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200개가 넘는 기 자치단체 가운데 과천만큼 사전국의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과천만큼 사

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 는 도시도 드물다. 과천은  농사짓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도 드물다. 과천은  농사짓

는 사람들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식당들는 사람들도 있고, 큰 기업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식당들

도 많고 예 가들도 있다. ‘  여문 밤’이랄까 작지만 도 많고 예술가들도 있다. ‘잘 여문 알밤’이랄까 작지만 알

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블 이크의 시구(차다.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구(詩句) ‘한 송이 들) ‘한 송이 들

꽃에서 천국을 다’에서 ‘천국’이란 글자를 ‘과천’으로꽃에서 천국을 본다’에서 ‘천국’이란 글자를 ‘과천’으로

바꿔 써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바꿔 써도 괜찮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이는 여인국 시장이 지  2002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이는 여인국 시장이 지난 2002년 민선 3기부터 5기까지

과천시 캐치프 이즈를 ‘ 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과천시 캐치프레이즈를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정하고 노력해  공로가 크다. 그는 12년간 과천을 살면정하고 노력해 온 공로가 크다. 그는 12년간 과천을 살면

살수  행복이 껴지는 도시로 만드는 데 자기 있는 힘을살수록 행복이 느껴지는 도시로 만드는 데 자기 있는 힘을

다 써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 써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천시 하면 으  ‘최고’와 ‘최 ’ 등 최상  수식어가과천시 하면 으레 ‘최고’와 ‘최초’ 등 최상급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도 과천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공따라 붙는 것도 과천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이 되었다. 공

신력 있는 부 평가기관들도 ‘지방자치 경쟁력을 춘 지신력 있는 외부 평가기관들도 ‘지방자치 경쟁력을 갖춘 지

속가 한 혁신도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환경속가능한 혁신도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 ‘도시’, ‘WHOWHO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 ‘수  은 문가 공인한 국제안전도시’, ‘수준 높은 문

화 예 도시’ 라고 과천을 이 평가해 왔다. 과천은 이화·예술도시’ 라고 과천을 높이 평가해 왔다. 과천은 이

제 ‘ 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실히 시민들의 릿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로 확실히 시민들의 머릿

속에 각인되어 렸음이 분명하다. 속에 각인되어 버렸음이 분명하다. 

시민 주거체감 만족도 매회 90% 넘어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3~4년마다 한 씩 실시하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3~4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

고 있는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주거 체감 만족고 있는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주거 체감 만족

도가 2005년 90.4 , 2008년 89.3 , 2012년 90.3 로 도가 2005년 90.4%, 2008년 89.3%, 2012년 90.3%로 매

회 90  안팎에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  서베이 조회 90% 안팎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울 서베이 조

사에서 나타  서 구와 강 구의 주거체감만족도 62사에서 나타난 서초구와 강남구의 주거체감만족도 62%

와 68.9 에 비해 월등히 은 수 이다. 와 68.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뿐인가. 2009년 조선일보사 경제 거진 <이 노미이뿐인가. 2009년 조선일보사 경제매거진 <이코노미플

러스>가 국내 최 로 문화경영연구원 러스>가 국내 최초로 문화경영연구원 CMNCMN과 공동으로과 공동으로

조사한 ‘도시명성지수(조사한 ‘도시명성지수(CIRCLECIRCLE)’ 조사에서도 ‘살기 고)’ 조사에서도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 1등 도시’로 선정돼 주 을 받 다. 과살고 싶은 대한민국 1등 도시’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과

천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계속해서 과천에 살고 싶어 하는 강천에 살고 있는 주민이 계속해서 과천에 살고 싶어 하는 강

한 착과 행정 자치에 대한 은 신뢰도가 과천시의 도시한 애착과 행정 자치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과천시의 도시

명성지수를 여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성지수를 높여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 지켜
여인국 과천시장의 공  이행도 역시 3~5기 평균여인국 과천시장의 공약 이행도 역시 3~5기 평균

95.6 로 다. 민선 3기엔 69개 사업 중 68개를, 민선 4기95.6%로 높다. 민선 3기엔 69개 사업 중 68개를, 민선 4기

엔 70개 사업 중 66개를 이행했다. 민선 5기에 들어서도엔 70개 사업 중 66개를 이행했다. 민선 5기에 들어서도

81개 사업 중 76개를 완료하는 집 과 기량을 발휘했다.81개 사업 중 76개를 완료하는 집념과 기량을 발휘했다.

