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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환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여성이 행복한 공간…4층 과천여성비전센터

지난 13일 오후 3시쯤 가족여성플라자 1층에서 엘리베

이터를 타고 가장 먼저 올라간 곳은 4층 과천시여성비전

센터. 20여 평 남짓한 공간에 5명의 직원이 책상에 머리를

묻고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창가

로 향했다. 밖을 내다보니, 바로 길 건너편 중앙공원과 양

재천은 물론 멀리 관악산까지 과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

왔다.

“전망 좋죠? 이 아름다운 과천에서 여성들이 학습하고

일하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우리 과천시여

성비전센터가 할 일입니다. 하하.” 

정신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희숙 센터장이 국

화향기 그윽한 차를 내오며 말을 건넨다. 그러면서 책상 밑

에 있는 검은 비닐봉지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탁자 위

에 펼쳐놓는다. 여기 와서 직원들과 함께 EM(유용미생물)

으로 만든 치약과 비누였다. 스스로 EM 마니아 ‧ 애용가임

을 자처하는 그는 “지금 전국에  EM 열풍이 불고 있는데

과천은 미약하다”며 “앞으로 과천에  EM 용품을 널리 보

급해  친환경 도시 과천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시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방문 목적이 인터뷰가 아닌 탐방인 만큼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 바로 옆에 딸린 ‘누리마루’(40석) 강당을 둘러

보고 5층으로 올라갔다. 5층엔 ‘누리마루’ 절반 정도 되는

강의실 3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강의실엔 ‘풀씨마

루’, ‘요리마루’, ‘햇살마루’ 라는 각기 다른 예쁜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곳 강의실에선 내달부터 ‘스토리텔링 수학

& 보드게임 지도사’와 ‘두피모발 관리사’ 과정 등 다양한

취업전문 강좌들이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컴퓨터자격증

수업이 열린다는 강의실에 단 한 대의 컴퓨터도 보이지 않

았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는 조정수 팀장에게 이

유를 물어보니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트

북(20대)으로 강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방용품들로 가득한 ‘요리마루’에선 아동 전문요리사

및 커피추출전문가과정 등 여성의 자아실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좌가 열릴 예정이다. 요리교

실 옆에는 커피머신이 구비되어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었다. 접이식 출입문과 전망 좋은 창가… 마치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 같았다. 순간, 이곳을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나

휴게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

시, 예상대로 커피 바리스타 수업이나 기타 요리 수업이 있

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시민들 누구나 이용(오전

9시~오후 6시)할 수 있도록 오픈한다고 한다. 이따금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실습차원에서 싼값(500

원)에 커피도 판매할 계획이라니 기대된다. 

접이식 출입문 오른쪽엔 방금 전 이희숙 센터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스텐레스로 된 이엠 용액통 하나

가 놓여 있었다. 이엠 홍보 차원에서 직원들이 날마다 20

리터씩 만들어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중이란다. 필요하신

분은 500㎖ 생수병을 들고 와서 담아가면 된다.

강의실을 안내하던 조정수 팀장은 “그레이스호텔 6층에

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니 한 달 사이에 구직상담 문의만 해

도 벌써 50건 가까이 될 정도로 홍보가 절로 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여성회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쾌적하고 접

근성이 좋아 활용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주민욕구에 부응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키우고 · 웃는 행복한 육아 실현
육아종합서비스 제공… 4층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두 번째 방문한 곳은 4층에 있는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

터(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이곳은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한 육아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과

천의 영유아들의 손을 잡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포괄적인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5일 개관한 ‘과천시가족여성플라자’에 가보니

과천 엄마와 아이들, 행복지수 올라가겠네~

‘부림어린이집’ 1층 보육실

3층 ‘아이러브맘카페’ 

기획특집

과천시가족여성플라자가 25일 문을 열었다. 2012년 2월 착공한 지 2년 여 만이다. 드디어 과천에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전용건물

이 생긴 것이다. 부림동 8단지 입구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2,185㎡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졌다. 1층과 2층에는 부

림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던 ‘시립부림어린이집’이, 3층에는 시간제보육과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부림아이러브맘카페’가 각각 입주해 있다. 4층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부모와 아동에게 맞춤형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천

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과천시여성비전센터’로 꾸며졌다. 4~5층 나머지 공간에는 각종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강의실이 들어서 있다. 25일 개관과 더불어 과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족여

성플라자 건물을 <과천사랑>이 미리 다녀왔다.

과천여성비전센터의 강의실과 기능교실 등이 있는 5층 내부

 2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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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이어짐)

시청 사회복지과 보육팀 문윤주 주무관과 함께 센터 사

무실에 들어서니 박은미 센터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여긴 과천시가 설립하고 안양보육교사교육원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과천시와 함께 어린이집과

부모 및 영유아, 연구기관 등 보육전달체계를 구축해 영유

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을 가

리키며)여긴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고… 자, 그럼 3층

아이러브맘카페부터 가보실까요.” 

센터장과 함께 3층으로 내려가니 어디선가 싱그러운 숲

향기가 풍겨왔다. 진원지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유아

부담 해소를 위한 공간 ‘부림 아이러브맘 카페’였다. 친환

경 건물이라 새집증후군이 덜하긴 하지만 오픈을 앞두고

새 가구와 물건에서 나오는 나쁜 냄새를 잡아주기 위해 허

브향초를 켜놓았기 때문이란다. 신발을 벗고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와~’하는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왔다. 창문을 통

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아래 동화 책 속에나 나오는 놀이

기구와 각종 교구들이 아기자기하게 정리돼 있었다.

‘자유놀이실’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12개월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들이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며

노는 공간이다. 개인(12개월~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보호

자)과 단체(과천 관내 어린이집)를 대상으로 1일 7팀씩 총

3회 2시간에 걸쳐 운영된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언제든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수유실’과 다양한 장난감

을 대여해 주는 ‘장난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만 따로 맡기는 시간제 보육시설 ‘부림엄마랑아이랑’

은 1일 최대 3시간(시간당 3,000원)까지 시간당 최대 9명

을 보육하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 8년

경력을 가진 이민경

선임보육전문요원은

“이곳의 특징은 하루

세 번 모든 물품을 소

독하며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해

최대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이라면서 “안쪽에 마련된 교육실과 상담실을 통해 부

모 교육과 상담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 투어를 마치고 다리도 쉴 겸 잠시 ‘상담실’에서 박

은미 센터장과 마주 앉았다. 상담실은 주방과 4인용 식탁

이 놓인 일반 가정집 부엌처럼 꾸며있었다. 상담하러 온 부

모들이 이웃집에 놀러 온 기분으로 아주 편안하게 상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은미 센터장은 “요즘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카페가

유행하고 있지만 인적구성원의 자격과  안전, 관리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이곳이 좋다”며 “앞으로 과천시의

주된 정책이라든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항상 중간자

적인 입장에서 영유아 부모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언

제나 오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키워야할지 방

법을 몰라 고민하는 부모들을 위한 초청 강연도 열 계획이

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교육과 육아정보는 홈페이지

(www.educaregc.or.kr)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니 수시로

들어가 확인하기 바란다.  

더 밝고… 더 넓고… 더 쾌적
햇빛 속으로 나온 1‥2층 ‘시립부림어린이집’ 

아이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맨 나중에 찾아간 시

립부림어린이집. 수업은 끝났지만 1층 유희실엔 몇 몇 어

린이들이 책을 읽거나 놀고 있었다. 황급히 사진부터 몇 컷

찍고 사무실로 갔다. 이미현 원장에게 이사 온 소감을 묻자

“전에 있던 곳에 비해 훨씬 더 밝아지고, 넓어지고, 구석구

석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아이들이

모두 신나 해요. 얼굴 표정도 훨씬 밝아졌고요. 이곳이 무

척 마음에 드나 봐요.”라고 답했다.

일례로 그는 “지난달 18일 졸업한 20명의 아이들 전원

이 졸업을 하고도 1주일 넘게 어린이집을 더 다니다가 떠

났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돌아보니 그토록 떠나

고 싶지 않아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1·2층

으로 나눠진 5개의 보육실과 너른 유희실, 여기에 도서관

과 자료실까지…어느 한 곳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모든 시설

은 부드러운 느낌의 친환경 원목을 사용했고 더욱이 1층

한 가운데를 신체활동이 많은 영아반 어린이들의 유희공

간으로 꾸민 점과 유아반 원아들이 항상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2층을 도서관으로 꾸민 점이 돋보였다. 여기에

최상층에 하늘 놀이터와 1층 모래 놀이터까지…엄마들이

깜박 죽는다는 강남의 고급 영어 유치원 못지않았다. 

옥상 놀이터에 가보니 아이들이 언제든 올라와서 놀기

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 원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5평 남짓한 옥상 텃밭에 채

소를 심어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

끼도록 새로 운영하는 8가지 해피런(해피+칠드런) 프로그

램이 추가돼 부림어린이집의 인기는 날로 높아질 전망이

다. 길 건너편에 아름다운 중앙공원과 바로 옆에 대공원 산

책길이 있는 것도 부림어린이집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

다. 도로가에 위치해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

고 데려가기도 아주 편하다. 

어린이집을 막 나서려는데 마침 둘째를 안고 큰 아이(만

5세반 공인하)를 데리러 온 엄마 박미숙(37)씨를 만났다.

인하 엄마는 “이사 오기 전 이 앞을 지날 때마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기에 뭐하나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꾸미시느

라고 그런 것 같다”며 “교통과 환경, 디자인의 세 박자를

고루 갖춘 과천의 명품 어린이집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핵가

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여

러 요인으로 인해 영유아

기 보육의 중요성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하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이야 말로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과천시 육아

종합지원센터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먼저, 센터 설립의 목적

과 보육정책의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과천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지

혜롭게 양육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기관 및

보육교직원들과 더불어 과천시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는데 있어 든든한 그루터기가 될 것입

니다.

이제 첫걸음을 떼는 본 센터는 과천시민과 영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보육교직원들의 지속

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 갈 것입니다.

본 센터가 보육과 교육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작은 소리까지 기울여 살기 좋은 과천을 만

들어 나가는데 일조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박은미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과천시 보육과 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

해마다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

들이 어린이집으로 오지만 매년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독립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으며

빠른 발달을 보이지만 갈수록 예

민한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 안

정감을 잃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아

이들에게 부림 어린이집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

였습니다. 과학적이라 믿고 뇌발달을 돕는다고 믿는 갖가

지 장난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

른들이 자녀를 키우셨던 따뜻한 마음과 가슴을 닮아 위로

와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결실로 맺어 영유아들에게 환하고 넓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환경으로

미안해하지 않고 빈그릇인 아이들의 마음에 행복을 담아

서 차고 넘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림의 아이들에게 환하고 넓은 환경, 환경

호르몬을 걱정하지 않는 건강증진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즐겁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교직원이 행복한, 아울러 과천

시가 자랑스러워하는 어린이집이 되는 첫 발을 내딛었습

니다. 어린이집이 펼치는 보육과정 속에서의 행복감 경험

제공을 통해 영유아에게 어린이집이 의미 있는 곳이 되고

영유아 개개인이 생활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영유아 행복의 누적효

과로 평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

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더 감사하고 조금씩 더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현
(과천시립 부림어린이집 원장)

‘처음 만나는 행복한 세상’ 되도록 최선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장난감도서관’

‘부림어린이집’ 2층 도서관(왼쪽), ‘아이러브맘카페’ 자유놀이실(오른쪽 위), ‘부림어린이집’ 옥상놀이터(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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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기획특집 32014년 3월 25일(화)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전화/현장예약 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강좌를 운영하고 지역강사로 활동하

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2014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

스템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각 강좌 교재비, 재료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별도입니다. 

문의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3679-2007~9

요일

부림아이러브맘카페 문원아이러브맘카페

6959-2646 6959-2645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연령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연령

3.18

(화)

영어로놀자!
영어 

스토리텔링

10:00~10:40

11:00~11:40

24~36개월

34~48개월

와글와글

퍼포먼스미술

13:30~14:10 18~30개월

14:30~15:10 31~44개월

15:30~16:10 45개월이상

3.19

(수)

베이비
마사지

10:00~10:40

11:00~11:40

7~12개월

2~6개월
유리드믹스

13:30~14:10 6~11개월

14:30~15:10 12~18개월

15:30~16:10 19~28개월

3.21

(금)

신나는 
몰펀세상

14:00~14:40 36~45개월 몸도 마음도

쑥쑥

신체활동

13:30~14:10 13~19개월

15:00~15:40 46~54개월 14:30~15:10 20~26개월

16:00~16:40 55개월이상 15:30~16:10 27~40개월

3.25

(화)

말랑말랑 
오물조물
점토놀이

14:00~14:40 24~36개월

15:00~15:40 37~48개월

16:00~16:40 49개월이상

3.26

(수)

몸도 마음도
아이쑥쑥체조

14:00~14:40 20~26개월

15:00~15:40 27~40개월

16:00~16:40 41개월이상

3.27

(목)

배우고 
이야기하는 

베베뮤직 톡톡!

