day, a day to

revel in one’s singleness. While I think

it is mostly considered a day of mourn-

ing here, many of my western friends

have taken to it as a day to celebrate

with other singles, and enjoy some ja-

jangmyeon.

The “romance holidays” are in full

swing now. Men, I hope you got plenty

of chocolate on Valentine’s Day.

Women, start dropping hints about what

you want for White Day! Singles, don

your very best clothes on Black Day.

You never know when you will run into

the love of your life!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7>

아빠는 고릴라?! 

Gorilla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어른들에게 섬뜩한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으며

각자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림책입니다. 

About the Author Anthony Browne (앤서니 브라운)

아이들 눈을 통해 본 세상은 어떤 면에서 섬뜩합니다.

함께 놀아주지 않으면 잡아 먹어 버리겠다고 호통치는

괴물들이 득실거리고 늘 바쁘고 피곤한 아빠는 어느새

고릴라가 되어 버리니까요. 

앤서니 브라운은 아이들 눈을 통해서 바라본 어쩌면

초현실적인 세계를 세밀하고 초현실적으로 그려냅니

다. 그런데 그 그림과 이야기 속에는 어른들이 숨기고

싶은 세계가 고스란히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그림책은 단순 아동 그림책의 범주를 넘어가고 있

습니다. 

어른들은 앤서니 브라운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서

섬뜩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지요.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난 앤서니 브라운은 미술을 공

부한 뒤 영국왕립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의학전문 화가

로 신체를 정밀하게 그리는 독특한 작업이었지요. 

그의 그림 속에는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곳

곳에서 빛을 발하는데 바로 이 정밀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 후 그는 그림 카드를 디자인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림 한 장에 메시지를 담아내는 카드 그림을 통해 한

장 한 장 그림마다 밀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 셈이죠. 

아주 우연히 그림책을 그리기 시작하고 처음 쓰고 그

린 [고릴라]가 ‘케이트 그린어웨이상’을 수상하며 그림

작가의 길을 걸었어요. 

About the Book Gorilla(고릴라) 

고릴라를 좋아하는 한나는 늘 아빠랑 놀고 싶지만 아

빠는 늘 바빠요. 그래서 아빠는 늘 내일을, 주말을 기약

하지만 주말엔 너무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한나의 생일날 선물 꾸러미 속에서 나온 고릴

라가 한나를 불러요, “동물원에 가자”고. 꼭 맞는 아빠

의 옷을 입은 고릴라와 한나는 동물원 벽을 타고 넘어서

우리에 갇힌 슬픈 오랑우탄, 침팬치도 만고, 영화관도

가고, 잔디밭에서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과연 고릴라는 아빠일까요? 

Hannah loved gorillas. She

read books about gorillas,

she watched gorillas on tel-

evision, and she drew pic-

tures of gorillas. But she had never seen a real gorilla. 

Her father didn’t have time to take her to see one at the

zoo. He didn’t have time for anything. 

He went to work every day before Hannah went to school,

and in the evening he worked at home. 

When Hannah asked him a question, he would say, “Not

now. I’m busy. Maybe tomorrow.” 

But the next day he was always too busy. 

“Not now. Maybe at the weekend,” he would say. 

But at the weekend he was always too tired. 

They never did anything together.  

한나는 고릴라를 무척 좋아했어. 고릴라 책을 읽고, 고릴

라 TV를 보고, 고릴라 그림도 그렸지. 하지만 진짜 고릴라를

본 적은 없어. 아빠는 너무 바빠 한나랑 함께 고릴라를 보러

동물원에 갈 시간이 없었거든. 사실 아빠는 늘 시간이 없어. 

아빠는 한나가 학교에 가기 전에 출근하고 저녁에도 집에

서 일만 했어. 한나가 질문을 하면, 늘 “지금은 안돼. 바쁘거

든. 내일 어때?”라고 해. 

그러나 내일 아빠는 또 바빠. 

“지금은 안돼. 주말에 어때?”라고 해. 

그러나 주말이면 아빠는 언제나 너무 지쳐버렸어.  

그래서 아빠랑 한나는 아무것도 함께할 수 없었어.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주요 작품 소개

<Willy the Wizard 축구선수 윌리> 윌리는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축구화가 없거든요. 축구화 살 돈이 없어
요. 매주 축구 연습을 나갔지만 아무도 패스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날 길을 가던 윌리에게 낡은 축구화가 생겼어요. 그
리고 시합하는 날을 기다리며 축구화를 광이 나도록 닦았죠. 과연 윌리는 축구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In some ways children have a surrealist view of the world"(Anthony Browne)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초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아빠는 고릴라?! <Gorilla> by Anthony Browne

“Not now. Maybe at the weekend,” he would say. But at the weekend he was always too tired. 

“지금은 안돼. 주말에 어때?”라고 해. 그러나 주말에 아빠는 언제나 너무 피곤해. 

(*<고릴라> 한나의 아빠는 늘 바쁩니다. 주말에는 피곤하고요.) 