과천시민들도 이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과천시민들도 이런 평가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로 인해 과천시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한국 니페이로 인해 과천시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한국매니페

스토실천 부와 률소비자연맹 등 국내 공신력 있는 시스토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 등 국내 공신력 있는 시

민 단체 기관으로부터 공  이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민 단체 기관으로부터 공약 이행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영예를 안 다. 되는 영예를 안았다.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토대 구축
여인국 시장이 역 을 둔 5대 시정방침은 전국 최고의 교여인국 시장이 역점을 둔 5대 시정방침은 전국 최고의 교

육도시, 적하고 푸  환경, 복지 문화 행복도시, 활력육도시, 쾌적하고 푸른 환경, 복지·문화 행복도시, 활력

있는 첨단도시, 장중심의 소통행정 등이다. 그는 이 시정있는 첨단도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등이다. 그는 이 시정

방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방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시정 전 에 걸  과천시의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과천시의

행정이 한  업그 이드 되었고 시정 각 분야에서 다  지행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고 시정 각 분야에서 다른 지

자체들이 배 만한 모범을 세 왔다. 자체들이 배울만한 모범을 세워왔다. 

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3대 프로젝 의 집중적이고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3대 프로젝트의 집중적이고

멈춤 없는 추진을 통해 안한 세수 보 문제를 해 하고멈춤 없는 추진을 통해 불안한 세수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고한 기과천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

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과천 하면 ‘대한민국 속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과천 하면 ‘대한민국 속

의 과천’이 아니라 ‘세계 속의 과천’으로 우뚝 설 도 의 과천’이 아니라 ‘세계 속의 과천’으로 우뚝 설 날도 머

지 은 것 다.지않은 것 같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과천시정소식
발행처 과천시 ㅣ 편집 과천시청 기획감사실 ㅣ 주소 427-714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ㅣ 대표전화 02)502-5001~6 ㅣ 팩스 02)2150-1530 ㅣ 홈페이지 www.gccity.go.kr

2014. 05. 25 Vol. 280

06June

과·사·만·평

민선 3 · 4 · 5기 과천시정을 돌아보니 

12년간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으로
과천시민 주거 체감 만족도 2012년 90.3%로 서초 · 강남과 비교해 월등

2~3면 민선 3·4·5기 분야별 주요성과

4~5면 12년간 과천지역 살림 마치고 퇴임하는

여인국 과천시장의 소회

지
면
안
내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과천(위)에서 시민들이 ‘과천축제’(아래)를

즐기고 있다.

알
림

이번 6월호 <과천시정소식지>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5일부터 배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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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명문도시에 속한다. 여기엔과천시는 전국 최고의 교육명문도시에 속한다. 여기엔

지  12년간 여인국 과천시장의 ‘교육’에 대한 신 과 지난 12년간 여인국 과천시장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열

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시 한 안들을 해 하다가도 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다가도 짬

만 나면 ‘교육’이라는 화 를 끌어내 과천을 대한민국 최만 나면 ‘교육’이라는 화두를 끌어내 과천을 대한민국 최

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초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이 과 민선 4기가 범되던 2006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이 결과 민선 4기가 출범되던 2006년 7월 전국 지자체 최

로 ‘교육지원과’가 신설 고 과천시 교육지원사업도 초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됐고 과천시 교육지원사업도 두

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학교환경개선사업과 신개  방과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학교환경개선사업과 신개념 방과