14:00~14:40 6~12개월

15:00~15:40 12~18개월

16:00~16:40 19~28개월

모집강좌 수업운영 개강일자 수강료 장소

3급푸드표현상담사
자격증 과정

주1회(목)
09:30~12:30

4. 17(목)
6만원

(12회기)
가족여성플라자

풀씨마루

오감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주1회(수)
09:30~12:30

4. 23(수)
6만원

(12회기)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어린이책스토리텔러
2급자격증 과정

주2회(수,금)
09:30~12:30

5. 7(수)
8만원

(15회기)
그레이스호텔

6층

•모집일정 : 3. 6(목) ~ 3. 21(금) 18:00까지

- 평생학습 통합시스템(www.gcedu.go.kr) 및 과천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ww.gcwoman.or.kr)

에 공고

- 1차 등록은 접수 후 1차 정규모집 종료일까지 입

금자 순서에 따름(선착순모집, 무통장입금)

-2차 추가모집 : 3. 24(월)~3. 31(월) 18:00 선착순

개별 연락

•모집강좌 : 9강좌 / 180명 모집

•모집인원 : 20명 (8강좌 총 160명)

•모집연령 : 1955년~1994년생

•수강대상 : 주민등록상 과천여성(단, 강사활동 시

학력은 초대졸이상)

•준비사항

- 각 강좌의 교재 또는 재료비는 별도

- 확정된 수강생들에게 개별문자 통보

강좌명
운영
기간

교육
요일

교육시간 수강료
(교재,재료별도)

장소

스토리텔링 수학 &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

4~6월

월
(주1회/총12회)

09:30~12:30

5만원

풀씨마루

두피모발관리사
화

(주1회/총12회)
햇살마루

방과 후 
아동지도사

화
(주1회/총12회)

풀씨마루

이미지메이킹 및 
취업면접 교육사업

4~5월
금

(주1회/총8회)
3만원 누리마루

전산회계(1급)

4~6월

월/수
(주2회/총20회)

9만원 햇살마루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수/금

(주2회/24회)

09:30~13:30

10만원 요리마루

길해설사(2차)
심화과정

4~8월
금

(주1회/총20회)
9만원 야외

영양김치 담그기 4~6월
월

(주1회/총12회)
6만원 요리마루

과학이랑 문화랑
강사 양성과정

4~5월
목

(주1회/총8회)
4만원 햇살마루

과천시에서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공모를 통해 지원 단체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강좌를 개설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2014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수강생 모집

여성비전센터 디딤돌 취업지원 강좌 모집

강좌명 수강기간 교육장소 수강료 접수기간 접수처

학교 및 지역사회 갈등해소를
위한 평화교육강사양성과정

4.22~7.3(화, 목)
10:00~12:00

시민회관 2층
세미나실

5만원 ~4.20
학교평화만들기
070-4156-3623

비우고 채우는 우주와 조우하다.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완경 -

4.7~4.28(월)
10:00~12:00

시민회관 등 1만원 ~3.31
환경연합 에코생협
010-3173-2831

아동발달 심리와 미술치료로
성장하는 내안의 어린아이

4.8~6.17 (화)
10:00~13:00

장애인
복지관

6만원 ~3.28
나를들여다보는
미술치유동아리
010-5070-3831

과천 어머니합창단
단원 모집

4.3~10.31 (목)
14:00~16:00

시민회관 2층 
햇님방

15만원 수시
과천어머니합창단
010-5234-5325

▶아이러브맘카페 이용방법 

- 연회원 등록 : 이용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연간회

원가입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연회비

(개인10,000원/단체 30,000원)를 납부하시면 회

원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 홈페이지 예약 : 연회원 등록을 한 후 홈페이지에

서 사전예약을 한 후 이용합니다. 

▶자유놀이실 이용안내 

- 회원가입신청 및 연회비납부(직접방문) →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www.ed-

ucaregc.or.kr →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아이

러브맘카페’ 메뉴에서 지점 선택 → 사전예약 (예

약회기, 시간확인하여 예약신청하기)

- 개인 : 12개월 ~ 만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및 보호

자/연회비 10,000원, 회원가입신청서  

- 단체 : 과천관내 어린이집/연회비 30,000원, 회원

가입신청서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educaregc.or.kr 예약 및 접수(사

전예약 필수)

※주차공간이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

랍니다. 

※문원아이러브맘카페 교육놀이실에서 교육프로그

램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놀이실 이용에 제한이 있

습니다.  

※모든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이용시간 문의전화 비고

부림엄마랑아이랑
(가족여성플라자 3층)

월~금 09:00~18:00 6959-2646 - 1일 최대 3시간 이용

- 12개월 이상~만6세 이 하  취 학

전 영유아

- 시간당3,000원

문원엄마랑아이랑
(과천문화원 1층)

월~금 09:00~18:00 6959-2645

중앙엄마랑아이랑
(과천시민회관 2층)

월~금 09:00~19:00

토 09:00~18:00
6959-2647

시간제보육(엄마랑아이랑)

요일 이용시간

부림아이러브맘카페 문원아이러브맘카페

6959-2646 6959-2645

부림동 가족여성플라자3층 문원동 과천문화원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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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 운영

3회 15:30~17:30 개인

금

1회 10:00~12:00

개인

개인

2회 13:00~15:00
교육프로그램 운영

3회 15:30~17:30

토
1회 10:00~12:00

개인 휴관
2회 13:00~15:00

비고
개인 7팀/총14명

단체 20명(인솔교사동반)
5팀/총10명

여성비전센터 5층 강의실(위)과 조리실(아래)

3월 17일부터 정상 운영

3월 교육프로그램 무료 시범 수업

아이러브맘카페

상반기 취업전문 강좌 수강생 모집

‘아이러브맘카페’안에 있는 교육놀이실

아이러브맘카페 과천시여성비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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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역사문화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과천문화원에서는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 창의적인 사고, 행복한 문화경험을 쌓고, 또한 넓고 깊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문 강사

의 유도와 교육방법, 생각하기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강생이 직접 생각하고 조사하고 기록하여 최종발표를 통해

함께 소통하는 교육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만들 계획입니다.

과천시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수강생 모집 

2014년 1기 과천문화학교 수강생 추가 모집

과천시는 양재 및 사당방면으로 가는 남태령지하차

도 상행과 하행 2개 차로의 차량통행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3개월간 전면 폐쇄한다고 25일 밝

혔다.

이번 교통 통제는 남태령지하차도의 누수보강 공사

및 터널 내 조명시설 정비 공사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안양방향 하행차로는 3월 18일부터 5월 6일

까지, 과천에서 사당방향 상행차로는 5월 7일부터 6

월 20일까지 교대로 전면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알리는 현

수막과 안내판 등을 과천 주요도로 주변 곳곳에 내걸

고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남태령지하차도

가 아닌 지상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

상도로는 서울과 안양방면 왕복 4개 차로가 있다.

시 관계자는 “남태령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운전

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건설과 3677-2431

남태령지하차도, 6월 20일까지 교통 통제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알뜰장’이 3월부터 재개된

다. 과천 여성‧환경단체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은

그동안 추위로 중단했던 알뜰장을 이달부터 오는 10

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10:00~15:00)에 개최

하기로 했다.

‘알뜰장’은 더 이상 안 입는 옷이나 작아진 신발 등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소장품을 들고 나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리다. 과천시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푸른 내일

을 여는 여성들’(500-1446/http:welove3r.or.kr)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에서는 상설 녹색가

게 운영, 1단지 자원 재활용 캠페인, 교복 물려 입기 행

사, 청계산 가꾸기 등 다양한 녹색소비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뜻을 같이할 자원봉사자(주1회 3시간 봉사가

가능한 분)를 모집 중이다. 

희망자는 녹색가게(시민회관 2층) 또는 전화(500-

1446)로 접수하면 된다. 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경력

증명서 및 자원봉사증이 발급된다.

중앙공원 ‘알뜰장’…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과천문화원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명 인원 강사 대상 요일 시간 수강료 재료비 장소

일기와 책의 행복한 만남 20 장성유 초등1,2 월 15:00~15:50 50,000 - 배움터 2

손에 잡히는 독서토론 20 장성유 초등3,4 월 16:00~17:30 70,000 - 배움터 2

온고지신 키즈 자격증 한자 20 강미영 초등1,2 금 15:00~15:50 50,000 8,000 배움터 1

온고지신 키즈 자격증 한자 20 강미영 초등3,4 금 16:00~16:50 50,000 8,000 배움터 1

성독으로 배우는 사자소학 20 김은슬 초등3,4 목 15:00~15:50 50,000 5,000 배움터 1

성독으로 배우는 사자소학 20 김은슬 초등5,6 목 16:00~16:50 50,000 5,000 배움터 1

실험과학-교과연계 20 정남조 초등1,2 월 15:00~15:50 50,000 40,000 배움터 1

실험과학-교과연계 20 정남조 초등3,4 월 16:00~17:30 70,000 50,000 배움터 1

노래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동화 20 선우양 초등1,2 화 15:00~15:50 50,000 - 배움터 1

명작동화로 배우는 영어읽기 20 선우양 초등3,4 화 16:00~16:50 50,000 - 배움터 1

명작동화로 배우는 영어독해 20 선우양 초등5,6 목 16:00~17:30 70,000 - 미디어

명작으로 배우는 영어독해 15 선우양 중학1,2 목 17:30~19:00 90,000 - 미디어

꼬기야 놀자 12 임용훈 미취학초등1,2,3 목 15:00~16:50 90,000 10,000 야외

주니어 골프클리닉 10 유길상 초등 목 15:00~16:30 120,000 60,000 문화원, 스크린

행복한 미술세계 20 이용경 초등4~6 화 17:00~19:00 70,000 10,000 배움터 3

성악(합창) 30 김현오 성인 월 11:00~13:00 60,000 - 관악홀

댄스, 댄스, 댄스(방송댄스,라인댄스,차밍댄스) 20 김윤선 성인 월 10:00~10:50 50,000 - 청계홀

댄스, 댄스, 댄스(방송댄스,라인댄스,차밍댄스) 20 김윤선 성인 월 11:00~11:50 50,000 - 청계홀

국선도(단전호흡) 30 박일자 성인 화 9:00~10:00 30,000 - 청계홀

스토리텔링 한국사 20 임용훈 성인 목 19:00~20:50 60,000 - 배움터 2

※70% 미달시 폐강됩니다.(그 외 수업은 정해진 명단 참고)

•교육기간 : 4. 12(토)~6. 28(토)/ 12회

•수강신청 : 기존3. 8(토)~3. 15(토) / 신규 3. 17(월)~4. 12(토)

•모집대상 : 어린이(6~7세)/ 초 1~6학년 / 중 1~2학년 / 성인

•수강인원 : 각 프로그램별 20명(선착순)

•수강신청 : 직접방문신청, 이메일(pangsungho@hanmail.net),

팩스(507-1422)신청가능.