<Piggy book 돼지책> 아주 중요한 회사에 다니는 아빠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집안일은 모두 엄마의 몫이죠. 아무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고 힘들었던 엄마는 결국 집을 나가 버려요.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아빠와 아이들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My Dad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이들에게 아빠는 커다랗고 용감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죠. . 그러나 그런 아빠가
좋은 건 바로 내 친구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글의 흐름과 달리 그림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아빠의 새로
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이 글은 잉글리시타운의 미국인 강사 조나단 버가라(Jonathan Vergara) 선생님이 한국의 발렌타인 데이가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한국의 다른 재미

있는 기념일들(블랙데이 화이트데이 등)에 관해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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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athan Vergara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 원어민 강사

문의 3677-2062

Rom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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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112014년 2월 25일(화)

<과천사랑>‘독자의 소리’에 참여할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등 그 어떤 원고나 사진 등 모두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나 사

진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 427-7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기획감사실 홍보팀 <과천시정소식>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eun54321@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3677-2062

원고를 기다립니다 

나는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보건복지부평가 전국최

우수기관선정)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원장님께서 “과천건강보험공

단이 전국에서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하셨다. 그 소리

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아, 그래요. 당연하지요” 라고 대

답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유는 이렇다. 얼마 전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해서 교보

빌딩으로 새로 이사한 공단에 찾

아갔을 때의 일이다.  마침, 전에

교회에서 건강 체조 할 때 담당

하셨던 한 선종차장님께서 반갑

게 맞아주셨다. 운동교실마다

찾아다니며 떡이며 선물을 나누

어 주시던 분이다.

서류를 받아 나오려는데, 한

차장님께서 “재가팀에는 안 들

르시냐?”고 묻는다. “네, 오늘은

그냥 갈래요” 하고는 내려오는데, 발길이 영 떨어지지 않았

다. 이사도 했는데 빈손으로 간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얼른

쇼핑센터로 가서 작은 두유 한 박스를 사 들고 다시 올라가

니 재가팀에는 이재호 차장님만 계셨다. 

이 차장님은 전에 내게 손수 서류를 떼 주신 분이다. 인사

를 드렸더니 잘 기억을 못하시는지 대뜸 “무엇을 도와드릴

까요?” 라고 묻는다.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 하고 있는데

요. 다른 일로 왔다가 이것 좀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습니

다.” 라고 말하니 이번엔 “이게 뭔데요?” 라는 질문이 날아

왔다. 내가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두유예요”라고 말했다.

내심 ‘고맙다’ ‘잘 먹겠다’라는 말을 은근 기대하면서 말이

다. 그런데 나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그 분은 “아~

이런 건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라며 단호

한 태도로 거절했다.

이번에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여직원에게 주었지만, 역

시 받지 않는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것조차 받지 않는 공

무원, 아니 사무실도 있구나!’ ‘청렴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

닐까?’하고 생각하니 갑자기 내 자

신이 부끄러워졌다.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로 돌

아와 선생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거 드세요”했더니 정중한 태도로

“저희도 안 받습니다”라고 거절한

다. 이에 질세라 내가 “그럼, 여기 계

신 어르신들에게 드리세요.” 했더니

그제야 받아주신다. 고마움을 표시

하려던 작은 두유 한 박스가 돌고 돌

아서 가까스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두유 한 박스를 전달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마침, 수급자 가정에 재 등급신청 조사차 나오신 이윤웅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며 습관처럼 뭔가 대접하기 위해

음료수를 준비하려고 하니 냉수나 한 잔 달라더니 벌컥벌

컥 단순에 들이키신다. 수급자 어르신이 청각장애가 아주

심해서 큰 글씨를 써가며 대화를 하시느라 갈증이 나신 것

같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공단에서도 센터에서도

모두 받는 건 싫어하고 주는 것만 좋아하시는 모습이 너무

나 아름다워 보였다. 

작은 두유 한 박스
▶▶ 박 생 금 (중앙동)

난이 꽃을 피

웠다. 겨우내 한

데로 내놓은 채

나 몰라라 했던

낡은 화분에서

접어 오린 창호

지 같이 흰 꽃이

핀 것이다.

물도 온기도

그리웠을 그 여린 식물에서 움트는 꽃대를 본 것

은 영하 5°를 오르내리던 지난 달 중순 무렵이었

다. 홀로 산고 치르는 산모를 본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안으로 들여 물을 주었더니 화답이라도

하듯 힘을 다해 꽃을 피워냈다. 나는 듯 마는 듯

여릿한 그 향기가 상큼하고도 신비롭다.

겨우내 날짜 맞춰 물주고, 면행주로 잎에 앉은

먼지를 닦아주며, 정성을 다해 돌본 거실의 난들

은 서슬만 퍼럴 뿐, 도대체 어찌해보려는 기색이

없다.

지인의 얘기가 생각났다. 그에겐 오빠 둘에 남

동생 하나가 있다. 그 남동생은 형이나 누이에 비

해 인물도 학력도 사회성도 모자라 이리 치이고

저리 밟히며 존재감 없이 컸다 한다. 그러나 이십

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홀로된 늙은 어머니가

의지하는 이는 막내 아들뿐이다. 학벌 좋은 큰오

빠와 능력 출중한 작은오빠, 콧대 높은 자신이 제

삶 쌓았다 허물기에 골몰하느라 뒷전에 밀쳐놓

은 어머니를 빠듯한 살림에도 정성껏 모시는 사

람은 그 애더라며 미안해하던 말이다. 

