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 경주마 ‘청룡비상’이 KRA컵

마일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차지, 상금 2억8

천5백만원을 벌어들여 화제다.  

지난 1월 25일자 <과천시정소식지> 신

년호 특집기사 ‘갑오년 새해, 과천시 경주

마들의 힘찬 질주를 주목하라’에 소개된

바 있는 ‘청룡비상’이 지난 6일  KRA컵 마

일 대상경주에서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등

에 업고 힘찬 레이스를 펼친 결과 예상을

깨고 1위에 올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과천시 마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천

시시설관리공단의 조현대 과장은 “지난 6

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장에서 5경주

로 치러진 제10회 KRA컵마일(GⅡ) 대상

경주에서 서승운 기수를 태운 과천시의

‘청룡비상’(한, 수, 3세, 17조 김점오 조교

사)이 수억 원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강력한

우승 예상마들을 제치고 화려한 승리의 트

로피를 거머쥐었다”며 “이번 청룡비상의

우승으로 렛츠런파크 서울은 지난 2010년

‘머니카’ 이후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그동안의 패배를 설욕하는 쾌거를 달성했

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과천시민들은 “청룡비상

의 기운을 듬뿍 받아 과천시민들 모두 쾌속

질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불황에 말 한 마리가 막판대역전승으로 3

억원 가까운 상금을 벌어들이다니 놀랍고

대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KRA컵 마일 대상경주는?
총 상금 5억원(우승상금 2억8천5백만

원)이 걸려 있는 KRA컵 마일 대상경주는

서울과 부산 경남지역의 최우수 3세마들

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서울과 부산 경마마

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된 경주이다. 더욱이

2014년 삼관경주의 첫 관문으로 오는 5월

코리안더비(G1)와 10월 농림축산부장관

배(G11)로 이어지는 삼관경주의 판도를 가

늠해 보는 대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기가 부산에서 열리는 관계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서울의 3세 경주마들

에게 5시간 넘게 차를 타고 내려가 낯선 곳

에서 경주를 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경주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경주마들은 부산의 경

주마들에게 4년 연속 우승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관전포

인트 역시 올해 삼관경주의 첫 트로피가 서

울과 부경 중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에 있

었고, 부경의 퀸즈블레이드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었다.

청룡비상과 함께 출전한 말들은?
이번 대회에는 ‘청룡비상’ 등 총 14마리

가 출전했다. 특히, 출사표를 던진 14마리

중 우승 예상마로 지목된 퀸즈블레이드는

과천시의 청룡비상보다 무려 5배나 비싼 2

억6천만원짜리  메니피 암말이다. 

이외에도 라온모리스, 큐피스걸, 영광의

참피언 등 우승을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의

혈투에서 우승 예상마에 전혀 지목되지 않

았던 과천시의 ‘청룡비상’ 이 1분 41초 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대상 경주의 피

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사실은 듣고

또 들어도 다시 듣고 싶은 소식이다.

‘청룡비상’과 우승을 일궈낸 서승운 기

수는 “추입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잡은 것

이 승기를 잡은 주효 요인이 되었던 것 같

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우승의 일등 공신인 김점오

조교사 는 “KRA컵 마일 대상경주를 준비

하면서 ‘청룡비상’ 이 서울의 홈그라운드

를 떠나 부경의 낯선 환경을 잘 극복하고

힘든 훈련을 잘 소화한 점, 기승한 서승운

기수의 컨디션도 좋아 4코너 이후에 막판

승부를 걸은 것이 판세를 가르는 결정 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과천시는 2012년도 농협중앙회

대상경주에서 ‘스피더스’ 우승, 2013년도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와 이번 2014년도

KRA컵 마일 대상경주에서 ‘청룡비상’ 2회

연속 우승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금까지 경마사업에 총 9억3천만

원을 투자, 총 누적상금 15억3천여만원을

기록함으로써 과천시 세수증대  및 건전경

마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삼관마 탄생 가능성은?
삼관마는 ‘KRA컵 마일’(4월), ‘코리안

더비’(5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10

월) 등 3개의 경주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

경마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첫해 ‘제이에스홀

드’(기수 문정균)가 삼관마에 오른 이후 아

직까지 두 번째 삼관마는 탄생하지 않고 있

다. 그만큼 삼관마에 오르기가 어렵다는 얘

기다. 삼관마는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씨수

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이로 인해 이번 KRA컵 마일 경주에서

우승한 ‘청룡비상’에 전국의 경마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심 정도를 넘어 7

년 만에 삼관마가 탄생할 수도 있다며 기대

에 찬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다. 

한 경마전문가는 “원정부담, 생소한 거

리 등의 이유로 서울소속 경주마들에게

KRA컵 마일은 삼관대회 중 가장 힘든 경

주인데,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고 성장세

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삼관마 탄생을

기대할만 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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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馬 ‘청룡비상’… 또 대상경주 우승!
지난 6일 부경 ‘제10회 KRA컵 마일 대상경주’에서 1위 입상… 상금 2억8천5백만원 획득

경마사업에 총 9억여원 투자, 총 누적 상금 15억여원 기록… 세수증대 기여 및 건전경마 육성 기대

과·사·만·평

서승운 기수를 태운 과천시의

‘청룡비상’이 지난 6일 렛츠런파

크 부산경남경마장에서 열린 제

10회 KRA컵마일(GⅡ) 대상경주에

서 수억 원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강력한 우승후보들을 제치고 우

승해 상금 2억8천5백만원을 획득

했다. 　 ‘청룡비상’이 서승운 기

수와 김점오 조교사(오른쪽 세번

째)등 관계인사들과 함께 기념촬

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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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4월 25일(금) 과천사랑정보마당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와 과천경찰서가 지난 1일

과천경찰서와 노인 안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 범죄예방과 안전보호를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서 강규형 회장은 경찰에서 솔선해서 노

인들을 위해 범죄예방과 안전보호 정책을 추진해 주어

매우 믿음직스럽고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과천시노인회 · 과천경찰서, 노인 안전 위한 업무협약

‘기운 업! 가족밥상’ 요리수업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물이 소생하

는 봄을 맞아 기운을 북돋아주는 ‘기운 업! 가족밥상’ 요리수

업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

립니다.

•강　사 : 정노숙(자연요리전문가, KBS인간극장 ‘석봉씨의 봄’ 출연)

•장　소 :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교육장 3층(구, 문원동사무소)

•신　청 : 010-3834-1087(문자로 신청)

※신청자 많을 경우 추첨합니다.

요리명 일시 접수 대 상 수업료

곰치장아찌, 닭마늘구이
5. 19(월)

10:30~12:00
5. 8~14

과천시민 
12명

10,000원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소식

과천예원 소식

과천문화원 소식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소식

과천노인회 소식

•강의기간 : 5. 8~11. 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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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착순 모집 

•접수장소 : 과천문화원 504-651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제19기 역사문화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방과 후 교실 아동 추가 모집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동의 배회 및 방임을 예

방하고 보호함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지도, 현장학습, 특강수업 등을 통해 아동의 사

회성 및 특기적성능력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방과 후

교실 아동 추가 모집을 진행하오니, 지역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대　　상 : 초등학교 1~3 학년 아동(부모 중 1명이 과천에 재직 중인

타 지역 아동 등록가능)

•운영내용 : 급‧간식지도, 학습지도, 현장학습, 색종이 접기, 음악, 주

산, 컴퓨터, 영어, 한자, 체육 등 (프로그램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정　　원 : 총 30명 정원 / 2개 반 운영 

•운영시간 : 학기 중 12:00~19:00 / 방학 중 09:00~19:00 

•이 용 료 : 학기 중 월 13만원 / 방학 중 월 18만원

•접수방법 : 내방(재직증명서, 등본 구비) 및 전화접수 

문의  : 행정지원팀 소윤경, 문아경 교사 507-6319~22

‘가정의 달’ 맞이 이벤트!

“백투더퓨처 – 과거의 가족사진 다시 찍기”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4년 가정의 달맞이 ‘과거사

진 다시 찍기(백투더퓨처)’ 이벤트로 과거의 가족사진과 같은 배

경, 같은 모습으로 현재 다시 찍은 비교 사진을 공모합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을 되새겨 보고, 상품도 탈 수 있는 기회에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과천 및 인근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gcwelfare_love@hanmail.net)/10MB 이하의 jpg파일 또

는 5×7 사이즈로 인화하여 복지관으로 직접 접수.

•접수기간 : 5. 19(월)까지

•참 가 비 : 무료(베스트사진 선정 시 다양한 상품을 드립니다)

•문　　의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김민아 사회복지사(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www.gcwelfare.or.kr 참고)

향토작가 초대전-여명 김복자 여사 한지 그림전

‘한지그림과 꽃이 있는 이야기’ 

5월의 푸르름이 넉넉한 봄에 과천 향토작가 여명 김 복자 여

사의 한지 그림전이 오는 5월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과천 문

화원 3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과천문화원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

번 전시회에는 소박한 한지에 아름다운 봄‧여름‧가을‧겨울 풍경

과 수선화, 목련, 맨드라미, 양귀비 등을 그린 그림과 다수의 소

품들이 전시된다. 이 그림들은 여명 김복자 여사가 한지의 부드

러움에 반하여 지난 22년간 틈틈이 그린 작품이다. 김여사는 현

재 과천향토작가로 활동 중이며 과천에서의 개인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일시 : 5. 10(토)~16(금) (개막식 5. 10(토) 17:00)

•장소 : 과천문화원 3층 전시실

※과천문화원에서 전시를 희망하시는 향토작가는 과천문화원(504-

65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

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내용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과천아카데미 5월 강연 안내

기간 강 의 제 목 강사 현     직

5. 8 문화유산 사랑하기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5. 15 한국박물관의 발자취를 찾아서 최석영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장

5. 22
연암 박지원의 삶과 사상
1)길 :유 쾌 한  세 계 여 행 기 , 
열하일기

문성환 남산강학원 연구원

5. 29
연암 박지원의 삶과 사상
2)우정:벗, 또하나의 나 문성환 남산강학원 연구원

6. 5
조선의 왕자 공주가 살던 
왕가 이야기 이순자 <조선의 숨겨진 왕가이야기>

저자

6. 11 국내답사(천안)

6. 19 오페라 감상과 이해 김현오 경희대 음악대학 외래교수

6. 26 관상 원준희 이오풍수학회
이오관상학회 운영

7. 3 건강대체의학 진치규 경희대 행정실정(이학박사)

7. 10 정조의 리더쉽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7. 17 <동의보감>으로 보는 삶의 지혜 고미숙 고전평론가

7. 24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
는 무엇일까? 조범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

방    학（7. 24~8. 28)

※하반기 강좌는 추후 공지

구분 강연일정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215강
(제6회)

5. 14(수)
10:00~12:00

역사학자 
‘이이화’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

역사
학자

역
사

제216강
(제7회)

5. 28(수)
10:00~12:00

행복한 
가족을 위한 
가족수업

한국가정
경영연구소

소장

가
족

이이화

강학중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회장 강규형)는 지난달 24

일 과천시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3

자녀 이상 출산 회원(4명 중 1명이 쌍둥이) 5명에게 30

만원씩 총 15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했다. 

한편, 과천시 경로당 회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이날 총회는 2013년도 주요 사업 실적과 결산 및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치러졌다. 