•프로그램 : 과천문화원 홈페이지공지 

※모든 강의는 교재비, 재료비 별도입니다

•결제방법 : 방문 현금결재 및 계좌이체(학생이름) 

문의 : 평생학습팀 3679-1415 

•강의기간 : 5. 8(목)~11. 27(목)(24주 / 8월 방학) 

(2회답사 예정 : 국외1회, 국내1회)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14:00~16:00 (120분) 

•강의장소 : 과천문화원 3층 영상강의실

•수 강 료 : 60,000원(농협 211084-51-053237/예금주:과천문화원)

•접수기간 : 4. 1(화)부터(선착순 모집) 

•접수장소 : 과천문화원(504-651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또는 전화접수)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홈페이지 : www.gccc.or.kr)

•재가복지 : 도시락 배달(차량봉사 및 배달봉사), 결연 봉사, 주거환

경개선 등 

•복리후생 : 경로식당 배식, 관내청소, 이·미용 봉사(자격증 소지자)

•사회교육 : 프로그램 지도(건강증진, 취미여가, 교양교육 프로그

램) 및 보조진행, 문화행사보조, RF출석관리 

•주간보호 : 말벗, 청소, 각종 프로그램 진행 등 

•기　　획 : 1:1 어르신 휴대폰 교육, 웰다잉 프로그램 보조 

•행　　사 : 바자회 준비 및 진행

•기　　타 : 행정업무 보조, 관내 환경미화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및 내방·전화(502-8500) 신청가능

•일　　시 : 3월 28일(금)~5월 30일(금) 10:00~11:30 (10회기)

•장　　소 : 과천시노인복지관 신관 2층 누리홀

•내　　용 : 자서전 만들기, 인생회고, 웰다잉 연극 관람, 장수사진

촬영, 장묘문화센터 견학, 죽음준비 및 이해교육 등 

•대　　상 : 홀몸 어르신 26명(선착순 접수)

•접수기간 : 3월 14일(금)~27일(목) 

•접수방법 : 전화, 내방접수 (과천시노인복지관 신관 2층 사무실 /

박훈정 사회복지사 

문의 : 509-7625

•교육기간 : 3. 17(월)~7. 15(화)

•수강신청 : 과천문화원 사무국 504-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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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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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수강일시 장소 강사명

가정원예
교실

월 
10:00~12:00

과천문화원 
3층 미디어실

최동원(효림분재조경대표,
한국분재조합원)

서양화
과천문화원 
3층 1배움터

전영혜

전통민화
교시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정승희
(한국전통미술인회회장)

어린이
무용교실 월

16:00~18:0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정승희
(한국전통미술인회회장)

시조교실
과천문화원 

지하1층 관악홀
정주미(우리춤연구회장)

한글서예
월

18:30~20:3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변진심(중요무형문화재 제30
호 여창가곡 이수자)

문인화
교실

화
10:00~12:0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이필숙((사)한국서도협회 초대
작가,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어린이
바둑교실

화
17:00~19:00

과천문화원
3층 2배움터

김재선(대한민국 미술대전 초
대작가, 국전 심사위원)

매듭교실
수

10:00~15:00
과천문화원
3층 2배움터

이정원(바둑교육연구회 회장)

성인서예
수

14:00~16:0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조용기(사랑매듭 회장)

소금
수

19:00~21:0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최석화((사)한국서도협회 수석
부회장)

한국전통
무용교실

목
10:00~12:00

과천문화원
지하1층 청계홀

홍명호(중요무형문화재 제58
호 줄타기 보존회 단원)

어린이
국악교실

목
16:00~18:00

경기소리전수
관 1층 연습실

추혜경(한국국악협회 과천시
지부 부지부장)

한국화
교실

금
10:00~12:0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이나현(경기도 무형문화재 제
31호 경기소리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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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3. 26(수) 10시 

•집결장소 : 가원미술관 

•숲길탐방 : 과천숲길10코스(5,6호 약수터→사기막골 자연학

습장) (약 2시간)

•모집기간 : 3. 14(금)~3. 24(월)

•대　　상 : 과천거주 시민 선착순 25명(보험 가입)

•준 비 물 : 물, 간편한 복장

•신　　청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 503-8228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주　　관 :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과천의제21]복지여성분과
※숲길탐방 일정 4. 16(수), 5. 14(수), 6. 18(수) 숲길탐방 상세일정은 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과천숲길에서 행복 찾기’ 참가자 모집

과천 청각장애인 생활체육 게이트볼 교실

•사업기간 : 4. 1(화)~7. 29일(화) / 14:00~16:00(매주 화요일

/ 총16회 수업 ) 

•주　　관 : (사)경기도농아인협회 과천시지부

•후　　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　　소 : 문원체육공원 게이트볼 구장

•신청인원 : 과천에 거주하시는 청각장애인 15명(선착순마감)

※16회 교육 모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해주세요(출석 확인)

•문의 및 신청 : (사)경기도농아인협회 과천시지부(504-1141~2)

과천예원 2014 프로그램 안내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제출(홈페이지 참조)

•참 가 비 : 5,000원

•자전거대리점 방문 : 속도계설치

•목표거리 : 42,000Km(지구한바퀴)1,000Km달성시마다 기

념품 지급

•참　　조 : www.gcbike.or.kr 

•문　　의 : 503-8228, 이메일(gwacheon21@daum.net)

•주　　최 : 푸른미래과천실천협의회/저탄소도시만들기분과

‘푸른자전거마일리지제도’ 신청하세요

•기　　간 : 3. 29~6. 28(11강) 10:00~12:00
현장견학은 9:00~17:00

•대　　상 : 관내 거주 청소년 및 성인（회당 20명 내외）

•장　　소 : 과천 기후변화 교육센터 내（견학은 견학장소）
•참 가 비 : 1 강좌 당 １인당 ２천원（단 견학시 입장료 및

식비는 참가자 부담）

•교육과정 : 3 주제 11강좌(세부 내용 아래 참고)
•기타문의 : 과천 기후변화 교육센터 아하! 3679-2107, 070-

4217-2107 ※견학 시 가족 단위로도 접수 가능

상반기 행복한 토요기후교실

•일시 : 4. 15(화) 10:00~17:00(우천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장소 : 별양동 과천타워 앞 우물가 일대

•내용 : 의류, 잡화, 식품, 먹거리, 각종 생활용품 등 판매

문의 : 과천종합사회복지관507-6319~2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동네방네” 바자회

과천시는 부림 1길과 3길 마을진입로 입구 주변을 신

규 주‧정자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달 중순부터 단속

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은 4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한

후 다음날인 7일부터 실시된다.

부 림 동  39-1~3-1(26-5)과  부 림 3 길  4(36-

7)~5(29-3)에 각각 위치한 이 구간은 길이 30m, 폭

6m도로로서 이 구간 내 차도와 보도에서는 일체 주‧정

차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부림동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구

간은 평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

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

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과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문의 : 교통과 주차관리팀 3677-2296

부림 1길 · 3길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과천시는 내달 12일과 26일

갈현동과 중앙동 일대에서 ‘해

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 산

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내달 12일(갈현동)

과 26일(중앙동) 토요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갈현동 산책코스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출발해

보광사와 가자우물을 거쳐 에어드리 공원에서 줄타기

체험을 하게 된다.

중앙동 산책코스는 과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출발

해 온온사와 과천향교, 자하동

계곡 암각문 등이다. 관내 문화

유적들을 기점으로 삼아 문화관

광해설사들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면 걷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 이웃, 친구 등 누구나 참

가할 수 있으며 1회당 모집 인원

은 20명 내외이다.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님과 함께 참

가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과천시 문화관광해설사(신애경 010-8722-4249)

에게 문의하면 된다.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 산책 떠나요~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안내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장소 인원

모두가족품앗이
‘방과후 품앗이, 토요 품앗이, 아버지 
참여 품앗이’ 등 다양한 품앗이 활동 

유아~아동 
자녀와 부모 

3월~11월 수시모집 -

공동육아나눔터 
- 페이스페인팅 배우기 (4/17) 
- 캐리커쳐 그리기 (4/24) 

누구나 
4월 17일(목), 24일(목)

10시~12시 
~4월11일(금)까지 각10명 

영아기 부모교육 
영아기 부모의 자기이해와 
자녀와의 놀이법 

만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4월 둘째주 (화)
10시~12시 

~4월4일(금)까지 20명 

상담 부부, 가족, 개인 상담 청소년~성인 연중 상시모집 -

놀이치료 놀이치료, 부모상담 영유아~아동 연중 상시모집 -

4월 
가족사랑의날

가족 얼굴 쿠키 만들기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4월 16일(수)
19:00~21:00

4월1일~9일(수)까지 12가족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일정 안내

학교명
자원봉사순회

교육
CSO 학부모연대봉사활동

비고
1차 2차 1차 2차

과천
중앙고

3.7(금) 12학급
13:20~14:10

1학년 9. 5(금) 1학년 9.12(금)

2학년 11.7(금) 2학년 11.20(목)

과천여고
3.12(수) 10학급
13:40~14:30

4.9(수) 11.19(수) 1,2학년

과천고
3.14(금) 10학급
13:20~14:10

7. 18(금) 10.10(금) 대상 1학년

문원중
3.17(월) 14학급
13:20~14:10

5.8(목) 13:20~
3학년 13개학급

8.28(목)
13:20~

5.8(목) 
1학년 13:20~

8.28(목) 
1학년 13:20

CSO와 학부모연대 
1․3학년 교차 진행

과천외고
4.2(수) 10학급
12:40:~13:30

4.16(수)
12:40~15:30

8.20(수)
12:40~15:30

2학년

과천중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인원

웰빙건강교실SNPE
(바른자세교정)운동

33,000원
월 

14:00~16:00
3. 31~6. 9

(10주)
25명

글로벌시대의 생활
문화와 매너교실

무료
목

10:00~12:00
4. 3~6. 5

(10주)
30명

차문화교실초급 33,000원
금

14:00~16:00
5. 2~7. 11

(10주)
15명과정명 행사시기 장 소 대 상 인원 신청방법

성년례
5. 17(토)
10:00

시청
대강당

1993~1995년생 청소년
(남·녀 각 15명)

30명
인터넷
접수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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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507-1771, 1881

•교육대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모집

•2014년 과천예원 년간 프로그램

문의 및 접수 : 503-0070, 홈페이지 gchfsc.familynet.or.kr  위치 : 관악산길 58 (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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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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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정확한 연락처가 없으면 강좌등록이 안됩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과천예원 기획 프로그램 •2014년 과천예원 상반기 수강생 모집

문의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www.gcvc.org / 502(3)-2238 

일시 주제 내용 활동

3.29 개론 환경 이야기 환경달력 만들기

4.5 전기박물관 견학

4.12 폐기물 종이 이야기 종이 만들기

4.19 폐현수막 이용 말 인형 및 소품 만들기

4.26 폐자원과 자원순환 폐식용유 이용한 비누 만들기

5.10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5.17 하천 강남 양재천 센터견학

5.24 자전거 그린하이킹 환경사업소 방류구 조사

6.7 물
양재천에 반딧불이
왜 없지？

양재천에는 누가 살까요？

6.14
생물종
다양성

청계산에서 놀자
대형곤충들이 사라지고 있
어요!

6.21 관악산 숲길걷기 개구리가 있다? 없다?

6.28 의왕조류생태과학관（왕송호수）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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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3월 25일(화) 과천사랑과천사람들

친환경 원목 맞춤 가구로 20년째 한 자리 지켜

뉴코아 백화점옆 건물 새서울 3층. 에스

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다양한 브랜드

의 가구매장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둘레에

는 가마까지 갖추고 있는 손수 만드는 도자

기 페인팅 가게, 물레를 돌려 만드는 도자

기 공방, 친환경 화장품 공방 등도 자리 잡

고 있다. 어디서든 부담 없이 앉아서 구경

도 하고, 손수 만들기도 하고, 차 한 잔 얻어

마셔도 좋은 편안한 곳들이다. 이곳을 지나

엘리베이터 근처에 친환경 원목 맞춤가구

점 ‘나무모아’가 있다. 부모 형제가 모여

살고 조부모들도 같이 사는 과천인데다가,

이 가구점은 벌써 20년 째 한자리를 지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곳

이다. 최근 sbs모닝와이드, 중앙일보, 연합

뉴스 등 연일 ‘명품샵’으로 매스컴을 타면

서 조그만 동네 과천에 소문거리가 됐다.

명품점포는 전통시장 점포 가운데 고객

인지도, 상품경쟁력, 브랜드 가치 등이 높

아 소비자를 상권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담

당하는 '핵점포'를 말한다. 지난해 12월 15

일 경기도내 8개 전통시장에 10개 명품점

포가 선정됐다. 우리 동네에서는 같은 건물

인 새서울 2층에 자리잡은 ‘정금주 한복

집’과 ‘나무모아’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명품점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저희 ‘나무모아’는 딱 과천스타일 같아

요. 친환경, 건강에 특히 관심이 많은 동네

라 저희 만드는 제품과 잘 맞지요. 10년, 20

년 계속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보람이

커요.”

깔끔한 인상의 매장 대표 김보라 씨(33)

의 말이다. 전시된 가구 매장 안쪽, 유리로

되어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독립된 방에서

세 살배기 아기에게 밥을 먹여 주며 얘기를

들려 준다. 근데 사실 난 약간 놀랬다. 전에

도 상담하러 들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젊어

보여서 그냥 사무직원인 줄 알았기 때문이

다. 이곳을 지날 때면 항상 속으로 ‘아저씨

쯤 되는 사장님은 어디 가셨지?’하며 지나

치곤 했었다.

“이곳은 처음 시아버님이 만드셨죠. 젊

어서부터 가구 만드는 일을 쭉 하시다가 독

립하셨어요. 외국잡지 등을 보며 독학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독특한 공법 등을 쓰셔

서 견고성이 탁월하다고 자부해요.”