이제야 안 일이지만, 난을 너무 과보호하면 꽃

을 피우지 못 한다.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뿌

리가 썩고, 겨울철 따뜻한 곳에 두어 기르면 꽃

피울 힘을 얻지 못한다. 오히려 섭씨 5°C 이하에

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두 달 정도 햇빛

잘 드는 밖에 두면 꽃눈이 생기고, 한기와 목마름

을 견뎌낸 힘으로 꽃대를 밀어 올린다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 기르기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귀하

다 하여 지나치게 보호하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

력을 잃게 되고, 잘났다 하여 편애하다 보면 저만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 쉽다. 차가운 겨울을 당당

히 겪고 내공 쌓아 꽃 피우는 난처럼 사람도 스스

로 자라도록 지켜보며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랑

을 주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무심과 무정이 오히려 난 꽃의 자양분이

되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한 번 더 그 향기

를 들이 마신다. 은은하며 그윽하다. 자세히 보

니 또 하나의 실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다.

난 꽃

▶▶ 이 용 옥 (관문초 교사, 수필가)

에세이

‘바른 마음·좋은 말·착한 행동’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 이 유 원 (문원초등학교 5-9반)

우리 학교 교문에는 아침마다

저를 반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생깁니다’입니다. 

우리 학교 전정한 교장 선생님

께서는 아침조회 시간 훈화에서

이 말을 더욱 우리에게 강조하십

니다. 거친 말들이 오가는 인터

넷 세상, 우리 주위를 볼 때 정말

이지 가슴에 와 닿는 말입니다. 

저는 3학년 때 ‘좋은 말을 하

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한

글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교장 선생님께 간 적이 있

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를 나누고, 맛있는 캐러멜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께 인사를 더 잘

하게 되고 좋은 말 운동에 더욱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또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

다’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어 이 좋은 말 운동을 널리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의 엄마가 ‘좋은 말~ 카페

에 글도 적고,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카페를 통해

좋은 말 운동을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수필가이기

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중앙현관에

는 교장선생님의 글 ‘이런 사람 좋

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

다 보면, 내가 앞으로 ‘이런 좋은 사

람’이 돼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책도 내셨습니다. ‘고향나그네’란

수필집인데 엄마랑 같이 읽었습니

다. 교장 선생님이 교직생활을 하신

삶의 자취와 대학원에서 철학공부

를 하고 있고, 저처럼 학생이기도 한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 교장 선생님이 2월이면 정년퇴임을 맞이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된다니 너무 슬픕니다. 교장 선생님의

사랑덕분에, 교장 선생님의 멋진 훈화 덕분에 바르고 의젓

한 문원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 운동, 많은 사랑을 베푸신 교장 선생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였던 바른 마음,

좋은 말, 착한 행동,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전정한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7  페이지 11



12 2014년 2월 25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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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77-2869/2833

NO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근무조건 자격요건

1 (주)한국00산업 안양 경리사무원 1명 평일: 08:30~18:30
주5일근무, 연봉 1,80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
테이션, 회계프로그램

2 00해장국 군포 주방보조원 1명 한달3일휴무
평일: 10:00~22:00, 월170만원

3 00병원 안양 주방보조원 1명 A05:30~14:30, B12:00~21:00
월136만원

4 00병원 안양 병원청소원 1명 근무시간 06:30~16:00
월126만원

5 00교육 안양 교육 및 훈련사무원 1명 평일: 10:00~19:00
주5일근무, 월14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6 농업회사법인
(주)000농부들 과천 배송 및 납품 운전원

(납품영업 포함) 1명 평일: 07:00~17:00
토: 07:00~14:00, 월180만원 기타(문서작성자우대)

7 (주)00플라워 과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토: 09:00~18:00, 월12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8 건양00주식회사 안양 영업기획·관리 및 
지원 사무원 1명

평일 :08:30~19:00
토: 08:30~13:00
연봉2,000만원

9 신한00공업(주) 군포 빌딩전기원
(빌딩전기안전관리원) 1명 평일: 08:30~17:30

주5일근무, 연봉2,000만원 문서작성

10 00건설(주) 과천 단순경리사무원 1명
평일: 9시~18시
토: 9시~15시(격주)
연봉1,500만원

11 민앤민00
청소년과의원 안양 간호조무사 1명

평일: 09:00~19:00
공휴일: 09:00~13:00
토: 09:00~16:00, 월160만원

간호조무사　

12 00차정보(주) 군포 고객상담원(콜센터 포함) 2명 평일: 08:30~18:30, 월140만원 문서작성, 기타(엑셀, 워드)

13 과천00복지센터 과천 재가요양보호사 1명 평일: 09:30~13:30(조정 가능)
주5일근무, 시급7125원 요양보호사

14 (주)00앤휴먼 과천 번역가(영어) 1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월155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
테이션, 영어전공