강규형 회장은 “올해는 조직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및 경로당 선진화 등의 사업을 통해 노인회 운

영의 내실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자녀 출산 축하금 전달

상반기 수강생 모집

과천예원에서는 2014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받고 있

습니다. 수강 신청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 시

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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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507-1771, 1881

•교육대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모집

※인터넷 접수시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바뀐 연락처도

꼭 확인해주시고, 정확한 연락처가 없으면 강좌등록이 안됨)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요일 과정명 수강료 재료비 교육시간 교육기간 횟수 인원

수
규방공예
(가정의 달
선물만들기)

13,000원 38,000원
14:00

~16:00
4. 23

~5. 14
4주 20

목
우리꽃차
만들기

50,000원 100,000원
13:30

~14:30
5. 8

~7. 10
10주 24

금
차문화교실

초급
33,000원 -

14:00
~16:00

5. 2
~7. 11

10주 15

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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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과천예원 년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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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프로그램 운영 안내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과 이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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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관악산길 58 (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재)과천시애향장학회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4년도 1학기 든

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으로 소득10분위 중 7분

위(57,100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대학생이다. 직

계존속 2014년 3월 25일 기준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학기 대출이자는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

서를 접수해 든든학자금 대출이자(2.9%) 전액을 6월

중 입금해 준다. 또 2학기는 10월 중 신청서 접수해 12

월 중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 이자를 입금해 주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과천시

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주민등록등본(과거 주

소 변동 사항 포함) 1부를 구비하여 우편(5월 12일 소

인까지 유효) 또는 과천시애향장학회 사무국(시의회

건물 1층)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과천시애향장학회 사무국 3677-2502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접수 인원

유아기 부모교육 부모코칭교육, 체험활동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6. 10~24
매주 화 10:00~12:00 

~5. 30(금)까지 20명

아동기 부모교육 부모코칭교육, 체험활동 초등 자녀를 둔 부모 
7. 8~29
매주 화 10:00~12:00 

~7. 4(금)까지 20명

어머니학교 여성의 정체성, 아내의 역할 및 양육 등 자녀를 둔 (예비)어머니  
6. 12~7. 3
매주 목 10:00~15:00

~6. 5(목)까지 20명

아버지학교 아버지의 영향력, 사명, 역할 등 자녀를 둔 (예비)아버지
6. 28~7. 19
매주 토 14:00~18:00

~6. 20(금)까지 20명

건강가정특강 부부특강 (이병준 교수) 누구나 7. 17(목) 19:00 ~7. 16(수)까지 50명

상담 부부, 가족, 개인 상담 청소년~성인 연중 상시모집 -

놀이치료 놀이치료, 부모상담 영유아~아동 연중 상시모집 -

우리 자~알 살고 싶잖아
(부부프로그램)

결혼과가족 이해, 부부이해, 의사소통방법, 친밀감과 성,
갈등해결방법, 가정재무교육

부부
5. 13~6. 10
매주화 17:00~21:00

~5. 6(화)까지 14명

한국어교육
(주말반)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매주 토요일 / 연중
10:00~12:00

상시모집 10명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이란 ‘모자이야기’ 인형극 5세~10세 아동과 보호자 5. 20(화) 15:00~15:40 5. 7~16일까지 50명

5월 가족사랑의날 가족 얼굴 쿠키 만들기 5세~7세 자녀를 둔 가족
5. 21(수) 
19:00~21:00

5. 1~14일까지
인터넷신청

14가족

6월 가족사랑의날 가족 정원만들기 초등 자녀를 둔 가족 6. 18(수) 19:00~21:00
6. 1~11일까지
인터넷신청

14가족

정오의 햇살음악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즐기는 과천시립예술단 현악 5중주 관내 거주하는 2인이상의 가족 5. 27(화) 11:00~11:50 5. 7~23일까지 20명

남성문화자조모임
‘신남(新男) 교실’

가정과 직장에서 즐길 수 있는 ‘홈바리스타’ 자조교육
모임

관내 거주하는 성인남성 6월 중
5. 12~28일까지
인터넷신청

10명

가족미션임파서블
(가족운동회)

가족과 함께 순간이동, 한마음드리블 등 7개의 체육
미션 성공하기

6세~10세 자녀를 둔 가족 6. 14(토) 09:30~12:00
5. 19~30일까지
인터넷신청

25가족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 특강

•접수기간 : 5. 12(월)~6. 13(금)

•대　　상 : 관내 학부모 선착순 200명(자료집 및 좌석은 선착순)

•참 가 비 : 무료

•접수방법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gc1318.or.kr

•신청방법 : 전화신청(정선혜 010-5070-3831) 후 참가비 입금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수능영역별 입시설명회 안내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수능영역별 입시설명

회의 달로 선정하여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수리영역, 과학영

역, 사회영역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부

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 5. 8(목)~6. 10(화)

•교육대상 : 관내 학부모 선착순 200명(선착순 접수하신분에 한하

여 자료집 제공)

•교육장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4층 강당

•참 가 비 : 무료

•접수방법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gc1318.or.kr)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주제 일시 내용 강사

외국어영역
입시설명회

6. 11(수)
10:00~12:00

- 외국어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외국어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략

을 제공
- 외국어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

(확정)

언어영역
입시설명회

6. 12(목)
10:00~12:00

- 언어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언어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략을

제공
- 언어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문명 강사

(예정)

수리영역
입시설명회

6. 25(수)
10:00~12:00

- 수리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수리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략을

제공
- 수리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신승범 강사

(확정)

과학영역
및

사회영역
입시설명회

6. 26(목)
10:00~12:00

- 과학, 사회 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과학, 사회 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

전략을 제공
- 과학, 사회 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성재 강사

(확정)
이용재 강사

(예정)

주제 일시 내용 강사

대한민국
사춘기 
청소년

사용설명서

6. 18(수)
10:00~12:00

-  사춘기 청소년이란?
-  중2병/사춘기 진단
-  사춘기 사용 주의사항
-  사춘기 자녀와 부모 역할
-  사춘기 올바른 사용법

이진아 대표

(저서 : 중2병 엄마는
불안하고 아이는 억
울하다, CBS 세바시
출연)

엄마, 아빠도
힐링이 

필요하다
(TA교류분석)

6. 19(목)
10:00~12:00

-  부모 자신의 심리 이해
-  양육태도 점검
-  TA 부모-자녀 대화법
-  사랑의 언어검사
-  행복한 부모가 되는 법
-  부모 철학 세우기

이배영 교수

(방송 : ‘EBS 부모’ ,
‘MBC 밥상꾸러기 교
실’, ‘오늘 아침’, ‘MBC
월화수목’, ‘SBS 좋은아
침’, ‘KBS 생생정보통’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소식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식

과천숲길에서 행복 찾기 참가자 모집

숲 해설과 함께하는 ‘숲길탐방’ 과천의 숲길에서 아카시아

향기를 느껴보세요.

•일　　정 : 5. 14(수) 10:00 

•집결장소 : 과천동주민센터

•숲길탐방 : 숲길12코스-물애비골탐방로 (약 2시간)

(남태령망루-도로끝-물애비약수터-선바위미술관)

•모집기간 : 4. 23(수)~5. 12(월)

•대　　상 : 과천거주 시민 선착순 25명(상해보험가입)

•준 비 물 : 물, 간편한 복장

•신　　청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 503-8228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소식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소식

“우산을 고쳐드려요~~”

5월 한 달간 우산수리 행사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이 5월 한 달

간 우산 수리 행사를 연다. 우산살이 부

러지거나 고장 난 우산이 있는 시민은

월‧화‧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

지,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2시까지 과천시민회관 2층 녹색가게

로 나오면 된다.  우산살 수리만 가능하

며, 접수 2주 후부터 찾아가면 된다. 

단 1개월 이내로 찾아가지 않는 우산은 자동 기증 처리된다.

간혹 수리가 불가능한 우산이 있으며 수리비는 후불이다. 

수리비는 우산 한 자루 당 우산살 두 개까지 1,000원이며 두

개 초과 시 1,000원씩 추가된다.                              

문의 : 녹색가게 500-1446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과천시보건소가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걷기 운동 실

천을 위해 바르게 걷기 동아리 2기 수강생을 모집한

다. 바르게 걷기 동아리는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

~11시까지(동아리 자조운동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11시)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 및 호수 순환도로에

서 진행된다. 

동아리 회원에겐 3개월 간격으로 체성분 검사 및 하

지 근력검사를 해주며 걷기에 필요한 기초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 단계별 걷기 운동법 등을 가르쳐준다.

걷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보건소 홈페이지(팝업

존) 접수 또는 전화(2150-3859)로 신청하면 된다. 

바르게 걷기 동아리 2기 수강생 모집

푸른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

자전거주행 마일리지가 모일수록 탄소배출은 줄어들고, 건

강은 증진되고 푸른과천 만들기 녹색시민실천운동에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참여신청서 제출(홈페이지참조)

•참 가 비 : 5,000원

•자전거대리점 방문 : 속도계설치

•목표거리 : 42,000㎞(지구한바퀴)1,000㎞달성시마다 기념품 지급

•참　조 : www.gcbike.or.kr 

•문　의 : 503-8228, gwacheon21@daum.net

•주　최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 저탄소도시만들기분과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부모교육 특강의 달로

선정하여 ‘사춘기 자녀 이해’와 ‘부모 힐링’ 강의를 개최하고

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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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5월~7월

•모집일정 : 3. 6(목)~4. 30(수) 18:00까지

- 참조 : 평생학습 통합시스템www.gcedu.go.kr, 과천시여성비전센터 www.gcwoman.or.kr

- 등록은 접수 후 모집 종료일까지 입금자 순서에 따름(선착순모집, 무통장입금)

•수강대상 : 주민등록상 과천여성(단, 강사활동 시 학력은 초대졸 이상)

•모집강좌 : 7강좌 / 150명 모집

•교육일정 및 내용

상반기 취업전문 강좌 수강생 추가 모집

연
번

강좌명
모집
인원

모집
연령

모집
기간

운영기간 교육요일
교육
시간

수강료
(원)

장소

1
스토리텔링 수학&
보드게임 지도사 과정

20명

1955년~
1994년생

4월

5월~7월
월

(주1회/총12회)
09:30~
12:30

50,000
가족여성플라자

풀씨마루

2
이미지메이킹 및
취업면접 교육사업

20명 5월~6월
금

(주1회/총8회)
09:30~
12:30

30,000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3 전산회계(2급) 20명 5월~7월
월/수

(주2회/총16회)
09:30~
12:30

80,000
가족여성플라자

햇살마루

4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20명 5월~7월
수/금

(주2회/24회)
09:30~
13:30

100,000
가족여성플라자

요리마루

5
전시체험전문가
양성과정

20명 6월~7월
목

(주1회/총8회)
09:30~
13:30

40,000
가족여성플라자

햇살마루

6 EM강사양성과정 20명 5월~7월
화

(주1회/총12회)
10:00~
13:00

60,000
그레이스호텔

603호

※각 강좌 교재비, 재료비 등 별도입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운영하고

강좌 수료 후 지역강사로 활동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

스템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오니 2014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관심있는

많은 여성들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각 강좌 교재비, 재료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별도입니다. 

•모집방법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www.gcedu.go.kr

문의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3679-2007~9

디딤돌 취업지원 강좌 수강생 추가모집

미술치료 학습 동아리 나유 (나를 들여다보는 미술치유 동아리)에서는 아이와 친근감

을 형성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미술치료 기법을 쉽고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

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교육일정 : 5. 29(목) 10:00~12:00

•교육장소 : 과천 시민회관 세미나실1

•교육내용 : 풍선, OHP필름 등 익숙한 재료로 아이와 오감 놀이하기, 손그림 그려서 공통점 찾

기 등 여러 가지 미술치료 활동을 소개하고 직접 경험하며 아동기를 되돌아본다. 

•모집일정 : 5. 7(수)~5. 23(금) 선착순 

•신청방법 : 정선혜 010-5070-3831

•참가 비 : 5,000원(재료비, 미술놀이용품 제공)계좌입금 시 입금자명은 수강자명과 동일하게

해 주시고, 입금 후 담당자에게 문자 발송, 입금계좌 : 우리 1002-348-076381 최진희(나유

미술치료), 선착순 20명 모집

문의 : 정선혜 010-5070-3831

아이와 친해지는 미술치료

날짜 모집강좌 수업운영 수강료 장소

5. 7(수) 어린이책스토리텔러 2급자격증 과정 주 2회 8만원(15회기) 그레이스호텔 603호

5. 8(목) 푸드표현상담사 3급자격증 과정 주 1회 6만원(12회기) 가족여성플라자 풀씨마루

5. 14(수) 오감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주 1회 6만원(12회기)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미술치료 학습 동아리 나유 소식

‘자원봉사 국가대표 키우기 프로젝트’ 진행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식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손주

희)는 과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성교

육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

터 자원봉사 국가대표 키우기 프로젝트

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수) 오후 과천여자

고등학교(교장 박원기) 1~ 2학년 전체 학

생과 학부모 700여명이 총 80개조로 나

눠 과천시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자원봉사 활동은 과천

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과천시노

인복지관 4층 토리홀(대강당)에서 열린

‘카네이션 만들기’이다. 과천여고 학생

92명과 학부모 봉사자 12명이 9개반 12

개조로 나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

간 동안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카네이션 만들기에는 한국플라워디자

인협회 ‘수은회’ 허찬 회장과 김순녀 사

범과 학부모들도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주름종이 재단에서 꽃잎주

름잡기와 리본달기 등 카네이션을 만드

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정성

어린 마음으로 개인당 4개씩 총 400여개

의 카네이션을 완성했다. 

카네이션은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 관

내 어르신과 부모님들에게 전달될 예정

이다.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학생은 “봉사활동으로 의미 있는 꽃을

만들게 돼서 기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우리가 정성들여 만든 이 꽃을  5월 가

정의 달 내내 가슴에 달고 다니시면서 남

은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

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자원봉사 국가대표 키우기 프로젝트는

지난 4월 9일(수) 과천여고를 시작으로

16일(수) 과천외고, 5월 8일(목) 문원중학

교, 7월 18일(금) 과천고, 9월 5일(금) 과

천중앙고 순으로 각 학교별로 1회 이상

교육과 2회(6시간)이상의 활동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문의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502(3)-2238

홈페이지 www.gcvc.org

조선왕조실록 교육Ⅱ… “참여하세요!”