원래 대표 김춘근 씨(59)는 용인에 있는

가구 공방에 계신단다. 그곳에서 가구를 제

작하기도 하지만 어른과 아이를 위한 목공

교실을 운영하고, 목공 리폼샵 사회적기업

강의 등도 하신다고. ‘과천에도 목공 교실

이 하나 있었으면…’하는 바람으로 홈피를

뒤지니 당장 용인 공방으로 나들이 가고 싶

은 생각이 굴뚝같다. 

김 대표의 남편은 가업을 잇기 위해 현재

계원대 가구디자인과에서 공부 중이다. 아

버지가 독학으로 이룬 분야에 이론을 접목

시키고 싶어서란다. 가구점에 애정을 쏟는

한 가족의 모습을 보니 순간, 그곳에 놓인

가구 하나하나가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

졌다.

“단 하나의 단점이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무 종류, 마감 도장 재

료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어요. 멀리 경

남에서까지 주문을 해 주시는데 배송 때문

에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과천은 가

까우니까 훨씬 낫지요.”

가구는 같은 공간에서 사람과 같이 산다.

누가 쓸 지 모르고 1천 개씩 만드는 물건과

같을 수는 없다. 디자인하고 자르고, 만들

고 사포질, 마감까지 유일한 것이고 내가

사는 공간에 맞추어 만드는 것. 쓸수록 애

착이 가는 가구여야 한다. 

요즘은 아토피, 건강, 웰빙, 휴식과 치유

의 개념으로 친환경 원목 가구를 찾는 사람

들이 늘고 있다. 습도조절, 면역력, 불면증

해소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 단지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게 아닐 뿐 아니라

많이 쓰이는 오리나무 등에는 항균 작용도

탁월해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도 커

져 간다. 어느 유치원은 이곳에서 몽땅 가

구를 맞추었단다.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

는 품목은 테이블. 매트리스 없는 평상 침

대도 먼지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인기다. 여

름에는 이불을 치우고 평상으로 쓰기도 한

다. 테이블 양 옆에 연결구가 있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다른 제품들도 주문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아이에게 밥도 먹이고 잠도 재

우는 방에는 아이들 장난감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향긋한 미송나무 냄

새가 물씬 풍긴다.

그는 “손님 누구나 환영이지만, 그냥 아

기 엄마들이 바닥에서 아이들 내려놓고 편

안히 차 한 잔 하고 쉬어가도 좋다.”고 말한

다. 나무모아 홈페이지는 http://www.na

mumoa.com이며 전화는 503-2132,

010-4240-4544이다.  

글. 편집위원 정정원

습도 조절 · 면역력 증진 · 불면증 해소 등에 도움

환경과 건강에 관심 많은 과천시민들에게 ‘인기’

경기도 전통시장 명품점포로 지정된 새서울쇼핑 3층 ‘나무모아’

‘나무모아’가 지난해 12월 15일 경기도내 8개 전통시장에 10개 명품점포가 선정됐다.

과천시 새마을문고회는 4월 26일 중앙공원에서 '도

서재활용 알뜰도서교환전'을 마련한다. 개인소장 도서

와 비치도서를 1인 2권 이내로 무상 교환할 수 있다. 헌

책(2008년도이후) 2권을 가져오면 구간도서 1권과 교

환할 수 있고, 신간(2013년도이후)도서 1권을 가져오

면 신간도서 1권과 바꿀 수 있다. 

문의 : 과천시 새마을회 507-0459

“도서 재활용 알뜰도서 교환전”

강옥령(57세) 한국부인회 회장

이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옥령 회장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과천시여성

단체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장 담

그기, 여성주간행사, 여성등산대

회, 여성의 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옥령씨, 18대 여협 회장으로 선출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과천지

부 고문과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암 박득순 씨

(사진) 지난해 12월 ‘2013년 대한민

국 미술인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

게 알려졌다.

동양서화문화교류협회는 최근

“박득순 화백이 그림생활 50여 년

을 오로지 화선지와 먹만 고집하며

일필휘지의 과감한 선과 색채, 먹과

화선지의 번짐으로 조형화한 작품

으로 대한민국 미술인상을 받았다”

고 전했다. 

박 화백은 과천의 미술 발전과 후

학양성을 위해 올해로 25년째 청소

년 문화교실 한국화반과 주부 한국

화반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고 있다. 특히 주부 한국화반 수강

생들을 국전

과 경기미술

대전에 입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

어  50 세 가

넘은 주부들

을 경기대학교와 홍익대학교 대학

원에 합격시키기도 했다. 또한 누구

나 자신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시회’를 통해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해마다 전시회를 여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박 화백은 지난

2002년 과천시민대상(문화체육 부

문)과 2008년 경기도민상을 수상하

기도 했다. 

현재도 그는 매년 대한민국 동양

미술대전과 과천시민 미술대전, 과

천시민 사생대회 등을 열고 있으며

중국의 북경, 연길, 무순 지방과 연

계해 초대전을 여는 등 과천시민을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미술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

다.

박 화백은 “자랑스런 과천시민들

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인으로 성

장해 가는 것을 큰 희망으로 생각한

다”며 “아직도 논두렁 밭두렁이 있

고 봄이면 개구리들이 펄쩍 펄쩍 뛰

어노는 아름다운 과천에서 그림을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싶다”고 말했

다. 

한편 박득순 화백은 홍익대 미술

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별양동

(32-5)에서 경기미술대전 초대작

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암 박득순 씨, 대한민국 미술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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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재능기부 현장을 찾아서 72014년 3월 25일(화)

“봄이 되면 집안 대청소도 하고 싶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상큼하게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

기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봄맞이 대청소라도

할라치면 전화가 옵니다. 그럼 또 나가야하잖아요?

호호호.” 지난 14일 오전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3층

에 위치한 한 강의실. 갈현동 문화교육센터에서 준

비한 ‘정리수납의 달인’이란 제목의 봄맞이 무료

특강을 들으러온 주부 2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강사 이영희씨(40)와 김은정씨(44)의 재능

기부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일단 불필요한 물건부터 처분해야

“요즘 집값 전세 값도 비싼데 왜 우리는 우리

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한테 이 소중한 자리를 다

내 준채 정리정돈을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강사 김은

정씨가 수강생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자 여기저기서 “게을러

서요~”, “집이 좁아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는 답변

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김씨는 “정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

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또 엄두가 나질 않아서 아닌가요?” 라

며 일축한 뒤 “오늘 당장 싱크대나 서랍장, 옷장 등 어느 한

곳만이라도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조리 꺼내 놓고 정말 필

요한 물건인지 확인하고 일단 버리기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버리는 기준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채로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내다버리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어 김씨는 “버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물건을 하나

씩 꺼내들고 ‘이것은 뭐지? 왜 가지고 있지? 언제 필요한 건

지? 누가 사용할 건지? 비싼 만큼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

단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겠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강조

했다. 그래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은 물론 시간과 비용을 줄

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는 “정리 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가족 구성원

들 간 가사 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집안의 원활한 에너지 흐

름으로 아토피나 천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해방

될 수 있다”며 “정리 정돈만 잘 해도 인생이 바뀌고 가족 간

에 불협화음이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주부의 자존심도 지

킬 수 있다”고 설파했다. 

수납은 장소를 정해 세워서 소량씩 

정리 정돈의 개념 설명을 끝낸 김씨가 이번에는 공간별

수납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수납은 놓아둘 장소를 정

해서 세워서 소량씩 이미지화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김씨

의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롱 속 옷장과 이불

장 수납방법에서부터 부엌 싱크대와 냉동실 수납방법에 이

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넘길 게 없었다.

김은정 강사의 뒤를 이어 이번엔 이영희 강사가 흰 반

팔 티셔츠 한 장을 가지고 주부들 앞에 섰다. 지금까지

김은정 강사에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

게 정리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티셔츠는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 소매부분을 안으로

넣어 3등분하면 되고 후드티는 사각 모양으로 개서 반 또

반 접어 모자 속에 끝자락을 집어넣으면 부피도 적고 쉽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 보관하기 편해요.”

이씨가 준비해온 티셔츠와 청바지, 후드티, 속옷 등을 하

나하나 꺼내서 접는 법을 알려주며 직접 해 볼 것을 권했다. 

옷은 3등분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고정시켜야

이씨가 말하는 옷 개기의 기본원칙은 3등분 또

는 4등분해서 사각형태 만드는 데 있다. 4등분할

때는 대문모양으로 접은 뒤 한쪽 면을 입구가 열린

다른 한쪽 면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포인트다. 이래야 모양

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세로수납은 물론 옷들끼리도 잘

뒤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씨가 옷걸이와 니트 상의를 들고 나와 “니트를 옷

걸이에 걸 때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 옷걸이에 겨드랑이 부

분을 끼운 다음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으로 넣어주면 된다”

고 설명하자 수강생 한 명이 큰 소리로 “한번만 더 해 주세

요”라고 요청해 시선을 모았다.

옷을 개고 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끝낸 이씨가 이번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철사로 된 옷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

리고는 옷걸이 철사를 이용해 실내화 걸이 등 다양한 수납

용품을 뚝딱 만들어 선보였다. 색지를 이용해 종이상자 만

들기 수업도 했다. 수강생들은 상자를 접다가 막히면 강사

에게 질문도 하고 옆 사람과 의논하면서 부지런히 상자를

완성했다. 정리수납의 필요성을 절감한 탓일까. 모두들 수

업에 열중했고 그만큼 학습효과도 높아 보였다.

3단지에 산다는 수강생 권영숙(62) 씨는 “당장 집에 가서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정리해서 집

안에 빈 공간이 많아지도록 해야겠다”며 “열 일 제쳐두고

강의 들으러 오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❷ 물건을 공간별로 나눠 정리한다!

분명 집안에 물건이 있긴 있는데 어디다 두

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어떤

때는 물건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 구석구

석을 뒤지기도 한다. 이중엔 사실 언젠가 사

용하지 않을까 해서 놔둔 물건들이 많다. 상

당수는 다시는 들춰 보지 않을 쓰레기지만

말이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려면 가족이

같이 쓰는 물건, 매일 쓰는 물건, 어쩌다 쓰

는 물건 등으로 공간을 철저히 구분해 놓아

두면 편리하다. 

❸ 옷걸이와 주방용품은 하나로 통일한다!

정리를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

르게 어수선해 보이고 가치가 없어 보일때

가 있다. 이럴 땐 제품별로 분류하자. 주방

용품의 경우 유리와 도자

기, 스테인레이스 등 재질

별로 분류해서 수납하면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하다. 옷장 속 옷걸이도

한 종류로 통일하면 한결

옷장이 깔끔해 보인다.

❺ 바구니를 이용하자!

집안에 구석구석 숨어 있는 빈 공간을 찾아내

바구니를 넣어두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옷장 안에 있는 옷

들을 짧은 것과 긴 것을 구분해 걸면 짧은 옷

이 걸린 아래공간에 바구니를 넣어둘 수 있다.

선반으로 된 공간도 바구니를 이용해 서랍처

럼 사용하면 훨씬 깔끔해

보인다. 화장대 위 여러

화장품들도 바구니를 이

용해 쓰러지지 않게 보관

하면 청소도 쉽다.

▶옷걸이에 니트옷을 거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영희 강사

◀수강생들에게 종이상

자 만드는 법을 설명하

고 있는 김은정 강사

❶ 가급적 행거를 사지 않는다!

집집마다 가보면 행거 하나쯤 없는 집이 없

다. 일단 행거가 있으면 옷을 걸게 되는데 문

제는 자꾸 물건을 걸쳐 두게 되어 나중엔 크

리스마스트리로 변한다는 점이다. 오래 걸어

두면 옷 모양이 비 맞은 생쥐처럼 되어 필요

할 때 꺼내 입으려고 해도 폼이 안 난다. 

갈현동문화교육센터 4월 이벤트 특강
‘가정경제 S라인 만들기’

갈현동문화교육센터에서 사회적기업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으로
부터 위탁을 받아 ‘포도재무설계‘에서 가정 및 개인 재무설계에 대
한 강의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용 : 모르는 금융기관의 비밀 /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VS
나를 위한 소비 / 합리적 금융소비

•일시 : 4.4(금), 4.18(금) 10:00~12:00 양일 중 선택수강
•대상 : 관내 시민(성인)    •장소 : 문화센터 3층 304호
•신청방법 : 인터넷(www.gcedu.go.kr)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

문의 : 갈현동문화교육센터 507-7861 / 2150-3215

❹ 모든 물건은 세워서 수납한다!