15 00재가
장기요양센터 안양 재가요양보호사 2명 오전, 오후 조정가능

주5일근무, 시급7125원 요양보호사　

16 00어린이집 과천 단체급식조리사
(어린이집, 유치원) 1명 평일: 09:00~12:00

주5일근무, 월40만원

17 00어린이집 과천 보육교사 1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월150만원 보육교사

18 푸르지오
00어린이집 과천 한식조리사(주방장 포함) 1명 평일: 09:00~13:00

주5일근무, 월50만원

19 (주)굿모닝00 과천 청소원 1명 평일: 09:00~16:00
토: 09:00~12:00, 월88만원`

20 00티원 주식회사 군포 경리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연봉 1,400만원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
그램

21 주식회사 
00비시스템 군포 납땜원 2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시급5210원

22 00니마트 안양 계산대수납원(캐셔) 3명 평일: 09:00~19:00
토: 09:00~19:00, 월130만원

23 (주)00종합관리 안양 청소원 1명 평일:09:00~16:00
토 :09:00~12:00, 월88만원

24 과천00아파트
관리소 과천 청소원 1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월113만원

25 (주)0스웰 군포 무인경비원 및 보안관제원 1명 평일: 06:00~06:00
토: 06:00~06:00, 월158만원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지원 안내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내일

배움카드」직업훈련 수강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

상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

원해 주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에 관심이 있

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아카데미

수료시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

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

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훈련비의 55%~75%

를 정부가 지원하고, 25%~45%는 본인부담입니

다.(직업능력개발계좌는 안양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우리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을 1인 1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관심있는 관내 시민

을 대상으로 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

서 개최하는 관련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 1인 1회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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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

다.(3677-2869)

- 과천시민에 한하여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원 대상

교육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 추후 제출서류는 보강될 수 있습니다

안 내

3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안내

과천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인·구

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

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 2014. 3. 19.(수) 오후 3시

•장　　소 : 과천시청 대강당   

•행사내용 :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맞춤형 현

장면접, 구직 알선 및 구직상담 진행 

•참여기업 : 5개 업체(예정)

문의 : 과천시일자리센터 (3677-2869/2833)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7  페이지 12



과천시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부모와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종

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부림동 가족여성플라자 4층에 위치한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과천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 교

직원, 영유아 및 부모, 연구기관 등에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육아지

원을 통해 선진 보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신설됐다.

주요 사업은 아이러브맘카페 등 육아 및 급식 공동구매 등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

육 지원,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가족여성플라자 건물 3층에 ‘부림 아이러브맘카페’를 설치

하고 시간제 보육은 물론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 아

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과천문화원 1층에 있는 ‘문원 엄마랑아이랑’ 또한 기존 시간제 보

육시설 중심에서 ‘문원 아이러브맘카페’로 운영됨으로써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및 교육 공간 기능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시민회관 2층에 있는 ‘중앙 엄마랑아이랑’은 시간제 전용

보육시설 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문원도서관 1층에 있던 ‘문원

엄마랑아이랑’은 2월말로 운영이 종료된다.

시는 이번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보육 관련 정보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이경희 보육팀장은 “그동안 산발적·개인적으로 운영되던

육아 및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하게 됨으로써 영유

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과천시의 보육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3677-2266

과천사랑 시정소식 132014년 2월 25일(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부림

동 가족여성플라자 3층 및 과천문화원1층에 아이러브맘카페를 개설하였

습니다.

•자유놀이실 이용시간

- 개인 : 12개월~만6세 미만(취학전 영유아 및 보호자) 연회비 10,000원

- 단체 : 관내 어린이집 / 연회비 30,000원 

- 온라인/전화/현장 예약 및 접수(사전예약 필수)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안내

•시간제 보육시설(엄마랑아이랑)

•3월 교육프로그램

시간제 보육시설 이용시간 문의전화 비고

부림 엄마랑아이랑
(가족여성플라자 3층)

월~금  09:00~18:00 토 09: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6959-2646

•이용대상 : 12개월이상~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

•이용시간 : 1일 최대3시간
•이용료 : 시간당3,000원

문원 엄마랑아이랑
(과천문화원 1층)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6959-2645

중앙 엄마랑아이랑
(과천시민회관 2층)

월~금 09:00~19:00, 토 09:00~18:00
(점심시간 : 13:00~14:00) 6959-2647

요
일

이용시간

부림 아이러브맘카페 문원 아이러브맘카페

☎ 6959-2646 ☎ 6959-2645

부림동 가족여성플라자 3층 문원동 과천문화원 1층

월

1회 10:00~12:00

단체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 운영

3회 15:30~17:30 개인

화

1회 10:00~12:00

개인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 운영

3회 15:30~17:30

수

1회 10:00~12:00

개인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 운영

3회 15:30~17:30

목

1회 10:00~12:00 단체 개인

2회 13:00~15:00
개인

교육프로그램운영

3회 15:30~17:30 개인

금

1회 10:00~12:00

개인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운영

3회 15:30~17:30

비
고

7팀/총14명
단체/20명(인솔교사동반)