•세부진행 순서

•장 소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장

•참석인원 : 약 25명

•신청방법 : 센터로 ‘역사교육신청:성함/생년월일/연락처’ 전송 502-2238

•내     용 : 역사교육(조선 14대 선조~조선 27대 순종까지)

•주     최 : 과천문화지킴이 

문의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502-2238 

차수
일  시

소요(분) 내  용 비고
날짜 시간

1차 4. 7(월) 14:00~16:00

120분

선조, 광해군 

실내
강의

2차 5. 12(월) 14:00~16:00 인조, 효종, 현종
3차 5. 19(월) 14:00~16:00 숙종, 경종
4차 6. 2(월) 14:00~16:00 영조, 정조 
5차 6. 16(월) 14:00~16:00 순조, 헌종, 철종
6차 7. 7(월) 14:00~16:00 고종, 순종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소식

•일정 및 내용
- 2014년 5월 12일(월) 14:00~16:00 (조선왕조실록 교육8)
- 2014년 5월 19일(월) 14:00~16:00 (조선왕조실록 교육9)
- 2014년 6월 02일(월) 14:00~16:00 (조선왕조실록 교육10)
- 2014년 6월 16일(월) 14:00~16:00 (조선왕조실록 교육11)
- 2014년 7월 07일(월) 14:00~16:00 (조선왕조실록 교육12)

과천여고 학생 및 학부모 100여명 

지난 9일 노인복지관에 모여

5월 8일 어버이날 기념

‘사랑의 카네이션 만들기’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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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근무자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

4~5월, 28개 민간·공공 체육시설 근무자 대상

과천시가 4~5월 두 달

간 관내 28개 민간 및 공

공 체육시설 근무자를 대

상으로 성범죄 이력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

조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및 신

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

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때 성범죄 이

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

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

터 매년 상반기 중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신고 된 관내 28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부터 해

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범죄 이력 전수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

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보건

소는 오는 29일

(화)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피부

병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매년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진은 한

국 한센복지협회 경기, 인천지부에서 피부병 초기 발견 및 각종 피

부질환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피부과 전문의로 구성된 이동진료반이 지역 주민 300명(선착순)

을 대상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진료한다. 진료내용은 무좀이나 습

진,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피부염, 비듬 등이며 진료 후 무료로 약

품도 지급한다.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진료시간에 맞춰 보건

소 2층 보건교육실로 나오면 된다. 

문의 : 보건소 예방의약팀 2150-3832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각종 행사 취소 및 연기
‘2014 과천마라톤대회’와 ‘평생학습축제’ 등 20여 행사

과천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4월과 5월 말

까지 예정되어 있던 문화공연 및 체육행사 등 각

종 축제성 행사를 취소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

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이었던

‘2014 과천마라톤대회’를 전격 취소한데 이어

4월 17일과 19일 열기로 했던 ‘유영재 가요쇼’

와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한 내달 5일과 9~10일로 예정되어 있

던 ‘92회 어린이날 기념 과천어린이축제’와 ‘제

6회 과천시평생학습축제’도 취소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평생학습축제 관련 전시

회 및 발표회는 오는 10월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 이 외에 5월 중 계획되어 있던 ‘제19회 과

천화훼전시회 및 직거래 행사’를 비롯해‘산사

음악회’,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경마공원 그

림그리기대회’, ‘과천 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

도 하반기로 연기된다.

시 관계자는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모든 축제성 행

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행사규모를 축소해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 실시

과천시가 장애인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찾아

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

일마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이 과천시장

애인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구강관리 서비스는

자가 보건 관리가 어렵고 이동 및 치과 진료협조

가 힘든 관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구강건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과천 관내 장애인복지관

에 등록된 장애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상

담 및 검진은 물론 스케일링, 1차 충치치료, 불소

도포 등 다양한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는 구강보건 전문의가 이동진료의자 등이

비치된 장애인복지관 1층 진료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진료를 원하는 장애인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2150-3865)과 장애인복지관 진료실(070-

7729-4746)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월과 3월 두 달간 2회 방문

한 결과 1일 평균 10여 명의 장애인이 스케일링

등 치료를 받고 매우 만족해 하셨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횟수를 월 2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장애인복지관에서

2014. 4. 23(수) 현재

연번 행 사 명 개최일시 주관/주최 연기/취소 소관부서

1 유영재 가요쇼 4. 17(목) (재)과천축제 연기 문화체육과

2 소년소녀합창단 제33회 정기 연주회 4. 19(일) 시립예술단 연기 문화체육과

3 한등끄기 행사 4. 22(화) 과천의제21 연기 환경위생과

4 향군체육대회 4. 23(수) 재향군인회 연기 사회복지과

5 제19회 과천화훼전시회 및 직거래 행사 5. 27(화)~31(토) 과천시화훼협회 연기 산업경제과

6 장애인축제한마당 4. 23(수) 지체장애인협회 연기 사회복지과

7 노인대학 춘계 문화탐방 4. 25(금) 대한노인회과천시지회 취소 사회복지과

8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4. 26(토) 지체장애인협회 연기 사회복지과

9 과천 마라톤대회 4. 27(일) 과천시체육회 취소 문화체육과

10 노인복지관 어르신 봄나들이 4. 30(수) 과천시노인복지관 취소 사회복지과

11 직장인을 위한 정오의 예술무대
4. 29(화)

5. 1(목)~2(금)
(사)민예총 연기 문화체육과

12 92회 어린이날 기념 과천어린이축제 5. 5(월) 재)과천축제 취소 사회복지과

13 제6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5. 9(금)~10(토) 과천시 취소 교육청소년과

14 제13회 경마공원 그림그리기 대회 5. 13(화) 인천일보 연기 문화체육과

15 교향악단 제44회 기획연주회 5. 24(토) 시립예술단 연기 문화체육과

16 제8회 과천전국경기소리경창대회 5. 25(일) 사)경기소리 보존회 연기 문화체육과

17 2014 청소년축제 5. 25(일) 과천시 연기 교육청소년과

18 보육교직원 교사 연수 5. 31(토) 어린이집연합회/과천시 연기 사회복지과

19 보광사 산사음악회 5. 31(토) (재)과천축제 연기 문화체육과

※‘제6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는 전시회와 발표회만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21회 불우이웃돕기 꽃 바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7시까지 부림동에 있는 과천농협 대회의

실에서 열린다. 과천화훼협회(회장 김근성)가 주최하고

과천시와 과천농협, 과천화훼집하장이 후원하는 이날 바자회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을 시중가격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 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예년과 마찬가지

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피부병 무료검진’

과천시민 선착순 250명 대상으로

오는 30일 ‘불우이웃돕기 꽃 바자회’ 개최

4, 5월 중 각종 행사 취소 또는 연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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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진행
“조금만 고치면 멀쩡한 우산을 버리는 것

은 정말 낭비에요. 고장 난 우산을 직접 내
손으로 고쳐 쓰는 재미도 여간 아니지만 누
구를 위해 일한다는 게 즐겁고 자원절약 ․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이만큼 보
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 

지난 11일 오전 과천타워 2층에 위치한
과천시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머리가 희끗
희끗한 남녀 어르신들과 주부 등으로 구성
된 우산 살리기 봉사단의 우산수리 교육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회원들은 함기창 회
장(77세)과 이사택 부회장(64세), 박영희
총무(49세), 박정순 씨(45세), 이월태 씨(67
세), 김인애 씨(62세) 등 총 6명. 10명의 회
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산 살리기 봉사단은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 오전(10시~12시)
올해로 4년째 이곳에 모여 고장 난 우산 수
리도 하고 우산수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 수
리기술을 배우고 있다. 

비록 회원 수는 적지만 전국 시·군·구의
봉사단체로부터 전화문의는 물론 벤치마
킹 올 정도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한
다. 이들에게 우산 수리기술을 가르치고 있
는 강사는 우산수리 10년 경력을 지닌 고재
인 씨(68세)다. 서초구청에서 우산수리봉
사자로 일하다 강사로 활동 중이란다.

무료수리 및 대여 서비스 실시
우산 살리기 봉사단은 이처럼 고장 난 우

산을 수리하는 법을 배우고, 무료로 수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리
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스스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매년 우산 수리 교
육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은 시민과 봉사희망단체, 그리고 관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함기창
회장은 “초기엔 봉사자들이 우산을 수리해
주었으나 시민들 스스로 직접 우산을 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니 자원재활용
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등
경제효과와 파급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우산수리에 필요한 장
비 및 부품을 확보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계획을 세워 놓
고 있다고. 특히 물질적인 풍요 속에 별다
른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

산을 직접 수리하는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 과천고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손자
녀석이 중학생 때 하루는 고장 난 제 친구
들 우산 10여개를 싸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전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하
다 망가뜨린 우산을 펼쳐 보이며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고쳐 줬다’고 자랑하자 친구들
이 ‘내 것도 좀 고쳐 달라’며 부탁한 모양입
니다. 실력발휘도 할겸 그동안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 고쳐주었더니 무진장 좋아하더
군요. ”

이를 계기로 함 회장은 관내 중고등학교
를 돌며 우산수리체험 교실을 진행하고 있
고 관내 학교 청소년봉사활동 CSO연대 활
동 및 지역 축제 시 홍보․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산을 수리하
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과천녹색가게
등 우산 살리기 봉사를 희망하는 단체에 기
술전수교육을 실시해 그간 배운 기술을 나
누고 재사용이 가능한 우산천은 따로 모아
녹색가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이뿐만
이 아니다. 지난 2012년 5월 정부과천청사
역과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수리한 우산
135개(2012년 100개, 2013년 5월 35개 기
증)를 기증하는 일도 하고 있다. 

청사역에 비치해 놓고 급하게 우산을 필
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해서다. 올해도 40개의 우산을 기증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산 수리는 부품 확보가 최우선
우산수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부품 확

보가 우선이다.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
문에 부품을 구하려고 해도 파는 곳이 없
다. 이로 인해 회원들은 우산을 고치는 일
뿐만 아니라 버려진 폐 우산을 수거하러 다
니기도 한다. 

어떤 때는 각 단지별 재활용장에 부탁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다. 이렇게
모은 부품은 고장 난 우산을 다시 되살리는
데 매우 요긴하게 쓰인다.  

함 회장은 “(모아 놓은 부품들을 보여주

며) 이게 다 우리나라에선 단 한 개도 생산
이 되지 않고 모조리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
다. 돈도 돈이지만 쓰레기장으로 가면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태우는데 돈
들어가지, 공기 나빠지지… 얼마나 손해가
크겠느냐고요?” 라며 한바탕 쓴소리를 늘
어놓는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분홍색 보따
리를 들고 와 풀어 놓으며 “여기 이 우산 천
들도 모아서 녹색가게 갖다 주면 시장바구
니도 만들고…하여튼 우산은 아무것도 버
릴 게 없다” 고 재차 강조한다. 

남의 우산 고쳐 주니 행복
“아~ 이 우산은 참 아깝다~ 녹만 안 슬었

으면 완전 새 건데…” 고 3과 중 3 짜리 자
녀가 있다는 박정순(69년생)씨가 녹슨 우
산살을 만지며 안타까워했다. 봉사단 회원
중 최연소자인 박씨는 “녹슨 우산은 고쳐도

헌 우산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며 “어떤 우
산이든지 쓰고 나서 제대로만 말려 놓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귀띔한다. 

이어 박씨는 “우산수리 봉사를 하면서 더
러 손을 다쳐 붕대를 감고 다니기도 했지만
여기 들어오고 난 후 최근 3년간 단 한 개의
우산도 산 적이 없다”며 “가정 경제에도 도
움이 됐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우산을 망가
뜨려도 내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젠 대수
롭지 않게 여기게 됐다”며 뿌듯해했다.

총무 역할을 하느라 뒤늦게 들어온 박정
순 씨에 비해 우산 고치는 실력이 많이 뒤
떨어져 있어서 걱정이라는 박영희 씨는 “귀
농귀촌을 꿈꾸고 있는데 농사도 중요하지
만 우산 같은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시골사
람들의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주면서 살고
싶어 배우게 되었다”며 “요즘 물자가 너무
흔해서 대부분 쉽게 사고 또 쉽게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우산 고치는 재미에 빠진
이후 남들이 버린 고장 난 우산만 자꾸 눈
에 들어온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방범활동을 하다 함기창 회장을 만나 우
산 살리기 봉사단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는 이사택 부회장은 “우산기술을 배워 평소
돈독하게 지내고 있는 배드민턴 회원들 우
산을 고쳐 주니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하더
라”며 “그때부터 재미를 느껴 더욱 열심히
우산을 고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부과천청사역에 수리한 우산을 갖다놓음
으로써 갑자기 눈이나 비가 쏟아질 때 무료
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과천타워에 거주하는 이월태 씨(68세)
역시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즐겁고 신명나는 일인 줄 예전엔 미
처 몰랐다”며 “여기서 배운 우산 수리 기술
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우산을 고쳐주는
일이 너무나 행복해서 자꾸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출근길이나 외출 시
반드시 우산을 챙겨야 할 장마철이다. 그
때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우산들이 망가지
고 버려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 과천
에는 버리는 것보다 고쳐 쓰는 것을 더 좋
아하고 내가 고친 우산이 누군가의 손에 들
려 요긴하게 쓰일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는 ‘우산 살리기 봉사단’이 있으니까.

회원가입 및 문의 : 502-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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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살리기 봉사단’ 수리 교육 현장을 찾아서

버려진 우산을 수집한 후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해 힘들게 수리한 우산을 자랑스레 펼쳐 보이고 있는

‘우산살리기봉사단’ 회원들의 모습이 마치 비가 그친 후 뜬 무지개처럼 환하다.

지난 11일 과천시자원봉사센터 2층 교육장에서 우산을 수리하고 있는 ‘우산살리기봉사단’ 회원들봉사단은 ❶버려진 폐우산을 수집해 ❷부품을 분리하고 ❸무료로 수리해서 ❹정부과천청사역에 기증하고 있다.