후 교실, 학부모 보조교사, 학생 1인 2 기, 학 문고, 어학후 교실, 학부모 보조교사, 학생 1인 2특기, 학급문고, 어학

및 해 연수, 교사 동아리 운영 등 타 지자체와는 화된및 해외연수, 교사 동아리 운영 등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교육지원 사업이 봇물 럼 쏟아 기 때문이다. 교육지원 사업이 봇물처럼 쏟아졌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부터 수학 력평가 전 영역에서 과천시가 상2012학년도부터 수학능력평가 전 영역에서 과천시가 상

위권을 지했으며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수 이 상위권으위권을 차지했으며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수준이 상위권으

로 비슷해 다. 어  학교에 배정돼도 만을 토로하는 일로 비슷해졌다. 어느 학교에 배정돼도 불만을 토로하는 일

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도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관내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

학률도 덩 아 가 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우수 대학 합학률도 덩달아 증가됐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우수 대학 합

격자수가 크게 늘어  것은 물 이다. 학교경쟁력을 강화격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이다. 학교경쟁력을 강화

하고 명문고 육성 및 지역 교육환경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하고 명문고 육성 및 지역 교육환경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

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학교 밖 교육환경도 크게 아 다. 2007년 청소년수련학교 밖 교육환경도 크게 좋아졌다. 2007년 청소년수련

관과 2012년 문원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관과 2012년 문원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기 을 공고히 했다. 히 청소년수련관 내 영어체 장인기반을 공고히 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내 영어체험장인

글리시 타운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체  활동잉글리시 타운을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체험 활동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 도시 어학연수와 영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매도시 어학연수와 영어

경시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국제화시대 글로  인재로경시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을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힘썼다.육성하고자 힘썼다.

“과천에서 오랜 기간 장사하다 보니 다  도시들보다 복“과천에서 오랜 기간 장사하다 보니 다른 도시들보다 복

지가 참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 요. 여기다 대문 밖만지가 참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다 대문 밖만

나가면 무료로 이용할 곳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널려나가면 무료로 이용할 곳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널려

있어 하 라도 빨리 과천으로 이사오고 싶습니다.”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천으로 이사오고 싶습니다.”

서 에 살면서 양동 중심상가지구에서 음식 을 운영서울에 살면서 별양동 중심상가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는 어  사장의 말이다.하고 있는 어느 사장의 말이다.

그렇다. 과천시의 복지체계는 촘촘하고 빈틈이 없다. 노그렇다. 과천시의 복지체계는 촘촘하고 빈틈이 없다. 노

인복지기금 50  원을 비롯해 장 인복지기금 30  원, 보인복지기금 50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복지기금 30억 원, 보

복지기금 30  원, 여성발전기금 30  원 등 복지수혜자훈복지기금 30억 원, 여성발전기금 30억 원 등 복지수혜자

 복지기금이  조성돼 있다.  별 복지기금이  조성돼 있다.  

2007년 여성비전센터가 음 문을 었으며 2010년 노2007년 여성비전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10년 노

인복지관을 한 데 이어 2011년 장 인복지관 및 합인복지관을 증축한 데 이어 2011년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

회관을 개관했다. 2013년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 장회관을 개관했다. 2013년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중증장

인 자 생활지원센터까지 오픈하면서 과천시는 ‘복지행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까지 오픈하면서 과천시는 ‘복지행

정의 상스’를 실 하기에 이 렀다. 이중 여성비전센정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중 여성비전센

터는 그 이스 텔 6 에서 지  3월 개관한 ‘가족여성터는 그레이스호텔 6층에서 지난 3월 개관한 ‘가족여성플

라자’로 이전하면서 여성 일자리  등 한 원 은 여라자’로 이전하면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한 차원 높은 여

성아동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성아동 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일시보육시설 ‘엄마  아이 ’을 시민회관 2  한 곳에일시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시민회관 2층 한 곳에