사전예약 필수

5팀/총10명
사전예약 필수

요
일

부림 아이러브맘카페 문원 아이러브맘카페

☎ 6959-2646 ☎ 6959-2645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연령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연령

월 - - -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13:30~14:10 24~36개월

화

영어로 놀자!
영어스토리텔링

10:00~10:40 24~36개월

와글와글
퍼포컨스미술

11:00~11:40 34~48개월

말랑말랑 
오물조물 점토놀이

14:00~14:40 24~36개월

15:00~15:40 37~48개월

16:00~16:40 49개월 이상

수

베이비마사지
10:00~10:40 7~12개월

유리드믹스

11:00~11:40 2~6개월

몸도 마음도
아이 쑥쑥 체조

14:00~14:40 20~26개월

15:00~15:40 27~40개월

16:00~16:40 41개월이상

목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10:00~10:40 24~36개월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13:30~14:10 37~48개월
배우고 이야기하는 

베베뮤직 톡톡!

14:00~14:40 6~12개월

15:00~15:40 13~18개월

16:00~16:40 19~28개월

금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10:00~10:40 37~48개월

몸도 마음도
쑥쑥 신체활동

신나는 몰펀세상

14:00~14:40 36~45개월

15:00~15:40 46~54개월

16:00~16:40 55개월이상

13:30~14:10

14:30~15:10

15:30~16:10

18~30개월

31~44개월

45개월이상

13:30~14:10

14:30~15:10

15:30~16:10

6~11개월

12~18개월

19~28개월

※사정상 프로그램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3:30~14:10

14:30~15:10

15:30~16:10

13~19개월

20~26개월

27~40개월

보육교사·어린이집·부모와 아동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지원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3월부터 본격 가동

▲ 가족여성플라자 전경

▲ 부림동 가족여성플라자 4층에 위치한 과천

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 모습

•이이러브맘카페 운영 등 육아 지원

•보육 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 지원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지역사회기관과 협력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주요사업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7  페이지 13



14 2014년 2월 25일(화) 과천사랑시정뉴스

급성신부전�환자�새�생명�찾아주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열한�번째�이야기

시정 브리핑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이라는 병명을 가진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40대 후반의 대상자 가정을 방문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대상자는 큰 소리로‘아무 할 말이 없

다’며 방안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 등 이상행동

을 보였다. 

노모와 같이 살고 있는 대상자는 집에서 빈둥거리

며 노모로부터 매일 1만원씩을 타내 술을 사서 마시

는 일이 전부다. 이로 인해 대상자는 다른 사람과 얘

기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을 하거나 가끔

죽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꾸 무엇을 시

킨다면서 횡설수설 헛소리를

하는 등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

기도 한다. 

대상자는 오래전에 상업은

행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다

가 은행이 합병되면서 일용근

로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후 대

상자는 일거리가 없을 때마다

술을 마셨고 점차 술 마시는 횟

수가 늘어나면서 일을 하지 않

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처가 아

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직

장생활을 하다 2년 전에 이혼

하여 자녀들과 따로 살고 있다.

아내와의 이혼은 2년 전, 대

상자의 아버지가 갑자기 오토

바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대

상자가 정신병원에 잠깐 입원

한 사이 현재 살고 있는 문원동 집 등 유산이 다른 형

제에게만  모두 상속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재산만 보고 참고 지내오던 아내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른 것이다. 이후 대상자의 처는 왕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대상자를 다음날 다시 만났을 때는 술을 두병

정도 마신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손과 발

을 많이 떠는 등 거동조차 힘들어 보였다. 얼핏 보기

에도 심한 황달과 복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센터에서는 우선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병원

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형과 매형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전화를 끊는다. 그래도 가

족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입원은 인권보호 등의 문

제로 매우 힘든 경우여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

면서 계속 설득했다. 

이 결과 대상자의 형이 병원 입원에 동의한다는 연

락을 받았다. 다음날 119 구급대원을 불러 한림대학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가족들이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응급실에서 건강진단 검

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급

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곧 바로 중환

자실에 입원하였으나 혼수상

태로 정신을 잃고 열흘 정도 의

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혹

시라도 잘못 될까봐 우리를 안

타깝게 했다.

다행히 대상자는 3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으면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다. 이 사

이 그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아들과 전처도 방문했고, 병원

비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엿보

여 긴급지원 의료비를 지원하

여 병원치료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사례는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심한 대상자에

대한 긴급 병원이송과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

게 하는 경우였다. 지금은 일반병실에서의 생활이 가

능한 상황으로 이어서 병원비등의 부담이 적은 파주

의 요양병원으로 옮겨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문의 : 무한돌봄센터 3677-2846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 

내달 13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체 대상

지방세외수입 ‘간단e납부’로~

환경개선부담금, 3월 15~31일 납부해야

정보과학도서관 소식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북 스타트 책 놀이’ 활동 수요 증가에

따라 ‘북 스타트 앳 홈(at home)’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3월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내 18개월 이

하 유아 및 보호자 50팀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

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과천시과학문화도시(http://sc.gcc-

ity.go.kr)에서 로그인 후 행사 신청란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

다. 참가자에게는 매월 책 놀이 활동세트를 지급하며 인터넷

(http://cafe.naver.com/gcbookstart)후기 참여자 가운데 우수자

5개 팀을 선정해 하반기 책 놀이 활동 모집 시 우선권을 부여할 예

정이다. 