❶ ❷ ❸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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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취미 넘어 다른 사람들 위한 그림으로’

얼마 전 중앙SUNDAY와 서울대 행정대
학원이 공동 기획으로 실시한 전국지자체
평가에서 과천시는 공원 및 여가시설 · 문
화활동 여건 만족도에서 전국 1위를 차지
했다. 뒤이은 사회복지시설 만족도 역시 연
달아 1위를 기록해 “역시 살기 좋은 과천”
이라는 이름에 맞춤으로 보였다. 사실 여가
시설 · 문화 활동 여건 만족도에서 과천이 1
위가 된 것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 크게 새
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체감해온 터이기 때문
이다. 수년 전부터 과천시민들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굳이 비싼 백화점 문화센터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찾지 않고 ‘동네
에서’ 다 해결해왔다. 각 동별 지역 문화센
터, 시민회관, 복지관 등 마음만 먹으면 원
하는 강좌에 등록해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으며 배운 바를 동아리 결성을 통해 지속
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센터 미술강좌에서 출발
여기 소개되는 종합미술 동아리 ‘모티브’

역시 그 출발은 과천의 지역문화센터 미술
강좌를 통해 시작됐다. 짧게는 6개월, 길게
는 10년이 넘게 동네 문화센터에서 미술 강
좌를 들어온 이들은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너무 좋아 열심히 작품 활동도 하고 함께
그림 관람도 다니며 우애를 돈독히 쌓아왔
다. 그렇게 알고 지낸 것이 인연이 되어 함
께 그림을 그려오던 중 얼마 전부터 “그림
을 모티브(동기)로 작품 활동과 재능 기부
를 함께하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뭉치게 됐
다. 이 마음이 모티브가 되어 올 1월 정식으
로 과천시에 동아리 등록을 하고 재능 기부
가 필요한 곳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과천시 건
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3월

부터 바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매월 인물화
수업을 하게 됐지요. 10명이 정원인 수업
인데 대기자가 많다는 소식까지 있어 봉사
를 결심한 저희 동아리 입장에선 여간 기쁜
일이 아니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3월 첫 수업에서 만난
모임의 총무 이영일 씨는 환한 미소로 ‘인물
화 수업’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줬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물화 수업 봉사
센터의 인물화 수업은 모티브의 회장인

김낙필 씨가 맡아 가르친다. 첫 시간엔 영
화배우 류승범씨의 얼굴을 그렸다. 스케치
북에 연필로 그리는 인물화는 세밀한 관찰
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만 2시간 안에 그
림을 완성할 수 있어 누구나 도전해볼만한
분야이다.  

풍부한 수업 경험이 있는 김낙필 씨는 수
업 내내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옆
사람 그림 보면서 내가 못 그렸네, 더 잘 그
렸네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숙제도

내주지 않을 테니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배
우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집에서 그리고
싶은 분은 조금씩 연습해오시면 충분합니
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말에 한껏 용기를 얻은 듯 수강생들은
밝은 표정이 되어 더 열심히 마무리 작업에
임했다. 별양동에서 온 박정겸씨는 “처음
엔 그림을 좋아만 했지 한 번도 그려본 적
이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 너무 뿌듯해요. 열심
히 배워서 7살 쌍둥이 아이들 얼굴을 직접

그려주고 싶어요. 그때까진 아이들에게 비
밀로 하면서 배우려구요”라고 했다.

봉사하면서 더 커지는 기쁨
이날 수업엔 모티브의 회원인 부림동 임

미순 씨도 함께 봉사자로 참여했다. 수강생
들을 위해 수업에 필요한 소소한 사항들을
챙기면서 “그림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 되
지 않았는데 좋은 동아리 선배들을 많이 만
나 이렇게 봉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얼마
나 좋은지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 스스로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취미이지만 그 취미
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은 혼자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선사한
다. 그 기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
모티브 회원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 열정을 내놓은 것이다. 이영일 총무
는 “평생학습축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는 봉사를 했는데 즐
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참 행복했어요. 회
원들에게 그 경험이 따뜻하고 좋은 기억이
되어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는 동아리로 발
전하게 된 거죠”라고 전했다.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발전
시키고 성숙시킬 다양한 계기를 만나기 마
련이다. 그러나 살던 습관, 욕심, 이기심에
갇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그
러나 기부하는 종합 미술 동아리 ‘모티브’의
회원 10여 명은 삶이 선사한 소소한 계기를
타인을 향한 나눔과 베풂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린 멋진 ‘모티브’를 갖춘 이들임에 틀림없
다. 그림이라는 큰 공통점 외에 각자 유화,
수채화, 인물화, 도예, 퀼트, 인형 만들기
등 각자 자신만의 특기를 지닌 이들이 앞으
로 내디딜 다양하고 아름다운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글/최영미 편집위원

어렸을 때 방안 천장에 매
달아놓은 메주 냄새를 싫어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
러나 이제는 그리워도 찾을 수 없는

전통이 되었다. 먹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 담글 수는 없는
것, 된장과 간장, 고추장은 그렇게 이미 박제화 된 전통
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담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모
르니 쉽게 엄두가 나지 않을 뿐이다. 스스로 전통방식으
로 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았다. 식생활교육과
천네트워크에서 <전통 된장, 간장, 고추장 담그기> 프로
그램 참가자 20명을 모았는데 80여명이 몰려들어 추첨
을 해야만 할 정도였다. 올해로 3년째인데 해를 거듭할
수록 참가자들이 몰려든다.

지난 3월 24일, 첫 수업 날이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
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모두 한 번도 장을
담가보지 않아본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강사의 설명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열심히 메모한다. 첫날은 이론 수업
에 이어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교육장 옥상에서 직접
소금물에 메주 담그는 실기수업을 했다. 유약 칠을 하지
않은 전통옹기에 유기농 메주, 모두 옛 방식 그대로다. 

한 번도 장을 담가보지 않고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아먹
었다는 송회련씨(48, 별양동)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
도 정량에 의거한 레시피도 부족하고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기지 않았는데, 눈으로 보고 소금물 직
접 풀어보니 이제는 할 수 있겠다"며 환하게 웃는다. 

메주 담고, 풀어놓은 소금물 붓고, 그 위에 숯, 마른 고
추 등을 띄우고 항아리 뚜껑을 덮으니 끝! 볼록한 항아리

배가 기쁨과 기대감으로 부풀어오른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3일쯤 지나면 해 좋은 날 햇볕을 쬐어줄 것이다. 햇
볕을 잔뜩 머금고 나면 오는 5월초 다시 모여 간장과 된
장을 가르고 먼저 간장은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2
월, 마지막으로 모여 숙성된 된장을 가져가고 고추장도
함께 만들어볼 것이다. 1년 과정으로 수업을 설계하니 제
대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매년 수업이 이어지다
보면 과천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서 점차 많은 장이 익어
가지 않을까 싶다.                                    글/김순영 편집위원

전통 된장 · 간장 · 고추장 담그기 현장 스케치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취미를 이웃과 나누고 있는 종합미술동아리 ‘모티브’ 회원들(위)과 수업 장면(아래)

“간장, 된장, 이제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종합미술 동아리

‘모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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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4월 25일(금) 과천사랑교육·청소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참가하고
자 하는 청소년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열린마당-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차세대위원회는 봄철 황사로 인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9일(토)
별양동 우물터에서 ‘황사대비 마스크를
쓰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차세대위원들은 포스터와 팜플렛
을 이용한 길거리 대민 홍보를 실시해 행
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OX 황사 바
로알기 퀴즈를 통하여 정답자에게 황사
마스크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
도 열었다. 

캠페인을 주관한 과천시 차세대위원장
김태완(과천고 2)군은 “프로그램 내용 및
포스터를 스스로 기획․제작하고 대민 홍
보를 통하여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

었고 또 매우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른

봄 황사대비 캠페인이 시의적절 하게 이
루어져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차세대위원회가 청소년들의 더
욱 활동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문의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2150-3917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5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과천시 청소년종합예술제’가 오는 6월 6
일(금)부터 6월 7일(토), 2일간 과천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
예술적인 감수성 및 재능을 마음껏 교류하
고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제공하여 건
전한 청소년,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예술제
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2회 경기도 청소
년종합예술제’ 예선 대회 형식으로 치러지
며 종목별 최우수자에게는 과천시 대표로

참가하여 경기도 31개 시·군별 예선  우승
자들과 다시 한 번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연 종목은 음악·무용 ·사물· 문학 4개
부문 총 9개 종목으로 과천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이
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
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2150-3916)으
로 문의하기 바란다.

2014년도 과천시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자 모집

가족·이웃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식 평생학습강좌!
『2014년 배달강좌제』가 발전적이며 건전한 학습문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운영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배달강좌제 흐름도

•지원내용 : 총 12회

- 지원금 : 1회(1시간) 35,000원, 팀당 최대 10회(350,000원) 지원

- 자부담의무화 : 팀당 최소 70,000원 자부담을 하여 2회(2시간) 학습기회 추가

•신청대상 : 10명이상의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성인 혹은 가족단위팀

•상반기 신청기간 : 6. 9(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평생학습센터 방문접수

•강의내용 : 원하는 강좌 수강 가능, 레저생활스포츠분야(단순체육종목)제외

•강의장소 : 과천시

2014년 배달강좌제

황사대비 마스크를 쓰자!  과천시 차세대위원회 캠페인 실시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10:30∼11:45
애니/전체/더빙

5월 5일(월)

잠베지아 : 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15:00∼16:23
애니/전체/더빙

5월 5일(월)

톰과 제리 
잭과 콩나무 

19:00∼19:57
애니/전체/자막

5월 13일(화)

토끼와거북이
패밀리가 떴다

19:00∼20:15
애니/전체/더빙

5월 20일(화)

명탐정코난 
칠흑의 추적자

19:00∼20:50
애니/전체/더빙

5월 27일(화)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시민→평생학습센터

강의시작 5일전 제출

➡
배달강좌 운영

(강사·장소 섭외)

시민

목적·취지에 맞는 운영

➡
청구서, 소감문,

사진 제출

시민→평생학습센터

강의 후 5일이내 청구

강사료·대관료 지원

평생학습센터→강사/시민

악용시 지원불가

➡

프로그램명 장소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수련관 5. 25(토) 10:00~17:00 무료~3,000원 관내 청소년 및 가족

곤충의 세계 김포 5. 18(토) 09:00~18:00 관내 초3~6

가족사랑 공연 2탄

‘가족뮤지컬 애기똥풀’
수련관

6. 14(토) 15:00

(공연시간 60분)

1인 4,000원

(지정석)

4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200명

과천시청소년수련관 토리아리아카데
미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과천문원
중학교 영재학급 동아리와 연계하여 과
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능력을 높여가
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과학교과를 접목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심화, 실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토요일(월1회)  총8회기
를 토리아리아카데미에서 토요체험 프로
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지난 5일
(토), 체험위주의 과학실험 1회기를 시작
하면서 앞으로 토요일을 알차게 채워나
갈 계획이다. 

과천문원중학교 과학동아리 구성원들
에게도 실험주제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여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참여
한 토리아리아카데미 학생들 또한 과학
에 대한 이해와 탐구능력 향상으로 과학
교과 공부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자연스
럽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의 : 토리아리아카데미 2150-3930~1

토리아리아카데미와 과천문원중학교 영재학급동아리가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교실’ 연계 프로그램 실시!!

과천시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루터기’가 나섰다. 청소년운
영위원회는 4월 7일(월)에서 11일(금)까지
5일간, 관내 중·고등학교 약5,000명을 대
상으로 ‘청소년 아침밥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서 청소년운영위원들은
등교시간에 쫓겨 아침식사를 거르는 청소
년들을 위해 청소년의 건강 인식조사 설문
결과와 청소년기의 영양과 아침밥의 중요
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아침밥 먹기 캠
페인 문구가 담긴 주먹밥을 1,500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과천시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이

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아침밥을 거르는 청
소년이 무려 44.5%에 달했기 때문이다. 아
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로는 식사보다 잠이
더 좋아서(41.2%)가 1위로 꼽혔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청소년운영위원회  ‘친구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2014 과천시·경인일보 주최 생활체

육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12일 청소

년수련관 등 4개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500여 배드민턴 동호인

들이 참가했으며, 그 중 청소년 수련관 배

드민턴 교실에서는 30대 D-1부분에 김

자경, 김지윤 복식조가 출전해 3위로 입

상했다. 이로 인해 과천 배드민턴 동호인

들은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입상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에

과천시 배드민턴교실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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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week I was invited to go to the

Global Human Rights School which is a

program created for teenagers who are in-

terest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

cation. It was hosted by HUMANASIA

which is a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Asia. They work hard to improve

human rights in Asia by educating people,

holding various campaigns, and providing

humanitarian aids.  The program was held

for two days and by taking the class, I was

able to learn many horrifying and astound-

ing facts about people’s reality and how we

can help those who are in devastating men-

tal and physical condition.

To begin with, I learned about The Uni-

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me out after World WarⅡ.

At that time, people were shocked to see

how people’s human rights were being vi-

olated and began to realize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of human rights standards. The

declaration is mainly divided into four

parts. Personal freedom, freedom of private

property, freedom of relig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Everyone in the world has

rights to these freedoms and no one can vi-

olate them. The Second part of the class

was women’s human rights. This part was

the most shocking to me. We learned about

honor killing which is legal act in many

Islam countries. 