서랍장이든, 이불장이든, 싱크대든, 냉동실

이든 무조건 세워서 수납하자. 특히 냉동실

보관 식품은 절대 큰 봉지에 한꺼번에 담아

서 보관하지 말고 투명비닐봉지에 소량씩

나눠 포장해서 세로수납하면 꺼내 쓰기 편

하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노하우 5

“정리‧정돈부터 하고 상큼하게 출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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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3월 25일(화) 과천사랑교육·청소년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국가인증 수련활동 프
로그램이 최고점을 받았다. 수련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 받은
1285호 ‘마술과 함께하는 리더십 캠프’와 1230
호 ‘국경일 바로알기 프로젝트’가 지난 2월 말
이행여부 확인 심의결과 ‘S등급’으로 최고점을
획득했다. 이로 인해 수련관은 ‘마술과 함께하
는 리더십 캠프’와 ‘국경일 바로알기 프로젝트’
를 향후 2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국가 청소년활

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재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한 프
로그램을 선택해서 참여하도록 한 후 활동기록
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가 인증 수련활
동 프로그램은 2년간 이행할 수 있으며 2년 후
여성가족부 심의위원회의 이행여부 확인 심의
결과에서 점수를 못받으면 폐지된다. 

다행히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증 수련활동 프로그램엔 지금까지 총
197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교
육청소년과 박승원 과장은 “앞으로도 국가 인
증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와 우수
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유익
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해 전국 청
소년수련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
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국가인증 수련활동 최고점 받아 

(재)과천시애향장학회가 25일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4학년
도 장학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관내 대학
생 108명 4억3,200만원, 고교생
123명 2억3,009만원을 포함 총
231명에게 6억6,209만8천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수여식은 경
과보고, 인사말씀 및 격려사, 장학증서 수여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이 끝
난 후 장학생 전원과 학부모를 위한 조촐한 다과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장학금은 대학생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2회에 걸쳐, 특목고
교 학생에겐 장학금으로 년간 286만원 한도내에서 4회에 걸쳐  각각 지급
된다. 일반고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을 4분기로 나눠
지원된다.

한편 1993년 설립된 과천시애향장학회는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20년
간 총 3,608명에게 67억7,54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목적

- 시민의 자발적인 학습으로 성장한 결과를 축제를 통해 발표하고, 모든 계층

이 참여하며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마련

- 평생학습 우수사례 발굴 및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문화 증진

•행사주제 : 학습향기가 스며드는 과천 - 평생학습의 바다로!

•행사기간 : 5. 9.(금)~5. 10.(토) / 2일간

•행사장소 : 과천시민회관 일대

•행사내용 :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전시관, 발표회, 배움장터 등 운영

•특별이벤트 : 버블체험, 페이스페인팅, 삐에로 아저씨

•참여기관 :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등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배움장터 :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만든 작품을 사

고 팔 수 있는 코너(액세서리, 휴지케이스, 화장대 등)

문의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4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25일 ‘2014년 장학생 수여식’
대학생 108명, 고교생 123명에게 총 6억6천여만원 전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청
소년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유연실 3677-2933

과천아카데미 강연 안내 

제6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파닥파닥

애니/78분
12세이상/더빙

4월 1일(화)

명탐정코난
은빛날개의 마술사

애니/107분
전체/더빙

4월 8일(화)

유다의 사자
부활절 대모험

애니/85분
전체/더빙

4월 15(화)

아이언맨 3

애니/143분
12세이상/자막

4월 22일(화)

밤의 이야기 

애니/84분
전체/자막

4월 29일(화)

구분 강연일정 장소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3회
4월 2일(수)

10:00~12:00

시민회관

소극장

관상학을 통한 

행복한 인생 만들기

동양사상

연구원 원장
소양

제4회
4월 16일(수)

10:00~12:00
기적의 공부방식

에듀플렉스

부사장
교육

제5회
4월 30일(수)

10:00~12:00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선에서

공병호

경영연구소소장,

경제전문가

의식

구분 일시 장소 행사내용

공식
행사

5. 9(금) 11:00~11:20 시계탑 광장
•개막행사 : 의전행사 없이 테이프 커

팅만 진행

참여
마당

5. 9(금) 11:20~12:20 야외무대

•초청공연
- 퍼포머즈(비보이), 레드홀릭스(여

자 앙상블)
- 보이즈소울(남자 앙상블), 언카인드

(밴드)

5. 9(금 ) 14:00~17:00
5. 10(토) 10:00~16:00

야외무대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발표회

알림
마당

5. 9(금)~5. 10(토)

10:00~18:00

시민회관 야외
및 옥외주차장

일원

•평생학습기관 홍보·체험관(영역별)
- 권역별·전문분야·대상별·학습동아

리별

전시관(갤러리)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 전시회

프로그램명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곤충의 세계 5. 18.(일) (당일형) 미정 관내 청소년 40명 (초4~중2)

청소년 축제 4. 12.(토) (당일형) 무료 관내 청소년 및 가족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정현우

이병훈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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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in a new country for the first

time is always a daunting experience.

Even though the laws of the road are al-

most identical, hitting the roads of

Korea can be a unique experience.  The

vast outlays of overpasses and express-

ways mean that missing any turn will be

met with an unforgiving 5 kilometers of

extra road before correcting your journey.

As a foreigner, obtaining your Korean

Driver’s License couldn’t be simpler.

All that is required is that you swap your

own Driver’s License in return for your

new Korean “2 Jeong” license. As long

as you pass the required eye exam, this

license will allow you to drive vehicles

up to 10 seats.  Don’t think about rush-

ing into your nearest car rental store

though, as most rental companies re-

quire that you prove that you have been

driving for more than one year.  

As for the etiquette of the road, as

with most countries, all drivers take on

very different personas behind the wheel

of their own car.  Korea is no different.

Anyone who has rode the bus or taxi

will know some of these admirable char-

acters of the road.  I find it amazing that

cars ignoring red lights, lane hopping

and generally forcing their way through

traffic is an everyday sight on the roads

of Seoul.  

Once you’ve adapted the fast lane ap-

proach to Korea’s roads, it is certainly a

great way to travel.  Driving south from

Seoul leaves the city lights for beautiful

scenery and open expressways that re-

ally make driving in Korea such an en-

joyable experience.  With such modern

engineering, large bridges and copious

amounts of tunnels, it’s no wonder that

the latest Avengers movie will be filmed

here.  I just hope my little Kia can make

an appearance.  If only I had chosen a

color that wasn’t white, silver or black.

That’s another story.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8>

<The Cat in the Hat>

by Dr. Seuss 

About the Author Theodor Seuss Geisel 

(테오도르 소이스 가이젤, 1904년 ~ 1991년)

영어는 리드미컬한 언어에요. 라임(Rhyme)이 있어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고,
거기에 반대어-유사어의 의미를 곁들이면 독특한 소리
와 의미의 리듬을 만들 수 있어요. 닥터 수스는 기발한
이야기를 독특하고 재미있는 소리로 담아내는 데 천재
였어요. 

자, 다음 문장들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He took a look at the book on the hook.” 
“Not one of them is like another. 
Don't ask us why. Go ask your mother.” 
첫 문장(그는 바늘에 걸린 책을 보았다.)은 took,

look, book, hook으로 ‘~ook’ 소리를 연이어 쓰면서 독
특한 리듬감을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두 문장이 another, mother로 끝나면서
라임이 되지요. 독특한 리듬감은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

고 ‘소리 내어 책 읽
기’를 재미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닥터 수
스의 책들은 어린이
도서관과 학교에서
영어 읽기를 연습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어요. 

사실, 닥터 수스는
그 리듬감 만큼이나 재미있는 방법으로 책을 썼어요. 어
떤 책은 출판사와 내기를 하며 썼는데, 딱 50개의 단어
만으로 책을 쓰는 내기를 한 거죠. 성공했을까요? 당연
히 내기는 닥터 수스의 승리였지요. [Green Eggs and
Ham](녹색 달걀과 햄)은 그렇게 딱 50단어로 쓴 책이
에요. 

닥터 수스는 누구보다도 영어의 리듬감과 재미를 살
린 작가에요. 영어로 읽을 때 가장 재미있답니다. 

The Cat in the Hat By Dr. Seuss

The sun did not shine.

It was too wet to play.

So we sat in the house

All that cold, cold, wet day.

I sat there with Sally.

We sat there, we two.

And I said, "How I wish We had something to do!"

Too wet to go out And too cold to play ball.

So we sat in the house. We did nothing at all.

So all we could do was to Sit! Sit! Sit! Sit!

And we did not like it.

Not one little bit.

해가 뜨지 않았어. 
나가 놀 수가 없었지. 
그래서 집안에 갇혀 있

었어. 
하루종일 쌀쌀하고 축

축한 날이었지. 나와 샐리
는 앉아 있었어. 

우리 단둘이 말이야. 
내가 말했지.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축축해서 나갈 수도 없고 추워서 공놀이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집안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리서 우린 단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있었어. 
그러나 앉아 있기가 싫었어. 
조금도…… 
<개인번역>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주요 작품 소개

<Horton Hears a Who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과 배려, 호튼> 코끼리 호튼은 귀가 유난히 좋아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어느날 시원한 연못에서 물장구를 치면 놀고 있던 호튼은 ‘아주 작지만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세히 들어 보니 바로 ‘누구 마을’의 시장님인 거에요. 마음씨 착한 호튼은 어딘지 모르는 ‘누구 마을’의 처절한 비극을
듣고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누구 마을’을 지켜 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호튼의 친구들은 그런 호튼이 바보스럽기만 하데요. 어쩌죠? 

“We are all a little weird and life's a little weird, and when we find someone whose weirdness is compatible

with ours, we join up with them and fall in mutual weirdness and call it love.” ― Dr. Seuss

우리는 모두 조금씩 이상하다, 인생이란 게 조금씩은 이상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상한 모습

이 자신과 꼭 닮았다고 느껴질 때, 그들과 하나가 되고, 이상한 상호 작용에 빠지게 된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지. _ 닥터 수스 

<Fox in Socks > 양말을 신은 신기한 여우 Mr. Fox가 Mr. Knox에게 재미있는 텅 트위스팅(tongue twisting) 가르쳐 줍니
다. 어때요? 느껴져요? ‘팍스씨가 낙스씨에게…’ 닥터 수스의 책을 원문으로 읽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에
요. 팍스, 낙스… 운율로 연결된 쉽고 재미있는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점점 더 어려운 문장으로 곤
란하게 만들려는 팍스 씨와 쉬운 문장으로 따라 가려는 낙스 씨, 과연 누가 이 살벌한 텅 트위스팅에서 승리할까요? 

<One Fish Two Fish 우리 아빠가 최고야> 딱 100단어만 가지고 이야기 책을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쉬운 단어
100개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제한되어 간단하고 재미 없을까요? 
닥터 수스는 이런 한계와 제한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로 발휘해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재주가 있어요. One
Fish Two Fish Red Fish Blue Fish는 아주 기본적인 형용사, 동사 만으로 놀라운 라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놀
라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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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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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자리를 양보 받았다. 자리를

내주어서 편히 왔다는 뜻으로 내리면서

아가씨에게 미소를 보냈더니 역시 미소

로 화답했다.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느

껴졌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다. 쓰지 않던

컴퓨터를 다시 켰더니 설치 메뉴가 나왔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데, 마침 인터넷을 고치러 기사가 왔다. 내

가 도움을 청하니 그는 제 일이 아니라는

듯 들은 척도 안 하고 바쁘다며 이내 돌아

섰다.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루 종일 붙

잡고 있어도 잘 안 되는 일을 전문가들은

몇 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 알면 그렇게 쉬

운 일이 모르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다.

딸아이의 경험담이다. 자기 친구와 함

께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스코틀랜드

의 에든버러에서 버스를 잘못 내려 숙소

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다. 낯선 도시에서

영어를 썩 잘 하지도 못하여 한참을 헤매

다가 산책을 나온 중년 남자에게 길을 물

어 보았다. 그는 자기도 잘 모르는 곳을 주

소 한 장만을 가지고 30분 넘게 걸려 숙소

를 찾아줬다. 딸아이가 고맙다고 거듭 인

사하자 웃는 얼굴로 자기도 산책을 잘 했

다는 말로 딸의 미안해하는 마음을 덜어

주고 나서는 “Welcome to Scotland!"라

고 하며 손을 흔들고 갔다. 지금도 딸은 그

때의 기억으로 스코틀랜드를 정다운 사

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한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사러 갔을 때

다. 우표를 발행한 그 날로 다 팔려 없다고

하여 아쉬운 발길로 돌아서는데 사무원

한 사람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여기 저

기 전화를 걸더니 마침 이웃 우체국에 남

은 우표가 있다며 길을 가르쳐 주어, 나는

버스로 한 정류장 거리에 있는 우체국에

서 원하는 우표를 살 수 있었다. 전화 요금

이라야 몇 푼 되지 않고 그다지 시간이 걸

리지 않지만 이처럼 정을 베푸는 직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생각해 보면 조금만 마음 써도 상대방

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그런데 귀

찮다거나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지나쳐버릴 때가 많다. 이때 도

움을 받은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간직하게 된

다. 사랑도 받아 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말

이 있듯이 남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다

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을 때 기꺼

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까 싶다.