문의 :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정보센터 2150-3043~4 

책 놀이 활동 ‘북 스타트 앳 홈(at home)’ 신설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성인을 대

상으로 진행되는 노후설계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연은 총 8회로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진행되

며, 노후준비에 대한 자가진단을 비롯해 연금, 보험 등 노후자금 준

비를 위한 재무설계까지 노후설계 전 영역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구

성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으로 노후설계 전문강사들에 의

해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노후 준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내달 2일까지 과천시과학

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gccity.go.kr)를 통해 가능하다. 

노후설계 교육 ‘행복한 제2의 인생’ 수강생 모집

정보과학도서관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19:30~21:30) 운영하는 인문학강좌 2기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학강좌 2기 ‘소설의 미로속으로’는 사랑과 죽음 등 다양한

테마들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으로 김진영 철학아카데미 대

표가 강의한다. 내달 4일까지 접수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기타 강좌 관련 문의는 과천시정보과학도관 홈페이지

(http://www.gclib.go.kr)나 과학문화팀(2150-3032)으로 하면

된다.

인문학강좌 ‘소설의 미로 속으로’ 수강생 모집

•세부 강의 일정

•강연일정

3.13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2.24(월)

~
3.4(화)

4만원
(총8회)

3.20 헤밍웨이 <킬리만자로의 눈>

3.27 카뮈 <이방인> (책세상)

4. 3 한트케 <왼손잡이 여인> (범우문고)

4.10 카프카 <소송 1> (솔)
3.5(수)

~
3.6(목)

4.17 카프카 <소송 2> (솔)  

4.24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5. 1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
※수강신청인원이 30명 이상시 강좌개설

일자 주 제 내 용 강사

3.4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 나의 정체성 찾기
- 부라보 Life
- 라이프스타일 돌아보기 

이중일

3.11 꽃보다 여행
- 서진이의 설레는 여행준비
- 써니가 알려주는 여행지 주의사항 등 

김윤경

3.18
돈 버는 합리적 
경제습관

- 소비에 대한 올바른 습관 
- 통장 쪼개기

이혜림

3.25 평생월급 프로젝트
-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마련
- 연금으로 노후준비
- 퇴직‧개인‧주택연금 활용하기

김정하

4.1
보험을 알아야 
돈이 보인다

- 보험다이어트
- 알뜰하게 보장받는 방법

문　현

4.8 똑똑한 상속 이야기
- 슬기로운 상속사례
- 유언의 필요성

강태규

4.15
노후의 보금자리 
노하우

- 노후에는 어디서 살 것인가?
- 실버타운‧전원주택‧ 귀농귀촌

김경태

4.22 행복한 커뮤니케이션
- 올바른 대화법
-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

이영주

과천시가 지난 1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29일간

‘201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지역 단위의 지역통계를 작성해 지역 개

발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도는 지역 소득추계 기초자

료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과천 관내에

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

든 사업체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응

답자와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조사할 수도 있다.

문의 : 의회법무팀 3677-2033

올해부터 지방세외수입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고

지서 없이 ‘간단e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금입출금기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통장을

넣으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간단히 조회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

터넷뿐만 아니라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지방세 납부 관련 문의는

세무과 (3677-2197)하면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

로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

1년에 3월·9월 두 번 징수하며 3월 납부 기간은 3월

15부터 31일까지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

생과(3677-2242)로 문의 하면 된다.

복수가 차고 황달이 심한 대상자를

긴급 병원 이송 및 의료비 지원…

현재 파주요양병원으로 옮겨 보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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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과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자전거보

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기간은 2014년 2월 10일부터 2015

년 2월 9일까지로 이 기간 중 자전거사고로 병원

에 입원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은 새마을금

고로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로부터 2년 내 가능하다. 

과천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왔다.

올해 과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용은 2,995

만8천원으로 과천시민 7만 578명(2013. 12. 31

기준) 기준 1인당 424.5원이다. 

한편 과천시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지난 2012

년 30건 6,130만원, 2013년 21건 1,440만원의 보

험금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교통과 3677-

2288, 새마을금고 502-31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장기간 및 보험사, 그리고 보장내용은 다

음과 같다.