Every day, countless ordinary women

are being killed by male members of their

families. Men’s belief is that the victim has

brought shame or dishonor upon the family

or community but this makes no sense at

all. Moreover, Islamic women have many

limitations to do what they want. They do

not have freedom to wear what they like to

wear. They are forced to wear hijabs which

cover all of their body except their faces.

Islam women are banned from driving

and many girls are being married to old

men against their will. The most ridiculous

thing is that baby girls are going through

female genital mutilation as soon as they

are born. The majority of them undergo

this in unhygienic places such as farms and

barbershop and over seventy percent of

girls are being killed during the mutilation

process due to excessive bleeding. All

the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s are out-

rageous. Most of these are very unfamiliar

in Korea but, in many under-developed

countries, we can frequently see serious

child abuse and women abuse. No matter

what people’s background or personal

characteristics are, we all want to be treated

fairly and with respect. Everyone has the

right to be included and have the opportu-

nity to do what they want. 

After attending the Human Rights

School, I felt guilty because I am treated

fairly in all respects compared to those in

the world who are being violated with their

lack of rights. We should all try our hardest

to build a society where everyone is valued

equally.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9>

<OWEN & MZEE : The True Story of a Remarkable Friendship>
오웬과 음제의 놀라운 우정의 실화 이야기_By Isabella & Craig Hatkoff

2005 년  인
도네시아의 쓰나미는 지구촌 곳곳
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여섯 살이던 사벨라 핫코프
는 수많은 쓰나미 뉴스 속에서 따뜻
하고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합
니다. 

130살이 넘은 거북이와 3살 짜리
하마,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
은 둘의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이 든
사진. 아직 글자를 읽지 못하는 이사
벨라는 얼른 신문을 들고 아빠에게
달려가 기사를 읽어 달라고 합니다. 

아기 하마 오웬은 쓰나미의 여파
로 엄마 아빠, 무리를 잃고 두려움에
떨며 산호초 늪에 갇힙니다. 

산호초 늪에 갇힌 아기 하마의 소
식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으로 극적으로 구조된 오웬은 케냐
의 한 동물원으로 이송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안전 지대에 도착
한 아기 하마 오웬은 곧장 육지거북
이, 음제를 향해 걸어갑니다. 

음제는 ‘현명한 노인’이라 불리는
130살짜리 알다브라코끼리 거북이
입니다. 아직 엄마와 무리의 보살핌
과 사랑을 받아야 할 오웬은 음제를
엄마라고 느꼈는지 어디든지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늘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던 늙은 거북이 음제는 그런
오웬을 귀찮아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음제도 아기 하마

오웬을 받아 들이고, 오웬은 그런 음
제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잊고 건
강하게 회복되어 갑니다. 

이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게 된 아
사벨라는 아빠와 친구들의 도움으
로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냅니
다. 이렇게 시작된 구조받은 동물들
에 대한 아사벨라의 관심은 다양한
책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This is Owen 

and this is Mzee. 

They are friends. 

Mzee is an old, 

giant tortoise. 

Owen is a 

baby hippo. 

They eat together. 

They swim together.  

이게 오웬이야, 

앤 음제구. 

둘은 친구란다. 

음제는 늙은 

자이언트 거북이야. 

오웬은 

아기 하마야. 

둘은 함께 먹고, 

또 함께 수영을 해

주요 작품 소개

<Owen & Mzee, Best Friends> 오웹과 음제 이야기를 더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 쉽게 다시 쓴 책이다. 쉬운 단어와
간단한 문장으로 오웬과 음제를 소개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특별합니다. 여섯 살짜리, 아직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한 소녀가 신문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아빠와 함께 만들어 낸 한 권의 책
이거든요. 이 한 권의 책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여러 다른 동물들의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자라며 세상을 바꾸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죠.

<Looking for Miza> 신비한 콩고의 속에 사는 새끼 고릴라, 미자. 미자는 다른 새끼 고릴라들과 같이 엄마 등에
업혀 숲 속을 누비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잠도 잔다. 어느 날 미자와 엄마는 먹이를 찾아 숲 속 깊이 들어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엄마가 사라져 버린다. 길을 잃어버린 미자를 찾아 미자의 아빠, 카비리지와 고릴라 무리의
대장이 길을 나서는데… 과연 미자를 찾을 수 있을까?

<Owen & Mzee  The Language of Friendship> 오웬과 음제의 놀라운 우정을 발견한 이사벨라와 크레이그는 어
떻게 이 두 동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관찰한다. 처음 만나 어떻게 대화를 시도했고 서로를 이해해 갔는지 추
적하며 오웬과 음제 만이 나눌 수 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동물의 언어’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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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문의 3677-2062

After attending Human Right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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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이 춘향(春香)으로 꽉 찼다. 매화꽃이

동공을 넓히고 목련도 볼을 터트렸다. 지나

가는 바람도 향에 취해 멈춰 선다. 헌데 왜

일까. 내 속은 그리움으로 단내가 나다니.

그녀와 나는 남편 직장 동료 부인으로 한

골목에서 살았다. 우리는 시댁이 시골이라

는 점, 아들 형제를 두었다는 점과 잘 웃는

점이 같았다. 허나 다른 점도 많았다. 친구

는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렸다. 단답형의 말버

릇도, 손님이 오면 대문을 닫는 것도. 또 내

가 즐겨 하는 귓속말도 내켜하지 않았다. 그

행동이 편 가르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둘 사이는 참 묘

했다. 한마디 말에도 서로를 아는 듯하다가

도 등골이 덮도록 대화를 했음에도 의견이

분분했다.

한 번은 시댁에서 곡식을 담아 보낸 자루

를 둘둘 말아 보냈다가 친구에게 말을 들었

다. ‘어떻게 빈 자루를 보낼 마음이 드느냐’

며 미관을 찌푸리고 지청구를 주는 데 정말

듣기 싫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마을을 떠나 살

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사월도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내게 걸려온 전화 비보였다. 친

구가 집에 침입한 사람에 의해 운명을 달리

했다는 내용이었다. 며칠 전 가족들과 나들

이를 다녀왔거늘 믿기지 않았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눈앞에 광경은 이미 되돌릴 수 없

는 현실이었다. 동갑내기 남편과 초등학교

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두고 한창 삶이 재미있

을 나이에 통곡의 산을 넘을 것이다. 후에 들

은 말이다. 병원을 개원한 이래 그처럼 많은

조문객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십여 년 전, 꿈에 친구를 보았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홈웨어를 입고 나의 머리 밑에 서

서 미소를 지으며 한참동안 얼굴을 내려다보

고 가는 꿈이었다. 의아했다. 강산이 두 번이

나 지난 이제야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혹여

나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너

무 외롭고 쓸쓸해서일까. 그도 아니면 피붙

이들이 눈에 밟혀서일까. 실은 나란 여자 아

무런 말 할 자격이 없다. 

가끔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 소식에

기뻐할 뿐 어미 잃은 가슴 한 번 보듬어 준 일

없고 산소에 꽃 한 송이 꽂은 적 없다. 어쩌면

그런 나의 행태를 포장하고자 그립다, 보고

싶다는 말잔치만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이제

그만 그 가증스러운 허물을 벗어던지라고 보

인 것은 아닌지 별별 생각에 밤이면 잠을 설

치곤 했었다. 

재작년 여름, 날 잡아 대화행 전동차에 올

랐다. 대형 건물 1층에 있는 약국 간판 앞에

섰다. 안에서는 남자가 약을 포장하고 있다.

그가 얼굴을 들고 손님과 이야기를 할 때 나

는 서리 맞은 풀잎처럼 주저앉고 말았다.

아, 저 얼굴이 서른 해 전 엄마를 잃고 흐느

끼던 얼굴이던가. 그날 녀석은 자꾸만 울었

다. 그칠 기미가 아니기에 ‘00야, 엄마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라’고 했었다. 그러자 아

이는 “그런다고 엄마가 살아나지 않잖아

요.” 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댔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 말 뿐이라는

사실에 나도 속울음을 울었다.  그 아이가 약

사가 되어 내 앞에 있다니. 겨우 가슴을 진

정시키고야 문을 밀었다. 큰 키에  곱상한 모

습이 제 엄마를 닮았다. 나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 근처에 일이 있어 왔다고.

마치 어제 만나고 오늘 또 만난 사이처럼 대

했다. 방금 전까지 입안에서 굴리던 말, ‘네

엄마가 그리워 너라도 보려고 왔노라’는 말

은 고기 살점 삼키듯 꿀꺽 삼켜버렸다. 

내게 ‘미워할 수 없는 친구’라며 갓 김치

한 사발을 들고 와 식탁에 놓고는 혹여 밥 먹

고 가라는 빈말조차 꺼낼 사이도 없이 황급

히 나가던 그녀, 다 참아도 경우 없는 행동

에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잔소리를 해대

던 친구, 그 마음은 티끌 하나 묻지 않은 희

디 흰 목련 같은 여인이었다. 인생길에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손

잡아 주는 길라잡이였다.

젊은 시절 때로는 형님처럼 충고를 하고

언니처럼 꼬집는 잔소리에 말미가 날 정도

로 아팠지만 이제 와 생각한다. 만약 그 잔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

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는지 두렵기

까지 하다. 앞으로는 ‘그립다, 보고 싶다’라

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으리라. 진정 그리움

을 삭힐 수 있는 것은 여생이나마 ‘네가 있

었기에 잘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 목련의 계

절이 오면 헛헛한 속을 채울 수 없어 한 차례

씩 열꽃이 피곤했는데 그 마음도 오늘로서

마지막이기를 빌어본다.

목련이 필 때면 생각나는 그녀

▶▶ 송 은 자 (수필가·제일쇼핑상가1층 스포츠복권)

동갑내기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두고 한창 삶이 재미있을 

나이에 통곡의 산 넘어 

인생길에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

한다는 취지하에 제정한 어린이날이 올해

로 92회를 맞는다. 3·1 운동 이후 소파 방

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태동하였으나 일

본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1988년 새로 개정된 어린

이 헌장에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씩씩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해

외 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끄

러운 일이다.

지난 2월 어느 TV에서 방영한 끔찍한 장

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어린이

가 세 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일어난 사건

이다. 아버지가 양육한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해 화가

난 계모와 아버지가 체벌을 빙자하여 폭력

을 가함으로써 아홉 살 어린 나이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TV 화면에서 본 아이는

허옇게 갈라진 입술, 검은 머리카락만 빼고

는 온통 검붉은 피멍으로 뒤덮인 그 가녀린

몸뚱이가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져있었다. 

며칠 전 어느 조간신문에는 “판사님, 아

줌마(계모)를 사형시켜주세요.” 라는 피멍

든 12세 소녀의 간절한 편지가 실렸다. 혹

독한 계모의 소행으로 동생을 죽게 해 견디

다 못해 애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어린이

학대는 날로 빈번하고 사악해져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 철없는 자식의 잘못을 사랑으

로 승화할 수는 없을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

은커녕 폭력이라니…. 아이의 인성은 열 살

전에 형성된다고 한다. 자식을 좋은 인성으

로 키우려면 하루에 일곱 번의 칭찬이 필요

하고 세 번 꾸중하라고 한다. 

미물인 물고기도 상처가 깊으면 아무리

좋은 미끼를 던져도 입질을 하지 않는다.

하물며 어린이가 그토록 몸과 마음에 상처

를 받고 자란다면 ….  

근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금

지옥엽으로 키우던 자식도 쉽게 밀어내는

세상이 되어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

지는 것은 어린 자식들이다. 오죽하면 이

나라가 이혼 공화국이라 불리겠는가. 이혼

하면 금방 백마 탄 왕자나 공주를 만나 행

복해 질 것 같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대

부분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불행한 경

우를 주위에서 흔히 보아 온 터다. 

삶 그 자체가 고해인 것을, 한 번쯤 이혼

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세 번

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세계 주요 2개국 (G2)인 미국과 중국의

첫 퍼스트레이디 외교(外交)가 베이징에서

시작되었다. 펑 여사는 펑시진핑이 좋아하

는 ‘후덕재물’厚德載物 (덕을 두텁게 해 만

물을 포용)이라는 글귀를 직접 붓으로 써서

미셀 오바마에게 선물했다. 어떤 귀한 보석

보다 더 값진 선물이 되었으리라. 

부부가 어쩌다 파경 위기에 처하면 마음

밭 한 자락에 이 글귀를 심고 자신을 삭이

다 보면 이혼이란 막다른 선택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끔찍한 비극도

사라질 것만 같다.

그 아이 부모의 죗값으로 아비는 5년, 새

어미는 8년형이 선고되었지만 그 것도 억

울하다고 고등법원에 상고 중이라고 한다.

선진국 미국은 아동학대는 25년의 형을,

살인은 종신형을 받아 죽는 날까지 푸른 하

늘을 볼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솜방

망이형 집행이 아동학대를 증가시키는지

도 모른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산을 늘리고

특례법을 강화해 미국처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 가족은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 억울하다고 이웃 주민들에

게 구명 운동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인

면수심이 아닌가. 