어디에서인가 읽은 이야기다. 어느 거

리에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처음

에는 호기심에서인지 밖을 내다보던 사

람들이 있었지만 곧 창문을 닫았다. 얼마

자나지 않아 조용해졌고, 그 다음날, 살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뉴스로 알았다. 

그런데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후 이 거리에 있는 한 집에 강도가 침입

했다. 구원을 해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뿐더러 신고

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 사람은 주위의 무

관심에 화를 내었다 한다. 남에게 일어난

일은 내 일이 아니므로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자기가 당하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

듯 넘어간 동네 사람들을 야속해 하였다

는 얘기다. 모른 체하고 지나간 일이 자기

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할지 모

르지만 세상 일이 어디 자기 뜻대로만 되

는가. 가볍게 스치듯 지나간 조그만 일이

나중에 생각지 않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소금 한줌이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막

는다. 길가의 꽃향내가 주위를 향기로운

냄새로 감싸듯 작은 정도 번지면 주변을

정겹게 만들 수 있으리라. 남을 염려하여

헤아리는 마음인 정이 사람 사이에서 널

리 우러나올 때 세상을 사는 맛이 더 깊어

질 것이다. 정을 베풀 기회는 주변에 널려

있고, 헤아려 주는 마음은 상대에게 기쁨

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다가

올 것이다.

6학년 실과과목의 ‘일과 직업’에 대한

수업준비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직업 종

류가 1천2백 여 개로 다양함을 알았다. 대

학 진학률은 ‘미국이 60~70%, 일본

50%, 독일 30%인데, 우리의 진학률은 작

년 고졸자의 71%가 대학에 진학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

학 진학률이 높다보니 대졸 실업자가 많

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10~20년 후 유망 직종과 대

학진학 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몇 년 전, 둘째 아들이 3년간 노력하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다. 지금은 부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지만 긴 시간 뒷바

라지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최근에 서울

대 규장각 박현순 교수의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절에 인기 있는 공무원, 공

기업, 대기업, 금융, 언론사 등 취업의 길

이 험난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오늘날은 인재들이 각 분야로 분산되

지만 조선시대에는 의료나 과학 기술, 경

제 분야의 여러 직종은 중인층 이하가 담

당하였고,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오로지

유학을 공부하여 관료가 되는 길만이 열

려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서당이나 향교,

사찰 등에서 동년배들과 집중적으로 공

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퇴계 이황은 진

사시와 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지만, 후손 중 문과급제자는 160여년

만에 나왔다. 퇴계는 ‘아들에게 613통, 손

자에게 125통의 편지를 써서 글을 가르쳤

으나 아들과 손자 모두 번번이 과거에서

낙방했다.’ 소설가 조정래는 사람이 일생

에서 자식교육과 명리(명예와 재력), 수명

등 세 가지는 뜻대로 이루기 어렵다고 한

다.

세상이 바뀌어 직업과 일에 대한 선호

도가 많이 변모했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들이 인문계는 판검사, 자연계는 의

사를 희망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선진국

들은 다양한 직업을 선호하는 것을 본다.

미국의 빌게이츠나 잡스 등은 IT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대기업 취업보다 창업을

주도했다.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IT

의 소프트사업은 세계 최고의 직업과 일

로 인정한다. 

오래전에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선호했다. 그런데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저는 요리사나 제

빵, 바리스타를 지망해요.” 라는 말에 직

업의 변모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가 빠르

게 변화하기 때문에 평생 몇 번의 직업을

바꾸어야할지도 모르기에 자신의 조건에

맞는 자격증과 취미를 살려둘 필요가 있

다. 필자도 대학시절 준비한 교사자격증

과 글쓰기 취미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며 자

신의 능력과 취미에 맞는 일에 대해 강조

를 많이 한다.    

덴마크정부는 장래의 직업 수요를 파

악하고, 직업학교와 대학의 정원을 재조

정하며, 의사부터 미용사·목수에 이르

기까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

고 있다. 매년 각종 자격증 숫자를 조절한

덕분에 덴마크는 실업자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

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각 직업마다 밥벌이하는

사람 숫자를 알고 내고, 그들이 생산해내

는 부(富)의 크기를 짐작해 평균소득을 계

산하여 일과 직업에 활용해야겠다. 이제

는 공무원 같은 직업에만 몰리는 청년들

과 수많은 젊은이가 가수를 하겠다며 우

르르 오디션에 몰려다니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장래의 직업 수

요를 파악하고, 직업학교와 대학의 정원

을 재조정하여 젊은이들이 방황하지 않

도록 해주길 고대한다. 

류 시 호
(시인·수필가)

이 강 용
(수필가)

일과 직업

남을 염려하고 헤아리는 마음 ‘정’
<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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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잔다.

너무나 어여쁜 아기가 잔다.

평온한 저 눈은 꿈나라에서 무얼 보고 있을까?

쌕쌕거리는 저 코는 어떤 향기를 맡고 있을까?

꼭 쥔 저 손은 꿈나라에서 누굴 만나 잡고 있는 걸까?

앙증맞은 저 발은 어딜 걷고 있을까?

나도 불러다오.

아빠와 함께 잔디밭도, 꽃밭도 마음껏 걷자꾸나.

엄마도 불러다오.

셋이서 색색의 풍선 붙잡고 

어서 서울대공원도 가보자꾸나.

너와 함께라면 모든 곳이 기쁨이리니

우리에게 와 준 네게 고마운 마음 벅차올라

살며시 눈을 감는다.

잠든 아기 곁에서 

▶▶ 신 상 윤 (부림동)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사과와 배를 키우는 과수 농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창설 11주년을 맞이한 우리 과천상록봉사단도 일손을 구

하기 어려운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윤명준 과수농가에서

거름주기 작업을 도왔다. 

김포에 사는 윤명준씨 소유 ‘금나루’ 주말농장은 6000

평 규모에 700여 15년생 배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키우고

있는 돼지 수만 해도 6000 마리나 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

이다. 재작년 김포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유일하게 피해

를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매년 4월이면 도시에 사는 400여 가

족들이 배나무 한그루에 6만원을 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는 점이다. 배나무를 분양받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텐트를 치고 숙박을 하면서 배 농사 체험을 한

다니 듣기만 해도 흐뭇하다. 

우리 상록봉사단 일행은 이날 배나무에 산소를 공급하

기 위해 나무 둘레의 흙을 괭이로 흙을 파헤쳐 주고 전지

작업 후 모아 둔 나뭇가지를 다른 곳으로 날라 쌓아두는 작

업을 했다. 작년에 사용했던 비닐 봉사를 모아서 소각하는

일도 우리 몫이었다. 마침 김포 농촌지도소장이 와서 작업

요령을 알려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작업을 마치고 우리는 준비해간 도시락과 농주를 반주

삼아 점심식사를 했다. 과천 봉사센터에서 제공한 떡과 음

료수 등 땀을 흘린 뒤 먹는 음식은 꿀맛이었다. 가나안 농

군학교 1기생인 농장주인 윤명준 씨가 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을 농사철학으로 삼고 있는지 그 의미

를 알 것 같았다.

오후 2시에 농촌일손 돕기 활동을 마무리 하고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수입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검

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동식물 검역본부로 가서 민

주석 본부장님으로부터 동식물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대화된 검역시설도 둘러보았다. 바쁜 와중에도 불

구하고 우리 봉사단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인천동식물검역본부 민주석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어 우리 봉사단은 인천항만을

관광하고 수입농산물 보세창고의 검역시스템을 견학하고

무사히 과천으로 돌아왔다.

이번 상록봉사단 1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교통편을 제공

해 주신 농촌공사와 과천시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     

농가 일손도 돕고 봄기운도 느끼고

▶▶ 권 기 석 (과천상록봉사단 회장)

과천상록봉사단 창설 11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독자가 보낸 편지

독자가 보낸 시

“얼굴만 봐도 치료가 되는 기분입니다”

▶▶ 김 정 열 (중앙동)

보건소 직원을 칭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13년 전 과천에서 살다 평촌으로 이사 갔다

2001년 다시 과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온 후부

터 줄곧 중풍치료차 보건소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

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그저 마음속으로 ‘참

친절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

기가 많더군요. 특히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

닙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물료치료실에 가

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혈압, 당뇨 약을 타러 갈

때도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며 꼭 안부를 묻곤 합니다. 보건소의 꽃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초지일관 언제나 변함이 없

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걸 보면

보건소장님께서도 모르긴 몰라도 인덕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신 덕분이겠지만 말입니다. 이젠 그 분 얼굴

만 봐도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 분은 2층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김상천이란 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시민

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느라 애

를 많이 쓰십니다. 물리치료실 외에도 제가 자주 가

는 1층 진료실과 혈액을 채취하는 곳, 2층 치과 등 모

두 다 고맙습니다. 

<과천사랑>‘독자의 소리’에 참여할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재

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등 그 어떤 원고나 사진 등 모두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나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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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3677-20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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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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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00공사 과천 사업시설 유지관리 1명 평일 09:00~18:00
주5일 근무, 월 150만

2 한국00기술개발
(주) 군포 기술영업원 4명 평일 08:30~18:30

연봉 2,040만원 경력 1년

3 000시스템 과천 빌딩경비원 1명 격일근무 (07시~07시 2교대)
월 158만원

4 00하이테크 의왕 생산직 사원 20명 평일 08:30~17:30
주5일근무, 월 180만원

5 00넷 과천 납품기사 영업원 1명 주5일근무 (평일 09:00~19:00)
연봉2,000만원 1종보통 운전면허

6 (주)0일로 과천 건물시설관리(전기 기능사) 1명
평일 09:00~18:00
주5일, 연봉2,400만원
휴무일 월, 화요일

전기 기능사

7 00포장 군포 포장업무 직원 1명 평일 08:30~18:30
주5일, 월 140만원

8 00교육대학교 안양 편의점 판매원 1명
평일 08:00~14:00
3~6월, 9~12월(8개월근무)
주5일, 월 80만원

9 00건설(주) 과천 경리, 사무보조 1명 평일 08:00~17:00
주5일근무, 연봉 1,80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세무회계가능자

10 000시설관리단 안양 미화원 1명 평일 06:00~16:00
주5일, 시급 5,210원

11 000과천특약점 과천 화장품 강사 1명 평일 08:30~18:30
토요일 격주휴무, 월 120만원

12 연세000한의원 과천 진료보조직원 1명 평일 14:00~18:00
토 09:00~13:00, 시급 5,500원

13 00공원마을
어린이집 과천 보육교사 1명 육아휴직대체, 09:00~18:00

주5일근무, 월 130만원 4.1~6.30 기간제교사

14 00개발합자회사 안양 단순경리 1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월 140만원 문서작성(엑셀),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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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만원

16 00실버센터 안양 사회복지사 2명 평일 09:00~18:00
주5일근무, 월 150만원 사회복지사

17 더밥000점 안양 단체급식조리사 1명 평일 09:00~16:00(공휴일 휴무)
주5일근무, 월 90만원

18 000디자인 과천 인쇄필름 출력원 1명 평일 09:00~18:30
주5일근무, 연봉 1,800만원

19 세계보안00시스템 안양 아파트 경비 1명 06:00~06:00(2교대 근무)
월 127만원

20 00요양원 안양 주방조리사 1명 평일 06:30~18:30
토 06:30~18:30, 월 160만원

21 000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양 중개보조업무 1명

평일 09:00~18:00
토 09:00~18:00(시간조정가능)
연봉 1,400만원

22 과천00의원 과천 간호 조무사 1명
평일 18:30~21:00
토 14:00~21:00 
일요일, 공휴일 시간협의

간호 조무사

23 (주)00에스 군포 박스포장업무 2명
1.06~18시, 18~06시
2.06~14시, 14,22시
3.06~14시, 22~06시

경력 1년

24 00비젼 과천 미화원 1명
평일 06:00~15:00
토 06:00~12:00 
월 108만원

25 (주)위0올 안양 물류 및 영업사무원 1명 평일 09:30~18:30
주5일근무, 연봉 1,800만원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회계프로그램

2014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청년층 제1기)