보장기간 보험사 전화번호

2012. 2. 10~2013. 2. 9 동부화재해상보험 488-7114

2013. 2. 10~2014. 2. 9
새마을금고 502-3155 / 1599-9010

2014. 2. 10~2015. 2. 9

•보장기간 및 보험사

※보장기간은 사고발생일 기준이며,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과천사랑 시정뉴스 152014년 2월 25일(화)

새마을금고에 과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보건소 소식

추사박물관에서는 지난 1월 7일(화)부터 2월 23일(일)까지 <우리문화

우리전통놀이>를 주제로 기획전시실과 야외마당에서 투호던지기, 윷놀

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총 7가지 체험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대가 참여했으며 우리전통 민속놀이에 대해 큰 호응과 관심을 보냈다. 특

히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들 역시 적극적으로 체험놀이에 참여하며 옛 향

수에 젖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

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문화 우리전통놀이’ 체험행사 성료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와 소외 지역 주민 및 과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연장 운영 중에

는 전시관람 및 상설체험이 가능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시해설 프로

그램을 2회씩 추가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운영일시 : 2014. 3. 7, 14, 21, 28 (매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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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시간 : 1회 - 18:30, 2회 - 19:30 

3월에도 매주 금요일 밤 9시까지 운영

과천시가 지난 24일부터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사회·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

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이나 도서 구입, 여행 및 스포츠 경기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지원규모는 세대 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대카드 1매와 연간 5만원 한도

의 개인카드 다수 등이다. 

개인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가정 청소년(만 6세부

터 19세)과 복지시설 거주자에 한해 발급해준다. 이중 청소년 개인카드

는 세대 당 최대 5매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이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발급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단 만14세 이상(미

만은 법정대리인 신청)은 본인(대리신청 시 본인 동의서 제출)이 직접 신

청해야 한다. 

과천시청 문화체육과 3677-2068

소외계층에 연간 5만원 한도

과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부모교육

과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가 내달 20일 오전 10

시30분 시민회관 2층 세미나룸 1실에서 부모교

육을 진행한다.

‘부모사랑 주파수를 맞춰요’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번 교육은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아이가 받

고 싶은 사랑에 코드를 맞춰 소아정신과 노재우

전문의가 나와 강연한다. 관내 부모 40명을  전화

(504-4440, 3)로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 504-4440

체지방감량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과천보건소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체지방 감

량 프로젝트를 무료 운영키로 하고 참여자를 모

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소수정예로 구성

된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5시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23 이상자 10명이다. 선발기준은 체질량

지수 23이상자 중 체성분 측정기로 체지방률을

측정했을 때 최종 확정 체지방율이 남자 25%, 여

자 32%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식습관 분석 후 개인별 맞춤 영

양상담 및 교육을 통해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식이요법 영양중재를 실시해 체성

분 검사 후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체성분 감량 신체활동이 실시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1층 통합건강관

리실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 2150-3876

바른자세 운동교실 수강생 모집

과천시보건소는 내달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바른자

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올바른 자세와 척추건강을 위한 이번 교실의 모

집인원은 총 30명(선착순)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4~5시 과천시보건소 내 3층 보건교육실에서 실

시된다.

교육 내용은 바른 자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

달과 바른 자세 잡기, 균형발달 스트레칭 및 청소

년기의 올바른 영양습관 등이다.

신청자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 홈페

이지 또는 전화(2150-3859)로 신청하면 된다.

추사박물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전문문화관광해설사의 전

시해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설시간 : 40분

•해설장소 : 2층 휴게실

•해설동선 : 2층 추사의 생애실 → 1층 추사의 학예실 → B1층 후지츠카 기증실  

추사박물관 정기 해설 시간 안내 

회차 해설시작시간 회차 해설시작시간

1회 10:00 4회 14:00

2회 11:30 5회 15:30

3회 12:30 6회 16:30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 망

과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4,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4,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과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1회 한해 지급)

4주이상-40만원, 5주이상-50만원
6주이상-60만원, 7주이상-70만원
8주이상-80만원, 9주이상-90만원
최대 10주이상-100만원

과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로 지급

추가 4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과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
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과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
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과천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
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문화누리 카드 발급 안내

추사박물관 소식

과천277호_레이아웃 1  14. 10. 24.  오후 4:37  페이지 15



16 2014년 2월 25일(화) 과천사랑문화·예술·공연

과천시민회관 프로그램 안내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는 3.14(금)~3.15(토) 과천시민회
관 대극장에서 이자람의 판소리극 <억척가>를 진행한다. 

국내 공연계의 중심인 LG아트센터에 유일하게 3년 연속 무대에 올라, 전회매
진! 전회기립! 이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판소리극<억척가>. 

이를 증명하듯 프랑스, 루마니아, 브라질, 호주 등의 국제 유수의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솔이로 알려진 이자람, 다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판소리 이수
자, 예술 감독, 밴드리더, 영화음악감독, 뮤지컬 국악감독 등 종횡무진 활약하는
젊은 예술가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시골마을에 사는 여인 ‘김순종’, 사소한 오해로 시댁에서 쫓
겨 여차저차 타국에 도착한다. 사랑에 서툴고 사람에게 상
처받으며, 아비가 다른 세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주인공 순종, 아이들에
게 용기와 정직, 사랑을 가르치던 자
신만의 가치관은 전쟁을 겪으며 거짓 상술에 능한 억
척스런 상인이자 비정한 어미로 변해가게 되는데….