익히 알듯이 선진국은 이웃에서 매 맞는

아이를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

는데,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또한

사회가 공동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핵가족이 되면서 인간성도 많이 변해 선

조들이 중히 여기던 인간 존중 사상은 묻히

고, 이기적인 삶에 눈이 멀어져 가고 있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책무

를 다하고 당국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어린이 헌장 정신을 고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건전한 풍토가 조성될 기본을 마련

해 주길 바란다.

어린이날에 즈음하여

▶▶ 김 외 출 (수필가·본지 편집위원)

우리나라의 솜방망이형 집행이 

아동학대 증가

어린이가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건전한 풍토 조성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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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은 내게 유난히도 길었

다. 그렇게도 내가 원하던 고등 학교

진학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공부

에 대한 주위의 무언의 압력에 시달

리며 긴 겨울 방학 3개월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보냈던 것 같다. 

특히 겨울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동물원 자원봉사 활동이 없어 더욱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올 해 유난히 빠른 온 동네의 꽃소

식과 봄소식과는 달리 동물원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덩달아 동물원 DOCENT(영어로 동물 생태 설명)봉사계

획도 5월초로 미뤄졌다. 왜냐하면 올봄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던 조류 인플루엔자(AI)때문이다.  

난 동물을 아주 좋아하여 꿈도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자 한다.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서다. 이러한 꿈에 다가가고 동물사

랑 실천을 위해 학생인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동물원에

서 동물들의 생태 설명하는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동물원 자원 봉사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서

울대공원 동물원에 가는 날이 너무나 즐겁다. 동물원은 공

부에 지친 내게 힐링의 장소이자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장

소가 되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가족 간의 대화

유발 등 많은 것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엔 독거노인과 장

애인에게 아주 중요한 반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

실 우리나라에 사는 동물들의 환경은 여러 선진국들에 비

해 아주 열악한 편이다. 

길거리 버려

진 동물들, 생태

실험에 처해진

가여운 동물들,

아주 좁은 우리

에 갇혀 제대로

한 번 걸어보지

도 못하고 자기

의 몸을 고기로

제공하고자 죽

을 날을 기다리

는 불쌍한 동물

들…등 너무 힘없고 가여운 동물들이 많다. 

물론 이러한 동물들을 다 살리고자 우리 모두가 채식주

의가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동물들이 사는 동

안만이라도 공포 없이, 고통 없이, 좀 더 자유를 누리며, 배

고픔이나 갈증의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자는 것이

다. 비좁은 우리에서 비위생적으로 키워져 도축되기를 기

다리는 동물들 때문에 AI, 수퍼박테리아 등 치명적인 병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질병을 막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항생제를 먹여

키우며,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동물들의 고기를 먹는 악순

환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 복지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고통

없이 죽는 동물들의 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지만

위생적인 고기를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술, 경제면에서 OECD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하였으나 동물이나 힘없는 가축들의 삶의 환

경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 다시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때

문에 맘대로 동물원을 방문할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

으면 좋겠다. 

동물원 DOCENT 활동을 기다리며

학교벽화를 그리는 ‘민석이는 예술가’

▶▶ 남 미 현 (청계초 효누리실 학교상담복지사)

“앗! 바로 이거다~”

어느 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나는 교장실로 무

조건 달려갔다.   

“교장선생님~ 특수반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참여

할 수 있는 수업이 하나 떠올랐는데 학교 벽에다 아

이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요? 아주 즐거워

하고 또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면 아주 뿌듯할 것 같

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선생님은 흔쾌히 “아, 그거 아주 좋아요!!~”

라고 하시더니 즉각 운동장으로 나오셔서 “이곳이

좋겠는데요”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 후문의 한 벽면

을 지정하여 주셨다. 

푸른솔반 아이들에게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

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길 바라면서 벽화작업 전

문가 오승은 선생님을 모셔왔다. 

마침내 벽화를 그리던 첫날, 아이들은 앞치마를 두

르고 시원하고 향긋한 봄바람을 맞으면 흰 벽에다 마

음껏 색칠을 하였다. 

아크릴에 물을 섞어서 큰 붓으로 위, 아래, 옆 할 것

없이 마음껏 색칠을 하게 했더니 칠을 하지 말아야

할 돌출 벽까지 칠을 하게 되었다. 

푸른솔반 선생님들과 나는 웃음이 나와서 “이왕지

사 이렇게 된 것 그냥 우리 다 칠해버리죠 뭐. 하하하”

했다. 이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죠 뭐, 근데 아이들

이 정말 참 잘 하네요~”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중 민석이라는 아이는 얼마나 꼼꼼하게 집중

해서 칠을 하던지 즉석에서 ‘예술가’라는 별명이 붙

여졌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작

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하나하나 완성한 그

림을 바라보노라면 참 뿌듯하다. 작업하는 과정은 힘

들어도 아이들이 벽화를 완성하고 나면 “엄마, 여긴

내가 칠했어” “친구야, 이건 우리가 같이 한거다!”라

고 자랑하는 아이들의 익살스런 표정을 떠올리니 웃

음이 절로 나왔다. 마음속으로 ‘어렵지만 시도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화 그리던 날 교정의

벚꽃이 꽃비처럼 내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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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유난히 예뻤던 대공원 벚꽃길을 추억하며

▶▶ 김 순 영 (편집위원)

나는 마당이 없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늘 산책하

는 곳을 내 마당이려니 삼고 있다. 마당에 핀 벚꽃 사

진 몇 장을 SNS에 올렸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거길

두고 윤중로가 왜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난

리다. 내 마당은 바로 대공원 호숫가 산책로다.

나는 이 길을 매일 한 두 번은 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돈다. 많을 때는 서너 번도 돈다. 그래도 항상 지

겹지 않고 심지어 새롭기까지 한다. 인상파 화가들이

왜 같은 사물을 빛이 변하는 것에 따라 열 편, 스무 편

연작을 했는지 때로는 이해가 간다. 내게도 대공원

벚꽃과 벚꽃길은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른

데 하물며 그들이야.

‘벚꽃구경’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쉽

다. 김용택 시인은 아이들에게 주변 나무 하나를 자

신의 나무로 정하게 한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매일 관찰하라고 숙제를 내준다. 그러면 아

이들의 감성이 점차 변한다는 것이다. 벚꽃 역시 화

려한 찰나만 감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가로등 불빛에 눈꽃으로 비쳐지는 벚꽃, 눈물처럼 흩

날리는 벚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생각나는 땅에

무수히 흐트러진 벚꽃잎, 이들을 놓친다는 것은 아쉬

운 일이다.

대공원 벚꽃길을 산책로로 둔다는 것은 큰 행복이

다. 벚꽃이 한참일 때는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에도,

불빛에 비친 벚꽃을 찾아 밤중에도 대공원 길을 찾기

도 했다. 과천의 좋은 점 중 하나는 길을 나서면 곧 산

책로라는 점이지 않겠는가.

벚꽃이 진다. 아쉽지만 실망스럽지는 않다. 벚꽃이

진 자리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

다. 벚꽃이 져도 나는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문을 나설 것이다.

송 현 수
(과천외고 1)

<영어로 동물 생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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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4월 25일(금) 과천사랑열려라! 취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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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해줌으로써 근로자가 빠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원스톱 취업지원 센터인 과천일자리센터를 운

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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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순미/이형도  전화번호 : 3677-2869/2833

NO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근무조건 자격요건

1 ○○아트 과천 자동차 광택기사 3명
평일 09:00~18:00, 주6일근무 
토요일 격주휴무
월 150만(경력에 따른 차등지급)

남녀 무관
관련근무경력자우대

2 ○○숯불김밥 과천 주방, 홀써빙 3명 09:00~21:00, 주 6일근무, 
월요일휴무, 월 170만~190만원

인근거주대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3 ㈜유어○○데이 과천 인터넷쇼핑몰 
전화상담 사원 2명

평일 08:30~19:00  
토요일 08:30~15:00(격주 휴무)
월 130만원

콜센터관련 상담원 

4 ㈜현○ 과천 자동차 썬팅 기술자 2명
평일 08:00~18:00, 주5일근무
한달에 한번 토요근무, 수습3개월
이후 연봉2400만원

자동차 썬팅 능숙자
인근거주자 우대

5 ○○○서비스 안양 아파트 미화원 2명 평일 09:00~16:00, 주6일근무,
토요일 오전 3시간 근무, 월 81만원 신체 건강한자

6 ○○○밥버거과천점 과천 주방 보조 3명
10:00~22:00 파트타임근무가능
(16:00~22:00)/(10:00~16:00)
주6일근무(평일휴무), 월 180만

음식점 경력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7 ㈜천하○○ 과천 생산직 사원 2명 평일 06:00~17:00, 주5일근무,
월 170만원 장기근무자 우대

8 ㈜엠티○○ 군포 생산제조사원 3명
06:00~18:00 / 18:00~06:00(주4일)
06:00~14:00 / 14:00~22:00(주1일)
월 130~160만원

인근거주자

9 ㈜아이○ 과천 유통 영업 1명 09:00~18:00 주5일근무
연봉 2500만원

3년이상 경력자우대, 관련영업
경력 필수, 차량소지자 우대

10 주식회사○○케이알 과천 조경식재원,식물관리원 1명
평일 08:00~18:00 
토요일 08:00~18:00 
연봉 1800만원

산림,원예학전공자
남녀무관

11 ○○○서비스(주) 과천 조리원 1명
07:00~17:30(수,목,금,토,일)
평일 대체 휴일
월 104만,상여금 지급

장기근무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2 ㈜○○유통 과천 영업, 배송업무 2명 08:30~18:30
주5일근무, 연봉 2000만원

운전면허 소지자
남녀무관

13 ○○엘피지충전소 과천 서비스 1명
평일 07:00~09:30 
토요일 11:00~16:00
시급 7500원

인근거주자 우대

14 ○○꽃화원 과천 꽃집 단순 종사원 1명 08:30~19:00
주6일근무, 월 13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남녀무관

15 ㈜○○안전시스템 과천 건물 보수 및 영선 1명 08:30~08:30(교대 근무)
월 140만원 관련경력자 우대

16 아모레○○특약점 과천 화장품관리 및 강사 1명 월~토 08:30~18:30
토요일 격주 휴무, 월 120만원 청년층 우대

17 ○팩토리 과천 전화 상담업무 1명 평일 09:30~18:00
주5일근무, 월 135만+인센티브

여성우대
청년층우대

18 ㈜에스엠○○ 과천 레스토랑 홀서빙 5명 월~토 09:30~20:30
월 17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19 주)○○미디어 과천 경리, 회계 1명 09:00~18:00
주5일근무, 연봉 1500만원

주부가능, 회계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20 ㈜뉴○○과천지점 과천 판매 및 진열 5명 10:00~19:00, 12:00~22:00
연봉 160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21 ○○복지요양원 안양 요양보호사 2명 09:00~09:00(시간 탄력적, 조
정가능), 월 120만원 요양보호사

22 ○○농원 과천 꽃 판매 및 관리 2명 08:00~18:00 한달에 2번 휴무
시급 5210원 인근거주자 우대

23 베스○○(주) 과천 배송 직원 2명 08:30~19:00
주6일근무, 월 16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24 ○미정 안양 음식서비스 종사원 3명 10:00~22:00(주6일, 일요일 근
무, 평일 중 1일 휴무), 월 180만원 장기근무자 우대

25 ㈜○○씨앤씨 과천 자재관리 및 배송 2명
평일 07:30~19:00 
토요일 07:30~17:00
주6일근무, 월 170만

1종 보통 운전면허

5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안내

과천시 일자리센터는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

합니다.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5. 21(수) 15:00    

•장　　소 :과천시청 대강당

•행사내용: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맞춤형 현장면접, 구

직 알선 및 구직상담 진행 

•참여기업 :5개 업체(예정)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 3677-2869, 2833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과천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

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

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

니다.

•대　　상 :접수일 현재 과천에 거주하는 취업을 준비하

는 청년층(만 30세 미만/군필자는 만 32세 미

만)   

•모집인원 :10명

•모집기간 :4. 21~5. 14

•교육기간 :5. 15~5. 29(총 18시간 교육: 집단상담 15시간

/ 개인상담 3시간)

•교육내용 :이력서 및 자기소개 작성법, 진로탐색 및 설정,

채용동향 분석, 구직계획 수립 등

※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자에 한해 소정의 참여

수당 지급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 3677-2869, 2833

위탁업체 벽산직업전문학교 031-938-4361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안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

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을 증진시킨 뒤,

집중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유형구분
- 1유형 :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취업

취약계층

- 2유형 : 최저생계비 250%이하 구직자, 청년층   

•신청안내 
- 1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 그 외 신청자는 안양지방고용센터로 직접문의

문의 : 031-463-0774~6

G-일맞춤 2014 특수용접 교육생 모집

•응시자격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만 15세 이상 남·여

•접수방법 :홈페이지http://gti.gg.go.kr 접수 또는 경기

도기술학교 방문 접수

•합격자 선정 :원서접수자 전원 면접을 통하여 선발

•교육생에 대한 특전(전액 도비)
- 교육훈련비 무료(교육·교재·실습·식비 등 일체)

- 교육훈련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 등·하교 시 통학버스 운행(학교 ↔ 병점역, 수원지역)

- 원거리 교육생 기숙사 무료 제공

- 졸업생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문의 : 031-240-4721~3

인원 교육기간 교육대상 원서접수 면접시험

20명 6.2~7.22
월~목09:00~17:30
금 09:00~15:30

4.1~5.27
5.28(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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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뿌리를 찾아서’ 수강생 모집

정보과학도서관(관장 황천수)은 청소년과 성인

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19:30~21:30) 운

영하는 인문학강좌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학문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

로 내달 8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총 8회 열린다. 