서 과천문화원 1 과 문원도서관, 부림동 가족여성 라자서 과천문화원 1층과 문원도서관, 부림동 가족여성플라자

3  등 모  4곳으로 충하기도 했다. 시 어 이집 역시3층 등 모두 4곳으로 확충하기도 했다. 시립어린이집 역시

2006년과 2014년 문원 어 이집과 부림 어 이집을 각각2006년과 2014년 문원 어린이집과 부림 어린이집을 각각

장 했으며 2007년과 2012년 주암 어 이집과 공원마을확장 했으며 2007년과 2012년 주암 어린이집과 공원마을

어 이집을 새로 지었다.어린이집을 새로 지었다.

노인들의 대 적인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인 경로당 역시노인들의 대표적인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인 경로당 역시

기존 28개소에서 31개소로 충함으로써 노인들이 행복하기존 28개소에서 31개소로 확충함으로써 노인들이 행복하

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힘썼다. 아 러 주간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썼다. 아울러 주간

보 센터 충, 65세 이상 어 신 치 조기검진 전수조사,보호센터 확충, 65세 이상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수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을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장수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해피 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 을 병행해  응을위한 해피워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얻고 있다.

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보 명예수당과 의료비,또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과 의료비,

장제비 등 각  수당을 실화했다.장제비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했다.

과천만큼 놀 거리,  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도 드과천만큼 놀 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도 드

물다. 시민들은 봄이면 ‘과천토요예 무대’를, 여 이면 ‘과물다. 시민들은 봄이면 ‘과천토요예술무대’를, 여름이면 ‘과

천 대야 페스티 ’을, 가을이면 ‘과천 제’를 기 하고 기천 열대야 페스티벌’을, 가을이면 ‘과천축제’를 기억하고 기

다 다.  평상시엔 문화도시 과천의 위상을 여주는 추사다린다. 또 평상시엔 문화도시 과천의 위상을 높여주는 추사

박물관과 과천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 등에서 다양한 문박물관과 과천문화원 및 경기소리전수관 등에서 다양한 문

화혜 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화혜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 해 개관한 추사박물관은 추사 정희 선생의 재조명지난해 개관한 추사박물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재조명

사업을 통해 과천이 추사연구의 요람으로서 문화도시의 위사업을 통해 과천이 추사연구의 요람으로서 문화도시의 위

상을 제고하는 과천의 대 적인 문화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상을 제고하는 과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8 인 줄타기 예 보유자200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인 줄타기 예능보유자

대균 선생을 과천으로 모셔와 체계적이고 꾸 한 전 활김대균 선생을 과천으로 모셔와 체계적이고 꾸준한 전승활

동을 한 과, 줄타기를 2011년 유 스  인 무형 유 에동을 한 결과, 줄타기를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유산에

등재시 는 성과를 거 기도 했다.등재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히 해마다 리는 ‘과천 제’는 2010년 대한민국 유특히 해마다 열리는 ‘과천축제’는 2010년 대한민국 유

망 제로 선정된데 이어 2011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를 대망축제로 선정된데 이어 2011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를 대

하는 10대 제로 꼽혔다. 표하는 10대 축제로 꼽혔다. 

주말  없는 문화거리, 문화예  상설화 사업, 과천 토요주말 차 없는 문화거리, 문화예술 상설화 사업, 과천 토요

예 무대, 대야 페스티  ‘통기타와 영화의 만 ’, 시민예술무대, 열대야 페스티벌 ‘통기타와 영화의 만남’, 시민

의  기  콘서 , 수요경마극장,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등의 날 기념 콘서트, 수요경마극장,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 등

크고 작은 제를 개최,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상 고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 도심 곳곳에서 시민들이 항상 고품

격 문화와 예 을 접할 수 있도  하는 노력을 꾸 히 펼격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

커다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커다란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다. 