이번 억척가는 이자람 자신이 직접 창작한 50여곡이
넘는 판소리와 홀로 15명이 넘는 극중 인물들을 자유
자재로 연기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15명의 다른 인
물들이 무대 위에 있는 듯 한 신들린 연기력과 음악
성을 선보인다.
•공연일시 : 3. 14(금) 오후7:30~3. 15(토) 오후5: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 30,000원 (과천시민할인 5매까지 전석 27,000원)

독일의 작곡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 (Lud-

wig van Beethoven, 1770-1827) 은 우리

가 알고 있는 서양음악 작곡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우리는 그를 가리

켜 악성(樂聖) 이라 일컫는다. 

음악의 성자! 음악가에 있어서 이보다 더

한 명예스러운 호칭이 있을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를 악성이라고 부를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단

지 널리 알려진 그의 청각장애와 결부시켜

단순히 인간승리의 음악가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 또한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토벤을 진정한 악성으로

이해하려면 그 이유를 그의 음악 안에서 찾

아야 한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성자와는 거

리가 먼’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

다.  그의 음악 안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환

희, 감동과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살아

숨 쉬며 우리에게 그를 악성이라 추앙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있다. 

이번 과천시립교향악단의 3월의 봄의 소

리는 독일작곡가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

웅’을 깊이 있는 해석과 안정적인 연주로 듣

게 될 것이다.

특히 3번 피아노협주곡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음색, 흡인력 있는 연주로 호평 받아

온 중견피아니스트 손정애의 협연으로 연주

한다. 지휘자와 피아니스트의 여유로운 호

흡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공연의 시작은 민속적 색채가 짙은 독일

낭만주의 오페라의 대표 작품인 베버의 마탄

의 사수 서곡으로 음악회를 열게 된다. 공연

시간은 3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이며, 공

연 및 티켓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9, 4003),  문 지 방 (500-1200

http://www.gccs.or.kr/ticket)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과천시립예술

단문화가족 藝 및 청소년은 20%할인이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제38회 정기연주회 영웅 베토벤
전회매진! 전회기립!

이자람의 판소리극 <억척가>

여섯 남자의 유쾌한 하모니!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3 <더 솔리스츠>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이성재) 3. 28(금) 과천시민회관 대
극장에서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3 더 솔리스츠 공연을 진행한다. 

더 솔리스츠는 올해 데뷔 21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로 아카펠라를 시작하고
전파한 정상급 연주단체이다. 

클래식에 바탕을 둔 탄탄한 기본기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새롭게 재해석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현재까지 사랑받아 왔다. 

카운터테너, 테너, 바리톤, 베이스의 다양한 음역대로 구성되어 윌리엄텔 서곡,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Autumn Leaves, Stand by me, 군밤타령 등 여러 장르
의 음악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환상적인 하모니와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공연일시 : 2014. 3. 28(금) 오후7: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20,000원(200석 한정 / 과천시민할인 5매까지 전석 15,000원)

공연문의 : 509-7700

질문을 통해 생각하는 호기심 해결사!!

어린이연극 <왜 왜 질문맨>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재) 4.3(목)
~4.5(토) 소극장에서 어린이연극<왜 왜 질문맨> 공연을
진행한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어린이극 공연단체 극
단사다리와 극단가제노꼬큐슈가 공동 제작하였으며, 원
작의 느낌을 잘 살린 한국어버전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아이들의 수
없이 쏟아지는 질문폭탄들.. 이처럼 연극 <왜 왜 질문맨>
은 단순히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들 스스로 답을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성장메시지를 자연스레 전달한다.
•공연일시 : 2014. 4. 5(토) 오후2:00,4:00 (4.3~4.4/ 어린이집 단체관람)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관람연령 : 36개월이상         •공연티켓 : 전석15,000원

과천시문원도서관이 ‘201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은 국립어린
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 독서진흥을 위
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어린
이에게 찾아가 책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
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문원도서관은
국가로부터 독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비롯
프로그램 운영비와 활용 도서비 등을 지원받
게 된다. 

이와 관련 문원도서관은 오는 3월부터 10
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문원동에 있는 꿈나
무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아이들 책 읽어주
기, 동화구연, 독후활동 등 다양한 독서 프로
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
등 평소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를 대
상으로 도서관 견학 및 문학탐방 등 문화체
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문원도서관 2150-3083

문원도서관 ‘도서관 책 읽기’ 공모 사업 선정

3월의 봄을 알리는 과천시립교향악단의 교향악

작곡가 베토벤의 영웅을 노래한 3번 교향곡과

3번 피아노협주곡 연주

과천시가 ‘2014년 상반기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접수에 들어갔

다.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다. 신청대상은 10명 이상의 성인

또는 가족단위팀이며 지원규모는 총 12회 기

준 1회 35,000원이다. 팀당 최대 10회

350,000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2회(2시

간)는 자부담(팀당 최소 70,000원)이다.

신청서는 강의시작 최소 5일전까지 평생

학습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강사와 장소를 섭외하여 평생학

습 취지나 목적에 맞게 강의를 진행한 후 5일

이내 평생학습센터로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

다. 청구 시 소감문과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

면 강사료와 대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과천시평생학습센터 3677-2931~6

상반기 배달강좌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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