서양 학문의 근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

인 저술 《형이상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수사

학》, 《시학》을 통해 그의 고전적인 사유가 현대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통찰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다. 강사 김진성씨는 국내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

의 《형이상학》 전문을 그리스어 원전으로 번역한

학자이다.  

수강신청은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과천시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gccity.go.kr를

통해 받으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문의 : 과학문화팀 2150-3032~3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참여하세요”

정보과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이미지 제고 및 시

민의식 향상을 위해 올부터 월 1회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도서관 2층 강의실에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서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도서

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

로써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교육은 도서관 사서와 전문 외부강사가 함께

실시하며,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 및 각종 콘텐츠

이용방법 교육과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병행

하여 진행된다.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공지사항 및 참가신청은 도

서관 홈페이지(http://www.gclib.go.kr/)를 통해

안내된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12

내달 24일 ‘북 스타트 부모교육’

정보과학도서관은 오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

터 2시간 동안 지하1층 시청각실에서 ‘북 스타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2014 북 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부모교육은 올바른 육아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공

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교육에는《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육아》의 저자이자 엄마 멘토링 전

문가인 김선미 강사가 나와 부모들에게 육아 스트

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노하우를 속 시원하게 전달

할 예정이다. 육아에 지친 부모들에게 유익한 시

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 및 방법은 정

보과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gclib.go.kr

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정보봉사팀 꿈나무자료실 2150-3043~4 

2014년 상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정보과학도서관은 가족단위의 독서생활을 증

진시키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문화

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14년 상반

기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한다. ‘책 읽는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부모가 책 읽

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분

위기의 가정환경 속에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

록 하는 가족독서운동이다. 신청 대상은 2014년 1

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연체나 분실도서 없이

신청서의 가족 구성원 모두 관외대출 회원으로 대

출실적이 있는 2인 이상 가족이다. 

신청자 중 대출이 가장 많은 2가족을 선정하여

한국도서관 협회장과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장

명의의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한다. 신청기간은 5

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

서관 홈페이지http://www.gclib.go.kr를  통해

안내된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12

과천사랑 시정뉴스 132014년 4월 25일(금)

과천시는 이달부터 ‘KBS 관악산 송신소 무료

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하고 참가할 어르

신을 모집하고 있다.

관악산 자락 해발 620m에 위치한 KBS 관악산

송신소 견학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

램이다.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 4월부터 10월까

지 매주 화요일마다 1일 두 차례씩 KBS 방송관련

인력이나 물품을 수송하는 업무 전용 삭도를 타고

1시간 동안 관악산 관광 및 송신소 시설을 둘러보

게 된다. 

왕복 총 길이 2088m의 삭도에는 문화관광해설

사가 동승해 과천시 전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

행하며 송신소에 도착해서는 KBS 송신소 직원이

안내를 맡는다.

지금까지 38회에 걸쳐 1회 9명씩 총 312명의 어

르신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18주(36회)에 걸쳐 1회 9명씩 총 162명

의 어르신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어르신은 과천시노인회(504-

133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기존 참가자는 접

수할 수 없다.

김남일 문화체육과 과장은 “KBS 관악산 송신

소의 도움으로 과거에는 보안등급이 엄격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곳을 우선 거동 불편 어르신

들에게 견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악산 관광과

송신소 견학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

다”며 “과천 관내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견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과 3677-2064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 산책 떠나요~

과천시는 내달 10일과 24일 과천동과 문원동 일대에서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내달 10일

(과천동)과 24일(문원동) 토요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과천동은 선바위역 2번 출구에서 출발해 선바위미술관, 과천

지름재길, 물애비 약수터, 남태령옛길을 돌아보게 된다. 문원동 산책

코스는 부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해 대공원 나들길을 거쳐 영보수

녀원, 차천로묘역, 과천문화원 등이다. 

관내 문화유적들을 기점으로 삼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면 걷는 것이 특징이다. 가족, 이웃, 친구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회당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이다.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님

과 함께 참가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천시 문화관광팀(3677-2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 자전거 교실 중급 수강생 모집

과천시는 자전거 타기 좋은 5월을 맞이해 시민을 위한 자전거교실

을 운영한다.  이번 자전거교실은 4월 현재 교육중인 초급반 수료생과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은 시민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은 평일 성

인중급반과 주말 성인중급반 2개반이다. 

평일반은 5월 8일부터 29일까지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7회, 주말반은 5월 3일부터 24일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

시까지 총 4회 각각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

을 원하는 시민은 이달 말까지 자전거평생교육원(845-9028,

http://bikeservice.co.kr) 또는 시청 홈페이지(www.gccity.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교통시설팀 3677-2288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과천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주택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개별주택은 과

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알림마당) 또는 과천시청 세무과에서, 공동주

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과천시청 세무과에서 각

각 실시한다. 

공시된 자료는 재산세(주택) 등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

험료 등 산정기준 자료로 제공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공시대상 주

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

감정원 강남지점 또는 과천시청 세무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

스(2150-1512)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3677-2186~9

부림 1길 ‧ 3길 주정차 단속

과천시는 부림 1길과 3길 마을진입로 입구 주변을 신규 주‧정자 금

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4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부림동 39-1~3-

1(26-5)과 부림3길 4(36-7)~5(29-3)에 각각 위치한 이 구간은 길이

30m, 폭 6m 도로로서 이 구간 내 차도와 보도에서는 일체 주‧정차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부림동 마을 진입로 입구에 있는 이 구간은 평

소 무단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

다”며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

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과 주차관리팀 3677-2296

육아 완전초보교실 운영

과천시보건소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관내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

로 육아 완전초보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육아 완전초보교실은 내달 14

일부터 16일까지 3일간(14:00~16:00)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열

린다. 교육은 1일차 ‘베이비마사지와 신생아관리’, 2일차 ‘우리 아기

이유식과 아토피 관리 및 목욕법’, 3일차 ‘모유수유 및 영유아 안전관

리’ 순으로 진행된다. 관내 임산부 및 육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 과천시보건소 2150-3849

시정브리핑

정보과학도서관 소식

‘삭도 타고 KBS 관악산 송신소 견학하세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1일 2회 운영

사진은 지난 해 가을, 참가 어르신들이 삭도를 타고 관악산을

오르고 있는 모습

<索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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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년 4월 25일(금) 과천사랑아동

•일　　정 : 4. 28(화)~5. 3(토)

•장소 및 대상

- 부림 · 문원아이러브맘카페 : 과천시 만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가족

- 중앙엄마랑아이랑 :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

•참 가 비 : 무료

•신청방법 : 현장접수

•내용

※이 기간 동안 자유놀이실은 개방합니다.(비회원도 이용가능)

※교육실 프로그램은 정상 진행됩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

지www.educaregc.or.kr를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운영일시 대상 이용료 비고

영어로놀자! 
영어 스토리텔링

4.1~6.24 매주 화
(12주 과정)

10:00~10:40
10:50~11:30

24~30개월
20~25개월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각 7팀
(영 유 아1+
보호자1)

말랑말랑 오물조물
점토놀이

4.1~6.24 매주 화
(12주 과정)

15:00~15:40
15:50~16:30
16:40~17:20

24~36개월
37~48개월
49개월이상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우리아이 면역력 업! 
베이비마사지

4.2~6.18 매주 수
(12주 과정)

09:40~10:20
10:30~11:10
11:20~12:00

7~10개월
5~8개월
2~5개월

36,000원(12주분)
타올, 오일 또는
로션 준비

몸도 마음도 쑥쑥! 
아이 쑥쑥 체육

4.2~6.18 매주 수
(12주 과정)

15:00~15:40
15:50~16:30
16:40~17:20

20~26개월
27~40개월
41개월이상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4.3~6.19 매주 목
(12주 과정)

10:00~10:40 24~36개월
36,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4.4~6.27 매주 금

(12주 과정)
10:00~10:40 37~48개월

배우고 이야기하는
베베뮤직 톡톡

4.3~6.19 매주 목
(12주 과정)

14:00~14:40 
14:50~15:30  
15:40~16:20
16:30~17:10

6~12개월 
6~12개월
13~18개월
19~28개월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신나는 몰펀세상
4.4~6.27 매주 금

(12주 과정)

15:00~15:40
15:50~16:30
16:40~17:20

36~45개월
46~54개월
55개월이상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부림아이러브맘카페

•장소 : 부림아이러브맘카페 교육실

※홈페이지 가입후 육아지원프로그램 신청

문의 : 부림아이러브맘카페 6959-2646

프로그램 운영일시 대상 이용료 비고

와글와글 퍼포먼스
미술

4.1~6.24 매주 화
(12주 과정)

13:30~14:10
14:20~15:00
15:10~15:50

18~24개월
25~32개월
33~38개월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각 5팀
(영 유 아1+
보호자1)

유리드믹스
4.2~6.18 매주 수

(12주 과정)

13:30~14:10
14:20~15:00
15:10~15:50

6~11개월
12~18개월
19~28개월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4.7~6.30 매주 월
(12주 과정)

13:30~14:10 24~36개월
36,000원(재료비
포함, 12주분)4.3~6.19 매주 목

(12주 과정)
15:50~16:30 37~48개월

몸도 마음도 쑥쑥! 
아이 쑥쑥 체육

4.4~6.27 매주 금
(12주 과정)

13:30~14:10
14:20~15:00
15:10~15:50

13~19개월
20~26개월
27~40개월

84,000원(재료비
별도, 12주분)

문원아이러브맘카페

•장소 : 문원아이러브맘카페 교육실

※홈페이지 가입후 육아지원프로그램 신청

문의 : 문원아이러브맘카페 6959-2645

•이용대상 :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6세 미

만 취학 전 영유아의 자녀를 가진 시민

•이용방법 : 연회원 등록은 장난감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

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연

회비(개인10,000원)를 납부하시면 회원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용일시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주민번호 인증 → 회원가입 약관동의 → 회원가입 입력

• 대여 회원가입 : 서류지참 센터방문 → 연회비 납부 → 카드발급

• 위치 :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3층

문의 : 부림아이러브맘카페www.toygc.or.kr, 6959-2646

구분 이용일 대여기준 비용 비고

개인
회원

화
~
금

1회 10:30~11:30 1회 2점, 7일간 대여 자동
연장 1회(7일), 최대 14일
사용

연회비 
10,000원

월,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2회 14:00~16:00

구분 부림아이러브맘카페 문원아이러브맘카페 중앙엄마랑아이랑

4. 28(월)
4. 29(화)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나무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4. 30(수)
5. 2(금)

페이스페인팅, 스케치북 꾸미기
우리 아이에게 바라는 소망나무 페이스페인팅

스케치북 꾸미기
5.3(토) 스크린동화 -

아이러브맘카페 육아지원 프로그램

장난감도서관 오픈

•대　　상 :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천시민

•이 용 료 : 30,000원(추가 검사비가 발생된 경

우 이용자 부담)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educaregc.or.kr →

아이러브맘카페 → 부림아이러브맘카페 → 상

담실 사전예약

- 홈페이지신청  → 담당자와 유선으로 신청

확인 → 상담비 입금 → 검사지 수령 및 작

성 → 신청완료 → 예약일에 내방하여 상담

실시 
※상담은 최소 1~2주 전에 신청,   홈페이지 신청 후 최소 1주일 전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 검사

지를 수령 후 제출해야 신청완료.

상담실 운영

•사진접수 : 4. 22(화)~5. 19(월)

•접수방법 :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eaja.or.kr)

로그인 후 접수

•대　　상 :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어린이집

•사진주제 

•수상자 발표 : 6. 5(목)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eaja.or.kr)

•시 상 식 : 7. 16(수) 15:00 서울시민청 태평홀

•전시기간 및 장소 : 7. 16(수)~20(일) 서울시민청 활짝라운지

※자세한 내용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eaja.or.kr)를 통해 안내해 드립

니다.

문의 :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www.educaregc.or.kr

제6회 행복한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식

구분 비고

부모
탄생 : 임신, 모유수유, 산후조리, 백일, 돌 등 탄생 전후의 아기와 부모 모습

성장 : 1~7세 영유아기의 성장기 사진, 조부모양육, 아버지양육 등

어린이집 교사와 영유와의 상호작용, 일과내 보육활동,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교사의 자유로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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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박물관 소장 추사 친필 편지

는 총 26점이다. 이 가운데 두 동생

에게 보낸 편지 13점, 권돈인과 민

태호에게 보낸 편지 6점, 이상적에

게 보낸 편지 4점 등 23점은 2010

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4호로

지정되었다. 이 외에 제주 유배 시

절에 보낸 편지 3점도 있다. 