과천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

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맞춤형 취

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접수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취

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만 30세 미

만/군필자는 만 32세 미만)     

•모집인원 : 10명

•모집기간 : 4. 21~5.  2

•교육기간 : 5. 15 ~5. 29(총 18시간 교육 : 집단

상담 15시간 / 개인상담 3시간)

•교육내용 : 이력서 및 자기소개 작성법, 진로탐

색 및 설정, 채용동향 분석, 구직계

획 수립 등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3677-2869/2833), 

위탁업체 벽산직업전문학교(031-938-4361)

※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자에 한해 소정
의 참여 수당 지급

제50회 도서관 주간 행사 ‘다채’
내달 12일부터 17일까지 ‘초청 강연회’ 등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제50회 도서관 주간

을 맞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펼친다.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과 도서관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번 행사는 서천석 소

아정신과의사 초청 강연회를 비롯해 그림책원화

전시회, 놀이터극장, 책 속에서 보물찾기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열리는 행사는 내달 13일(토) 14시

극단 페어리씨어터에 시청각실에서 공연되는 도

서관놀이터극장 ‘아기돼지 삼형제와 사기꾼 늑

대’다.  ‘아기돼지 삼형제’를 각색한 인형극으로

아이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재미있게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 행사는 내달 17일(목) 10시  ‘그림책으

로 읽는 아이들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소아

정신과 서천석 의사의 강연이다. 행복한아이연구

소 소장인 서천석 의사는 여성시대 ‘우리아이 문

제없어요’ 상담과 한겨레신문 ‘서천석의 내가 사

랑한 그림책’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

며, 저서로는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아이

와 함께 자라는 부모’,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

각하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11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대상

수상작 ‘마음의 집’ 원화 전시회, 교육문화강좌

작품 전시회, 권정생 원작의 애니메이션 ‘엄마 까

투리’ 상영, ‘책 속에서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

사가 정보과학도서관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부일정 및 참여 신청 방법은 정보과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clib.go.kr/)와 과천시과

학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gccity.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 : 정보과학도서관 2150-3032~3 

정보과학도서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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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를 오는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으로 인하한다.

본인의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

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기존 인감

증명서 600원보다 300원 저렴하

다.

이 제도는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

세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

일 도입됐다.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

관이 확인해 줘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이 직

접 인근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정해진 서식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면 된다. 

직접 방문서명이 어려운 유학생

이나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 자는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

서(2013년 8월 2일 시행)를 활용

하면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이

용승인 신청 후 인터넷 민원 24시

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

명확인서를 작성·발급 후 발급증

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감증명서

또한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병행 운영된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

으로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드

린다”고 말했다.

문의 : 민원봉사과 3677-2135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 지원

과천시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

거 및 처리를 지원해 준다. 지원가구수는 총 1가구이며 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다.

신청 시 시가 지정한 환경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며,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으로 하되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처리

에 대한 계획 협의가 완료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환경위생과(3677-2243)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과천시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토지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오는 4

월 11일부터 30일까지 과천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인터넷 경

기도청 홈페이지 도민생활정보의 개별공시지가(안)을 통해

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청

민원봉사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의견 제출은 공시 대

상 토지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추후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의 : 민원봉사과 3677-2159

관내 주말농장 11곳 분양신청 접수 

도심 속에서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

을 위한 주말농장 11곳이 일제히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 대상 농장은 문원동 세곡산천과 사기막골 등 5곳과

막계동의 우리농장과 즐거운 농장 2곳, 갈현동의 재경·옥

탑골·고씨 농장 등 3곳, 과천동 과천화훼협회에서 운영하

는 농장 1곳 등 총 11곳이다. 이들 농장은 한 구획당 7만원선

에 분양되고 있으며 더 큰 면적을 경작하고자 하는 시민은 농

장주와 협의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분양 시 급수시설과 농기구, 거름, 그늘막 등이 제공되며

분양자가 원할 경우 농사짓는 방법 등도 자세히 알려준다. 

과천시는 공공건물과 다중이용

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

자재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

과를 내달 28일까지 시에 제출해

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다중이용시

설 및 공공기관 등 건축물에 사용

된 석면 건축 자재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

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

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

설,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사회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등이

다. 

제출기한은 석면안전관리법 시

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공공건물

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

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이며,

그 외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

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건물주

는 기한 내 조사를 완료하여 과태

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환경부 1661-6072

시청 환경위생과 3677-224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인하 시정브리핑

과천시가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63일간 주민

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

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편

성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 사실

조사에 이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개별조사 등 두 가

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

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

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된 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 스

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

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해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

민등록 재등록 및 증 발급 등 주

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

란다”고 말했다. 기로 했다. 

문의 : 민원봉사과 3677-2133

4월 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

건축물 석면 조사 “서두르세요~”

과천시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봄철 갈수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

한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하천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정화

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되

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

(市)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된 폐수

배출시설 19개소, 가족분뇨배출시

설 14개소, 기타 동물병원과 사진

관 5개소 등 총 38개소다.

오염물질 배출 시설과 오염방지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오

염방지 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직접 채수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검사 결과 부실

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도가 심

할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도 있다. 

문의 : 환경위생과 3677-2245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점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주) 상기 분양금액은 분양면적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농장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분양 계획 현황

농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위 치

분양가격
(㎡당천원)

전체면적
(계획면적 ㎡)

세곡
산천

석준식
502-3696
010-3765-6299

문원동925-1,
927-1

15 5,706(3,000)

사기
막골

김용길(김광수)
502-2914
010-2908-4914

문원동337-3,
-6,340,341

15 4,582(4,000)

약수터
이주화
011-9091-1621

문원동 373-1 15 3,625(3,500)

자현
우용삼
3679-8385

문원동 219, 220 15 1,641(1,500)

풍년
박석홍
010-2926-0533

문원동 378 15 2,208(2,000)

우리
오형순
502-4787
010-3367-4504

막계동 323-1,3
328-2,329

20 8,145(7,000)

즐거운
이규영
3678-9920

막계동 323-5 20 2,645(2,000)

재경
홍정표
503-8883

갈현동 256,
257-3, 306-1

20 4,265(3,500)

옥탑골
김병만
010-5282-8256

갈현동 251 12 2,621(2,500)

고씨
고성용
010-5282-8256

갈현동 300-4,
-5,-6

20 4,357(4,000)

과천화
훼협회

김근성
010-3231-7676

과천동 343 12 3,45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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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 열두 번째 이야기

오는 31일까지,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일제 조사’ 실시

과천시가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

택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인 이번 주

부터 3월 말까지 22일간 실시되는 이

번 조사는 과천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

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석범 과천시 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과천시 복지 사

각지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

장 조사 등 본격적인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발굴 추진단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

무원과 각 동 통장 및 민간봉사자 등

40여 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와 단독주택 지

하세대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점 조사

지역으로 정하고 주민들과 만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

성 및 생활실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족 동반자살과 관련해 복지사각지

대 일제조사 항목에 새로 추가된 단

전‧단수 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

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 중증정신

질환 사례관리자, 독거노인가구, 중

증장애인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는 누락 없는 복지사각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한 본인 신고 또는 제3자

신고체제를 강화하는 등 짧은 기간

내 신속한 홍보 및 발굴이 이루어지

도록 이중 삼중의 물샐틈 없는 복지

제보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선 기

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와 긴급

복지지원, 취약계층 우선 보호제도

를 통해 긴급 지원키로 했다.

주민생활지원실 유철준 실장은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와 통장으로

구성된 156명의 무한돌보미들이 활

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

지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복

지수요자가 상존해 있다”며 “혹시라

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긴급 복지

대상자가 있으면 즉각 시청 주민생활

지원실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복지서비스

대상가구 총 233가구를 방문해 이중

26%에 해당하는 61가구에 총 2억4

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실 3677-2842

시정 브리핑

과천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참하고 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를 붙여준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사업은 6·4 지방선거

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

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로명주

소가 표기돼 있지 않거나 이사 등으로 주소가 바

뀐 경우 주민등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사업을 추진했으나 아직 많은 시민

이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

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2014년 주민등록일제조

사(2월27일∼4월30일)’와 병행하여 3월 20일부

터 5월말까지 시청 민원실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를 붙여주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중 집합장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줄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까운 동 주민센

터를 방문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붙일 수 있다.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혹시 자전거로 건강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

를 잡고 싶다면 지금 당장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교실에 등록하시길….’ 

과천시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내달 7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4년 상반기 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개설되는 자전거 교실은 성인 대상 초급

반과 직장과 육아로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인

을 위한 주말 초·중급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평일 주간에 열리는 성인 초·중급반에서는

자전거 안전수칙 및 주행기술과 간단한 자전거

관리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2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고 있으며 참가

비는 없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평

생교육원(845-9028)으로 문의하거나 과천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참조하면 된다.     

교통과 장동철 과장은 “자전거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근거리 교통수단이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레포츠로 자리 잡

았고 운동으로서의 자전거 타기는 걷기보다 2배

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달리기나 수영과 비슷하

다”며 “이번 기회에 신나는 자전거 타기로 건강

과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지킬 수 있

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시설팀 3677-2288

상반기 자전거 교실 운영

지난 2월 중순경, 한 중학생이 무한돌봄센터로 전화를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3명과 3학년 동생 1명 등 총 4

명이 모은 10만원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것이었다.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돈은 학생들이 지

난 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공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

품과 기증받은 신발 등을 판매한 수익

금이었다. 처음엔 단지 친구들과 추억

도 만들고 나에겐 필요하지 않지만 다

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이웃들

과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공원에서 물건을 판

매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여름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갑자기 쏟아지

는 비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

었다. 

이렇듯 힘들게 번 돈이기에 학생들은 함부로 쓸 수가 없

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중 과천시무한돌봄센

터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이 돈을 학생들과 함께 직접 독거어르

신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어르신 댁을 방문하던 날, 학생들

은 조금은 상기된 얼굴과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어르

신들에게 드릴 음료수를 사가지고 왔다. 학생들의 밝고 해

맑은 모습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았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별양동에서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

가시는 독거 어르신 댁이었다. 후원금을 받은 어르신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찾아와 준 것

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셨다.

두 번째 집은 부림동에 거주하시는 독

거어르신으로 학생들이 후원금을 전달

하자 “언제든 부림동을 지날 때 마다 놀

러오라. 마치 내 친 손주들 같다”면서 눈

시울을 적셨다.

학생들도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

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서로 대

견해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려운 이

웃을 도와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어엿한 중학생이 된 문원중 1학년 최정은, 이재

원, 정한나 학생과 문원초 3학년 정하윤 친구들이 이웃을

함께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힘찬 꿈을 키

워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4년 공공부조기금 지원 사업안내>

과천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부조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원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
니다.

•명절위로비 : 설·추석 시 40,000원 지원
•중고등학생 학습부재료비 : 40,000원 지원(반기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 300,000원 지원(1회)
•대학생 입학 축하금 : 500,000원 지원(1회)
•장애인생계비(3급) : 50,000원 지원(분기별)

독거어르신 감동시킨 초등학생들의 선행

구분 과정명 정원 교육기간 교육일시 장소

성인
(평일)

초급

20
명

4.7(월)~28(월)
10:00~12:00

(월,수,금 총10회)

관
문
체
육
공
원

초급 4.1(화)~22(화)
14:00~17:00
(화,목 총7회)

중급 5.8(목)~29(목)
13:00~16:00
(화,목 총7회)

성인
(주말)

초급 4.5(토)~26(토)
09:00~13:00

(토요일 총 4회)

중급 5.3(토)~24(토)
09:00~13:00

(토요일 총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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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박물관 소식 과천시보건소 소식

바르게 걷기 동아리 회원 모집

과천시보건소는 4월 9일부

터 6월 27일까지 3개월간 과

천시민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 동아리’를 운영키로 하

고 지난 24일부터 회원 모집

에 들어갔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

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월‧수요일은 전문 운동 강사가

나와 걷기에 필요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을 교육하며 금요일에

는 그룹을 지어 자조적으로 걷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신청자는 보건소 홈페이지(팝업존) 또는 전화로 접수(선착순)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르게 걷기 동아리는 말 그대로 바르게 걷

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과 걷기에 필요한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뿐 아니라 혼자서 운동하는 것이 힘든 시민들에게 규칙적으

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2150-3859

결핵환자 지원 및 예방사업 실시

과천시보건소는 결핵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계속해서 결핵환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펼친다.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큐로시스(Mycobacterium tu-

berculosis)라는 세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폐

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에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2

주 이상 기침, 가래, 각혈, 호흡곤란, 흉통 또는 발열, 수면 중 식

은땀, 피로, 체중감소 등 과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은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병행하여 진단을 내리

며, 진단 후 처방된 약을 6개월간 복용하면 완치된다. 또한 결핵

은 오직 호흡기로만 감염되며 결핵에 걸리면 환자 접촉자 검진

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결핵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결핵실(2150-3860)로 문의하면 된다.