한 바라만 봐도 가슴이 탁 이는 관문체육공원에 시또한 바라만 봐도 가슴이 탁 트이는 관문체육공원에 시

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내체육관을 2010년 건 했으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내체육관을 2010년 건립했으며

2005년엔 문원체육공원과 주암체육공원 등 생활체육공간2005년엔 문원체육공원과 주암체육공원 등 생활체육공간

을 충해 시민들이 건강한 을 영위할 수 있도  했다. 을 확충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관악 , 청계 과 은 녹지가 시 전체 면적의과천시는 관악산, 청계산과 같은 녹지가 시 전체 면적의

85 를 이 는 등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 는 최적의 85%를 이루는 등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친

환경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07년 도심 한복판을 가환경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07년 도심 한복판을 가

로지 는 양재천 복개 콘크리  구조물을 거둬내고 시민들로지르는 양재천 복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거둬내고 시민들

에게 수공간을 제공한 도 빛나는 업적이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한 점도 빛나는 업적이다.

더욱이 양재천 복원은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이더욱이 양재천 복원은 생활 속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이

어져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의를 제공하고 있어져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 부림교에서 서  한강까지 릴다. 자전거를 타고 양재천 부림교에서 서울 한강까지 달릴

수 있는 것도 양재천 덕분이다.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시수 있는 것도 양재천 덕분이다.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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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복지 · 환경 · 문화 등 분야 별로

교육

민선 3·4·5기 분야별 주요 성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육성

복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실현

문화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 구축

환경
쾌적하고 늘 푸른 환경 조성

전국 지자체 최초 ‘교육지원과’ 신설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 각종 수당 현실화

시립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및 확충

장애인복지관·가족여성플라자 등 개관

추사박물관으로 문화도시 과천 위상 제고

실내체육관 건립 등 건강도시 과천 조성

❶ 과천 토요예술무대 ❷ 잉글리시타운 ❸ 가족여성플라자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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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자전거 타기 교육과 시민 자전거보  가입, 자전거 거치민 자전거 타기 교육과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거치

대 설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자대 설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자

전거 활성화 사업들도 함께 추진 다. 전거 활성화 사업들도 함께 추진됐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 되던 2007년 8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2007년 8

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 로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간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부·경기도·과천시간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을 체 하고 저‘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저

탄소 녹 성장도시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탄소 녹색성장도시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KTKT사옥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오픈하고 전국사옥에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오픈하고 전국

최 로 ‘개인탄소배 권 할당제’와 실가스 감  시범아최초로 ‘개인탄소배출권 할당제’와 온실가스 감축 시범아

(8단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저탄파트(8단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에 저탄

소 녹 생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이 에도소 녹색생활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꽃과 나무 100만 그  심기사업을 펼  도심 곳곳에 꽃과꽃과 나무 100만 그루 심기사업을 펼쳐 도심 곳곳에 꽃과

숲이 어우러진 적하고 아 다운 도시로 가꾸었다. 숲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었다. 

2003년 갈 동에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도심 속2003년 갈현동에 야생화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도심 속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을 사람중심의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내 곳곳을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과천숲  걷고 싶은 거리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과천숲길 걷고 싶은 거리

13개 스’와 관악  둘  조성,  개통 등 도보 테13개 코스’와 관악산 둘레길 조성, 삼남길 개통 등 도보 테

마 스를 개발했다. 마코스를 개발했다. 

과천시는 2008년 5월 ‘어 이가 안전한 도시’를 선포하과천시는 2008년 5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선포하

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정 을 수행했다. 이 과 2009년 행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정책을 수행했다. 이 결과 2009년 행

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2013정안전부로부터 ‘한국형 안전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2013

년 년 WHO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을 거 줬다. 로부터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줬다. 