민태호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

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과천시절

말기에 어린 조카를 자상하게 가

르치는 내용과 70의 나이에도 끊

임없이 정진하는 추사의 학구열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글

씨 또한 추사체의 대표적인 글씨

이다.

지난 3월부터 4월에 거쳐 9회 동안 진행된

추사박물관 유아단체 프로그램‘옛날옛날 추

사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가 성황리에 마

무리되었다. 아이들도 신나고 과지초당이 들

썩였던 이 교육은 하반기에 8회 더 추가 진행

될 예정이다.

추사박물관 소장유물 소개 1

과천사랑 시정뉴스 152014년 4월 25일(금)

추사박물관 소식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 열세 번째 이야기

대상자가 다니는 교회의 한 성도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 아파

트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 만난 대상자의 모습에서 ‘뭔가 심각

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떨어진 속눈썹은 얼

굴에 붙어 있었고, 머리는 마치 폭탄을 맞은 듯했고 입에서는 악

취가 날 정도로 비위생적인 모습이었다. 본인도 이런 모습이 마

음에 걸렸는지 우리를 만나자마자 “제가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

에요. 일을 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2달 전(2013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이혼 후 혼자서 아이 둘(고1, 고3)을 키우는 한 부모 가장이었

다. 2달 전까지 3년 동안 귀농귀촌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나

름대로 전문 직종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남겨놓

은 수억원대의 빚이 대상자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남편은 파

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대상자의 급여가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

게 되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한다.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되었다는 대상자. 점차 자신

은 물론이고 가정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해 급기야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줄 것을 통보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

실을 인식한 것 같았다.

이에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대상자 가정을 위기가정으로 인

식하고 사례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결과 우선 대상자가 당면한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이 모아졌다. 이와 관련 센

터는 대상자의 일자리 제공

과 우울치료에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통한

조건부 수급지정 후 생계비

지원에 나섰다. 또 일자리

연계를 통해 직업도 찾아

주었다. 

그러나 대상자는 출근한 지 이틀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예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예전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비

위생적인 모습으로 잠만 자면서 지냈다. 둘째딸의 중학교 졸업

식과 고등학교 배정 등 자녀와 관련된 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말이다. 자연적 엄마(대상자)를 향한 자녀들의 불만도

커져만 갔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도 대상자의 경제적인 지원보

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중점을 두어 사례관리를 하는 쪽

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무렵 대상자의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다. 1주일 동안 네 차

례나 방문을 시도했지만 겨우 한 번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했다. 그렇게 두 달을 힘겹게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상자의 입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드디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

다. 빛이 없는 암흑 같은 대상자의 삶에 한 줄기 빛을 선사한 것

은 다름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대상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며칠

후 대상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약을 먹었더니 정

말 좋아졌어요. 오늘 아는 언니와 목욕을 가기로 했어요.”

현재 대상자는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고 있

으며 자녀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등 예전처럼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엄마의 변화된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젠 처음 사례관리를 진행할 당시 자신들의 삶이 노출되

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민과 미래를 같

이 의논하고 고민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되었다. 

자녀들과도 가끔 전화로 안부와 농담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고 있다. 대상자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엄마로서 우울증

과 맞서 싸우면서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대상자로부터 “빨리 병이 나아서 엄마 역할을 잘 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사례관리사들은 큰 보람을 느낀다.

‘추사가 보낸 편지’를 주제로 한

‘2014 상반기기획전’ 개막식 및

학술대회가 지난 1일(화) 오후 2시

30분, 추사박물관 지하1층 로비와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추사의 편지는 붓글씨로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참신함과

문학성을 드러내주는 좋은 자료이

다. 오는 5월 31(토) 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추사가

쓴 ‘두 동생에게 보낸 편지 모음’

등 40점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토) 오후 2~5시

추사박물관 휴게실에서 열린 상반

기 학술대회에는 추사를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60

여명이 참석하여 추사 학술 향연

을 펼쳤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현권 박사

(한국미술사, 문화재청)와 ‘세한도

- 천 년의 믿음, 그림으로 태어나

다’를 지은 추사 연구의 권위자 박

철상 선생(고문헌 연구가)가 참석

해 ‘전통의 계승, 추사의 초기 서

화(書畵)’와 ‘추사 김정희 간찰의

정리방안 모색’에 대해 각각 발표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상엽 박사(한국미술사, 문화재

청)의 사회로 허홍범 학예연구사

(추사박물관)와 백승호 교수(국문

학, 한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상반기 기획전 및 학술대

회는 추사 편지의 중요성을 알리

고, 그 정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모

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하

기 어려운 추사 친필 편지를 관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 상반기 기획전 및 학술대회 개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주말 온가

족이 함께 추사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

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공예체험을 제공한다. 

•시간 : 10:30~12:50(140분)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20명 내외)

•신청 : 과천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주말 교육프로그램 

 

구분 교육일 교육주제 장소

2차 5.17(토)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4,000원

3차 6.21(토)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3,000원

4차 7.19(토) 선비향기가득 미니병풍 만들기 2,000원

유아단체 교육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 및 과천 시민의 문

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시간을 연

장한다. 

연장 운영 중에는 전시관람 및 상설체험이 가능하

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2회씩

추가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기간 : 5.9(금)~27(금) 매주 금요일

•시간 :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시간 : 1회 18:30, 2회 19:30

매주 금요일… 21시까지 운영

지난 5일 추사박물관 휴게실에서 열린 ‘2014 상반기 학술대회 발표회’ 모습

<민태호에게 보낸 편지 4 번역>

[겉봉] 매동(梅洞)에 답함. 과천에서
매동에 답함

산촌의 비가 아침에 개었으니, 아마도 북엄(
: 북악 부근)의 온갖 꽃망울이 다 터져 나왔을
듯 싶구나. 비가 옷을 적시던 일이 눈에 선하고
옛 이끼에 나막신 자국 박히던 것도 떠오르는
데 때마침 보내온 편지를 받으니, 이 마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루 감내할 수 없구나. 
<범사도 >를 이렇게 보내주니 노안(老眼)
이 번쩍 뜨인다. 이걸로 한동안 무료함을 달랠
수 있겠구나.

『예운(隸韻)』은 처음 예서를 배우는 자들이 결
코 입문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필력이
익숙해져서 세인(世人)의 평가를 받은 다음, 해
당 글자가 없어 글자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경우
에만 어쩔 수 없이 펼쳐보고 결함이 있는 편방
(偏旁)을 메우며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

『예변(隸辨)』은 초발심(初發心)을 계도할 수 있
는 자료인데, 지금 찾으려 해도 책 더미들 속에
들어있는데다 둘째 아우가 많이 아파서 쉽게
손을 대 찾을 수 없으니 참 안타깝구나. 그럼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인다.       과숙(果叔)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울증 주부 마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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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회관 공연 안내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

5.9~5.10 양일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갖는다. 가족발레‘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롤’의 원작 소설 ‘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를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스 전의 참신한

해석과 잘 알려진 동화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

성과 몸동작으로 어린이와 어른, 발레 입문자도 쉽게 즐

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이번 작품 구성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시공간의

변화와 다양한 특수효과 그리고 클래식 음악 및 현대음

악, 테크노 음악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음

악선곡이 관객들을 빠르게 작품 속으로 몰입시킨다. 

앨리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재현한

환상의 무대와 숨은 의미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

실과 비현실을 오가며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앨리스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대 위에 펼쳐져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또한 각종 미디어매체에 익숙한

어린이관객들을 위해 소설 속 토끼 굴 대신 TV속 이상

한 나라로 빨려 들어가는 설정으로 어린이관객이 몰입

하고 공감하도록 하였다. 

•공연일시 : 5. 9(금) 19:30~5.10(토) 17: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공연티켓 : 전석 15,000원(과천시민할인 전석 10,000원) 

2011~12,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컴맹에서 탈출하여 자신감을 갖자!!
5~6월 시민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 4월15일

까지 5~6월 ‘시민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정보를 공유하

고 정보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엑셀파워포인트, 문서활용과취업서류, 블로그관리및사진

편집, 왕초보, 스마트폰활용, 기본작업이해와문서활용,

ITQ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세대간의 장벽을 허물며 모

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니어반

(60세이상)도 모집한다.

•모 집 기 간 : 4. 1(화)~15(화) 
•당첨자발표 : 4. 16(수)
•수강생입금 : 4. 16(화)~21(월) 
•1차추가모집 : 4. 22(화)~25(금) 
•접 수 방 법 : 인터넷접수(http://www.gcede.go.kr 과천시평

생학습통합시스템) 
•모 집 강 좌 : 엑셀파워포인트, 포토샵블로그, 문서활용, 스마

트폰, 왕초보, 시니어반, 기본작업이해, ITQ 파워
포인트 자격증반 등 

문의 : 500-1213

모집합니다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의 매달

관객에게 다양한 음악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룻바닥 음악회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가 가

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화려한 기교와 음악성으로 국

내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찬사와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의 연주회를 갖는다.  

미국 유학시절 워싱턴포스트로부터 ‘정경화 이후 가

장 장래가 촉망되는 연주자’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콩쿠르를 우승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91년부터 94년까지 퀸엘리자베스, 차이코

프스키 국제콩쿠르 등 세계유수의 콩쿨을 연이어 입상

하였다. 

세종솔로이스츠와 금호현악사중주단으로 세계각국

의 음악페스티벌에 초청되어,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

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홍

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하였다. 

현재 휴스턴 음대와 서울대 음대의 부교수로 재직하

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피아니

스트 유미강이 함께하여 드뷔시, 생상, 라벨의 작품을

통해 관객에게 화려함과 열정적인 바이올린의 팔색조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  

•공연일시 : 5. 29(목) 19: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150석 한정, 과천시민할인 5매
까지 전석 15,000원) 

세계가 인정한 국가대표 바이올리니스트!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5 <이경선 바이올린 연주회>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가 2014년

도 ‘극장에서 쓰는 희곡’ 수강생을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 

‘극장에서 쓰는 희곡’은 과천시민회관과 상주단체인 극

단 모시는사람들과 함께 진행되는 예술 강좌 프로그램으로

극작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심화과정을 통해 극에 대한 창작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반 1개, 청소년반 1개, 성인반 3개 등

총 5개 반으로 운영된다.  성인기초반과 어린이읽기반은 5

월에서 7월까지, 나머지 3개 반은 8월말부터 12월 초까지

각각 진행된다. 수업은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

강사진(극작가, 배우, 연출가, 교수)과 함께 희곡의 소재 개

발부터 창작과 낭독회 및 희곡집 제작 등으로 구성된다. 

평소 극작이나 시나리오 창작 등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했던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이

다. 또 아이들에게는 희곡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

고 듣고 체험할뿐더러 아이들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해 다

양한 방법으로 희곡을 읽어봄으로서 감수성과 표현력, 자

신감을 기르게 해주고 창의력을 키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별 담임 강사 프로필>
•성인 기초반 - 강사 윤조병 : 성인기초, 심화반(극작가, 한국예

술종합학교 극작가 교수), 1981년 동아연극상, 2009년 아시테
지 연극상 수상
- 주요작품 : 농토, 농녀, 모닥불 아침이슬, 이름없는 별, 아버

지의 침묵 외 
•어린이 읽기반 - 강사 김정숙 : 어린이, 청소년, 성인 읽기반

(극단모시는사람들 대표, 극작가, 연출가), 2003년 동아연극상
희곡작가상 · 2011년 한국여성연극인협의회 연출가상 수상
- 주요작품 : 강아지똥,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블루사이

공, 숙영낭자전 외 
•모집기간 : 3. 20(목)~5. 6(화)
•수강기간 : 5. 7~7. 23 매주 수(12회)
•접수방법 : 공단홈페이지(www.gccs.or.kr) 

수강신청→문화강좌→극장에서 쓰는 희곡(선착순)
•모집안내

•장소 : 어린이 읽기반-과천시민회관2층 어울림방
성인 기초반-과천시민회관2층 세미나실

문의 : 500-1213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6.5~6.15, 10일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극단모시

는사람들 25주년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들풀Ⅱ’를 진행한다. 

20년 전 초연되어 평단과 관객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뮤지컬 ‘들풀’, 그 당시 들풀을 함께 만

든 작가 김정숙과 연출가 권호성이 다시 한 번 20년 전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을 전하고자 한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는 이번 공

연은 그 당시 가장 치열했던 ‘우금치전투’를 배경으로

치열한 삶을 산 인물들과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를 아름

다운 노래와 무대를 통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작품들과는 차별화

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인물과 사건들이 현

장감 있고 생생하게 무대 위에 펼쳐진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연주활동 중인 작곡가 양승환과

뮤지컬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뮤지컬스타 박영수,

문혜원, 안덕용 등과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배우들이 함

께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일시 : 6. 5(목)~15(일) 평일 20:00, 주말 15: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공연티켓 : 전석 30,000원(과천시민할인 전석 21,000원) 

과천시민회관 상주단체, 극단모시는사람들 25주년 기념공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뮤지컬 <들풀Ⅱ>

내 인생의 작가는 바로 ‘나’
극장에서 쓰는 희곡 수강생 모집

공연문의 500-1213

프로그램 수강시간 대상 및 인원 수강료

어린이 읽기반 15:00~16:30 15명 (초 4~6학년) 30,000원

성인 기초반 19:00~21:00 15명 (성인)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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