방역장비 대여해 드려요~

과천시보건소는 해충 번식이 왕성한 봄철을 맞아 이달부터 방

역장비 대여 서비스 사업을 전개한다. 강희범 보건소장은 “날씨

가 따뜻해지면서 집 주변 실내‧외 등에서 각종 해충들이 나타나

고 있으나 방역 장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 스스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장비를 구비하

여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한 후 대여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장비 대여하고 서비스는 휴대용 초미립자 소독기 외 3종

의 장비를 과천시민들에게 3일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이

달부터 연중 대여서비스를 실시하며 방역장비 임대 관련 문의는

과천시보건소 예방의약팀(215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하수구나 정화조 등 모기유충 서식처를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달 29일 피부병 무료검진 실시

과천시보건소는 내달 29일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피부병 무

료 검진’을 실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진은 한

국 한센복지협회 경기, 인천지부에서 피부병 초기 발견 및 각종

피부질환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이동진료반이 지역 주민 300명(선착

순)을 대상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진료한다. 진료내용은 무좀

이나 습진,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 비듬 등이며 진료

후 무료로 약품도 지급한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

참하고 진료시간에 맞춰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로 나오면 된다.

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 2150-3832

2014년도 추사

박물관 상반기 기

획전 –추사가 보낸

편지 전(展)-은 추

사박물관 소장의

추사 친필 간찰을

전시하여 선생의 학문과 삶의 모습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추사의 친필 편지는 추사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

장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이지만 그간의 연구

가 미진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전시는 추사학 연구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획전과 함께 추사학술대회를 개최됨으로

관심 있는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획가

될 것입니다. 

•전시 주제 : ‘추사가 보낸 편지’전(展)

•전시 개막 : 4. 1(화) 오후 2시 30분

•전시 기간 : 4. 1(화)~5. 31(토)/ 2개월간

•전시 장소 :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 유물 : ‘추사가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 등 40여점

<2014년 상반기 기획전> 추사가 보낸 편지 전(展)

추사의 편지는 각 시기별 추사 김정희 선생의 구체

적인 생활상을 드러내주는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하

지만 추사 서첩 및 추사 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

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2014년도 추사박물관

상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상반기 기획전과 연계하여

편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하반기 학

술대회 논문과 함께 단행본 ‘추사박물관 총서2 추사

가 보낸 편지(가제)’로 발간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제 : 추사가 보낸 편지

•일   시 : 4. 5(토) 14:00~17:00 

•장   소 : 추사박물관 지하1층 휴게실

•발표주제 및 발표자 

2014년 추사박물관 상반기 학술대회 

주말프로그램 <우리문화! 우리공예! 우리솜씨!>

주말을 이용해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공예

체험을 제공합니다. 

•기간 : 4~6월 셋째주 토요일 

•시간 : 10:30~12:50 (140분)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 (20명 내외)

•신청 : 과천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유아단체 
<옛날옛날 추사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옛날 집’이라는 주제로 과

지초당 관람을 통해 유아들에게 추사의 삶과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기간 : 3월 중 (8회)          •교육비 : 무료 

•시간 : 10:00~11:30 (90분)  

•대상 : 유아 6~7세 단체 (20명 내외)

•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다운로드)

초등학교연계 <우리는 추사탐험대>

초등학교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에는 ‘문자도병풍만들기’

를 통해 추사 김정희와 한자에 대해 가까이 느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간 : 4~5월 중 (10회)  

•시간 : 오전 선택 운영 (140분)

•대상 : 초등학교 1학급 (30명 내외)

•신청 : 참가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육비 : 입장료 300원 (단체요금적용)

추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 및 과천 시민의 문

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시간을 연

장합니다. 연장 운영 중에는 전시관람 및 상설체험이

가능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2

회씩 추가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4. 4, 11, 18, 25(매주 금요일)

•운영시간 : 기존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시간 : 1회 18:30 / 2회 19:30 

매주 금요일은 추사박물관 문화의 날… 21시까지 연장 운영

구분 과정명 장소

제 1주제
연 행 (燕 行 ) 이 전
추사의 글씨

이동국(한국서예사, 예술의전당
서예관 부장)

제 2주제
추사간찰의 원전
정리 방향

박철상(고문헌학, ‘세한도’ 저자)

종합토론
발표자 / 토론자/
청중

토론사회 : 김상엽(미술사, 건
국대 연구교수)

교육일 과정명 재료비

1차 4.19(토) 선비향기가득 미니병풍 만들기 2,000

2차 5.17(토)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4,000

3차 6.21(토)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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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회관 공연소식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대표 권영구)는 4.22(화)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 무대 위 마룻바닥에서 펼쳐지는,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4 블룸콰르텟 공연을 진행한다. 

2007년 도쿄를 중심으로 창단된 여성현악 연주단체로 창단

2년 만에 20명이 넘는 멤버가 모여 듀오, 트리오, 콰르텟 등 다

양한 편성으로 연주를 진행해왔다. 국내의 가장 핫한 클래식연

주단체 디토앙상블이 20~30대 클래식관객의 저변확대 및 아

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면, 블룸콰르텟 또한 젊은 여

성들로 구성되어 클래식, 영화 및 게임음악, 방송출연 등 다양

한 활동으로 일본 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는 지역별 맴버를 구성하고 50여 명이 넘는 단원들과 함

께 일본 각지를 돌며 꾸준한 활동을 하여, 일본 내 하나의 브랜

드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공연장과 학교, 살롱음악회 등 다

양한 장소 및 연령대의 관객과 소통하며 클래식의 저변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공연은 첼로, 비올라, 바이올린으로 구성된 콰르텟이

내한하여 엘가 ‘사랑의 인사’에서 히사이시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까지 누구나 즐겁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곡들

로 관객에게 싱그러운 봄기운을 전하고자 한다. 

•공연일시 : 4. 22(화) 19: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20,000원
(150석 한정/과천시민할인 5매까지 전석 15,000원)

•공연문의 : 509-7700

유영재의 가요쇼 (SBS러브

FM 103.5MHz, 오후 4시 5분) 2

주년 기념 공개방송 <USHOW3

탄>이 4월 17일 저녁 7시30분 과

천시민회관대극장에서 열린다.

SBS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의 DJ유영재 사회로 120분간 진

행되는 이번 공연은 인순이, 크레

용팝, 바비킴, 박상민, 이은미, 이

용, 신유, 조이어클락 등 국내 최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가요계의 살아있

는 전설 인순이의 무대와 전 세계

빠빠빠 열풍을 일으킨 걸 그룹 크

레용팝의 육기통 춤 등 에너지 넘

치는 무대로 꾸며진다. 또 ‘기억

속으로’, ‘애인 있어요’ 등 주옥

같은 대표곡을 히트시킨 대한민

국 최고의 디바 이은미의 무대와

‘중년’, ‘청바지 아가씨’, ‘해바

라기’의 국민가수 박상민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소울의 대부 바비킴, 잊

혀진 계절의 가수 이용, 트로트계

의 아이돌 신유를 비롯해 신인가

수 조이어클락 등(출연진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

음)이 무대를 빛내줄 예정이다. 

공개방송 티켓은 과천시민들

에 한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6

일까지 시홈페이지(www.gcc-

ity.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

다. 또 유영재의 가요쇼 모바일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용료 부과, 방송중에만 신청가

능 : 오후 4시5분~6시)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당첨자 명단은 4월 8일 발표되

며 당첨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개방송 당일 현장에서 나눠주

는 좌석권을 받아 입장하면 된다.

문의 : 문화체육과 3677-2472

SBS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2주년 공개방송

‘U SHOW 3탄’… 내달 17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블룸콰르텟이 전하는 싱그러운 봄의 왈츠!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4 <블룸콰르텟>

아이러브 오페라  도니제티의 ‘돈 파스콸레’

공연내용 (사)한국음악협회 과천지부가 내달 24일(목)

오후 7시30분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아이러브 오페

라 <도니제티의 ‘돈 파스콸레>를 공연한다. 

이 공연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구두쇠 이야기

도니체티(GaetanoDonizetti, 1797-1848)의 희극 [돈 파

스콸레]를 해설을 섞어서 엑기스만 들려주는 오페라다.

공연 관계자는 “오페라 대중화를 위해 갈라 형태로 재

구성함으로써 과천시민들에게 클래식의 즐거움을 선사

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밝은 음색과 세련된 하모니로 감

동을 주는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

단(지휘 마원휘)이 내달 19일(토) 오

후 5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3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1996년 5월에 창단된 과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국내를 대표하

는 최고 수준의 음악적 기량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아름

다운 화음과 맑고 순수한 음악적

정서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과 챔버오

케스트라와의 합동공연과 동요와

뮤지컬, 종교음악 및 유럽의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

다. 마원휘 지휘자의 총지휘와 현

대무용안무가 방현혜의 특별지도

로 어린이합창단의 밝고 화려운 무

대가 될 것이다. 또한 함께 무대에

오르는  청소년 연주단체인 드림챔

버오케스트라와 특별초청된 마술

사의 공연 등 음악으로 친구되는

멋진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및 티켓 문의는 과천시립예

술단 사무국 (507-4003,4009

http://www.artgccity.net)이며

전석 2,000원이다. 다자녀가정, 경

로, 장애인등은 50% 할인된 1000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

매 시(문지방http://www.ticket.g

ccs.or.kr) 장당 5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초대권은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배부 /8세 이상 입장 가능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3회 정기연주회

‘친구되는 멋진 방법’… 내달 19일 오후 5시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이 내달 3

일(목) 오후 7시30분 2014년 첫 번

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는 최근 많은 인기

를 얻고 있는 한국합창음악 작곡가

신상우와 박정규의 작품들이 선보

인다. 가족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

낄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음악

회가 될 것이다.

1부에는 정통 클래식곡으로 브

람스의 Drei Geistliche Chӧr와 작

곡가 박정규의 창작 미사곡인

Birthday Missa가 연주된다.

2부는 신상우의 창작합창뮤지

컬‘쉼, 가족이란…’을 주제로 과천

시립여성합창단의 화려한 안무와

관현악과 함께하는 대편성의 합창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 및 티켓문

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9. 4003),  문지방(500-

1200 http://www.ticket.gccs.or.kr)

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5천원이며

과천시립예술단문화가족 藝 및 청

소년은 20%할인이며, 다자녀가정

40%, 장애인, 경로 50% 할인을 받

을 수 있다.

과천시립여성합창단 제35회 정기연주회

‘쉼 가족이란’… 내달 3일 오후 7시 30분

(사)한국국악협회 과천시지부가

내달 12일(토) 오후 5시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창단 20주년 기념공연

을 갖는다.

임춘희 예술감독이 전석 무료 초

대로 꾸미는 이번 무대는 과천시

국악협회 창단 20주년을 맞아 과

천시민들에게 ‘아리랑의 꿈과 향

기’라는 주제로 흥겨운 우리가락

과 춤을 선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 내용은 두들소리의 ‘풍물’

공연을 비롯 임춘희의 ‘선소리산

타령’, 국악방송 전속반주단의 ‘시

나위’, 이명희의 ‘관객과 함께하는

아리랑’ 등이다.

특히 ‘아리랑의 꿈’을 주제로 긴

아리랑, 구아리랑, 본조아리랑, 정

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해주아

리랑, 밀양아리랑 등 온갖 장르의

아리랑이 선보인다.

이 외에도 추혜경의 ‘한국고전

무용’과 ‘수건입춤’, 임수현 등 국

악인 4인의 ‘노랫가락’과 ‘창부타

령’, 안충근의 ‘새타령’과 ‘성주풀

이’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이날 공연은 평상시보다 더

멋진 무대로 꾸며지며 국악방송국

에서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의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아 널리 알

릴 예정이다.

문의 : 010-5230-0757 

010-2241-1401

과천시국악협회 창단 20주년 ‘공감’ 정기 공연

‘아리랑의 꿈’… 내달 12일 오후 5시

공연단신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무대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무대’가 내달 25일부터 5

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별양동 중심상가 우물쉼터에서

를 연다.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마련한 이번

무대는 점심시간에 인근 직장인과 시민들의 생활 반경 내

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 일정은 △4. 25(금) : 브라질 삼바음악 △4. 29(화) :

과천을 주제로 한 붓글씨 퍼포먼스 △5. 2(금) :  부부예술

가의 장구, 소고춤과 부산 동래 학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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