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방범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이와 관련해 과천시는 방범취약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

범용 범용 CCTVCCTV 469대(2013년말 기 )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를469대(2013년말 기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할 수 있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할 수 있도록 ‘CCTVCCTV통합관제센터’통합관제센터’

를 구 해 운영하고 있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부림동 단독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은 물  수해 침수 우부림동 단독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은 물론 수해 침수 우

려지역에 대한 발 빠  대  마련 및 변화하는 도시의 발전려지역에 대한 발 빠른 대책 마련 및 변화하는 도시의 발전

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토대 마련 및 재건 과 지식정보타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토대 마련 및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등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수 있도  기 을 다 다. 등 대형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관악 과 청계 을 조망하는 스 이라인 및 도시 채 등관악산과 청계산을 조망하는 스카이라인 및 도시색채 등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관리 기 을 마련한 과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관리 기준을 마련한 점과

거주자 중심의 환경 화적 재건 을 적극 지원한 도 빼거주자 중심의 환경친화적 재건축을 적극 지원한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놓을 수 없다. 

국 과학관 인  송전탑을 포함 도심 내 송전철탑 대부국립과학관 인근 송전탑을 포함 도심 내 송전철탑 대부

분을 지중화시켰으며 중심 상가 정비 및 시내 간판 정비, 화분을 지중화시켰으며 중심 상가 정비 및 시내 간판 정비, 화

장실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장실 문화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

했다.했다.

량 소음방지를 위해 1단지와 10단지에 방음벽을 설치차량 소음방지를 위해 1단지와 10단지에 방음벽을 설치

하고 주  해소를 위해 주  신  시 1가구 1주 면 보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신축 시 1가구 1주차면 확보

의무화, 내 집안 주 장, 주암동 거주자 우선주 제 등을 시의무화, 내 집안 주차장, 주암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시

행하기도 했다. 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을 해소하기 위해 철시민들의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

도청과 긴 히 의해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선바위역에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선바위역에

총 30대의 엘리베이터(12대)와 에스 이터(18대)를 설총 30대의 엘리베이터(12대)와 에스컬레이터(18대)를 설

치한 것도 여 시장의 재임 중에 이 어진 일이다.치한 것도 여 시장의 재임 중에 이루어진 일이다.

지  12년간 과천시는 한 도시 자족기 을 충하고지난 12년간 과천시는 취약한 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 의 발판으로 기 위한 ‘과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과

천지식정보타운’ 등 3대 프로젝  사업을 역 적으로 추진천지식정보타운’ 등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했다. 했다.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로 거듭나자’는 여인‘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로 거듭나자’는 여인

국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것. 그 대 적인 실이 바국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것. 그 대표적인 결실이 바

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다. 갈 동, 문원동 일원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이다. 갈현동, 문원동 일원

1,274,000㎡부지에 조성  첨단 1,274,000㎡부지에 조성될 첨단 ITIT기업과 기업과 R&DR&D중심의 복중심의 복

합기 을 가진 지식정보타운은 2009년 12월 구역 지정 이합기능을 가진 지식정보타운은 2009년 12월 구역 지정 이

후 부동  시장의 침체로 하다 2011년 5월 보금자리주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표류하다 2011년 5월 보금자리주

지구로 변경되었고  택지구로 변경되었고  LHLH의 부채비율이 아진 영 으로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도 미뤄지는 등 참 많은 우여곡 이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도 미뤄지는 등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있었다.

하지만 올 들어 부동  시장이 서서히 풀림에 따라 한국하지만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풀림에 따라 한국

토지주 공사(토지주택공사(LHLH)가 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이

면 오는 10월경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5년 기 조성 공르면 오는 10월경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5년 기반조성 공

사에 착수해 2018년 공한다는 계 이다. 토지보상이 실사에 착수해 201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이 실

시되면 침체된 과천의 부동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시되면 침체된 과천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 사업이 완료되면 1만2천명의 인구 가와 첨단기업또한 사업이 완료되면 1만2천명의 인구 증가와 첨단기업

에에 사하는종사하는 5만9천명의 고용 대가 이 어  것으로 보5만9천명의 고용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

이며, 연 340 원의 세수 대가 기대되고 있다.이며, 연 34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과천동 일원 185,000㎡부지에 조성되는 복합문화관과천동 일원 185,000㎡부지에 조성되는 복합문화관광

단지도 지  4월 롯데자 개발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의단지도 지난 4월 롯데자산개발로부터 적극적인 투자의향

을 받아 을 받아 MOUMOU를 체 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를 체결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암동 일원 274,211㎡부지에 조성되는 화훼 합센터 건주암동 일원 274,211㎡부지에 조성되는 화훼종합센터 건

 사업은 2010년 10월 립 사업은 2010년 10월 GBGB해제 입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해제 입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왔으나 경기악화와 기업투자 위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돼왔으나 경기악화와 기업투자 위

 등으로 어려 을 겪어오다 최  투자기업인 ‘윤캐피탈’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최근 투자기업인 ‘윤캐피탈’

과 과 MOUMOU를 체 하면서 사업 추진에 물살을 타고 있다. 를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주민과의 소통은 새 스러운 일도 아니지자치단체장의 주민과의 소통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

만 과천시는 지  12년간 ‘여인국 식 시정 바람’으로 시민만 과천시는 지난 12년간 ‘여인국 식 시정 바람’으로 시민

의 생활터전 구 구 을 변화시켰다.의 생활터전 구석구석을 변화시켰다.

여 시장은 말로만 소통을 부 짖지 고 시민과 함께하여 시장은 말로만 소통을 부르짖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

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제 어디서건 시민들과 리는 열린 시정을 펼치기 위해 언제 어디서건 시민들과 머리

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 다. 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째 노력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 에 영한 것과첫 번째 노력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예산에 반영한 것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민 예비 공검사제 도입이다. 시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민 예비준공검사제 도입이다. 시

민 예비 공검사제는 전국지자체 혁신대회에서 대상을 수민 예비준공검사제는 전국지자체 혁신대회에서 대상을 수

상하는 등 대 적인 혁신 행정으로 평가받 다. 상하는 등 대표적인 혁신 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시민들이 시청 시설물을 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  시시민들이 시청 시설물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청 대강당 및 회의실을 개방했고, 시청 장을 허물어 권위청 대강당 및 회의실을 개방했고, 시청 담장을 허물어 권위

적이고 비개방적인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를적이고 비개방적인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마련하기도 했다. 

한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또한 시정에 시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각계각층

의 전문가들로 이 어진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과천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며, 분기  동방문 간 회, 시장과의 만 의 ,운영해 왔으며, 분기별 동방문 간담회, 시장과의 만남의 날,

1일 명예시장제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참신한1일 명예시장제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 을 이끌어냈다.아이디어와 불편사항을 이끌어냈다.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눈, 새로운 관 에서 화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눈, 새로운 관점에서 차별화

된 고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된 고품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

는 ‘역발상 시 ’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정보화 디지털는 ‘역발상 시책’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정보화·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무인민원발 기 설치 및 전자민원 구시대에 부응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전자민원 창구

운영 등 시민과의 대화를 대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운영 등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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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성장… 시민 행복지수 ‘UP’

민선 3·4·5기 분야별 주요 성과

안전
안전하고 편안한 명품 도시 조성

자족 新성장 사업 추진으로 자족도시
발판 마련

소통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실현

양재천 복원으로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지자체 최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시민예비준공검사제 도입… 부실공사 예방

과천지식정보타운 오는 10월경 토지보상

❹ 양재천 ❺ WHO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식 ❻ 과천지식정보타운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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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고 섭섭하기보단 감사하고 기뻐

- 임을 앞 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퇴임을 앞두고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

로 고 있는데 요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로 알고 있는데 요새 출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

나요?나요?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구요. 직원들“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구요. 직원들

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   제가 모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모

습을 나타내지 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습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

이 아쉽지 냐, 섭섭하지 냐 말씀하시는이 아쉽지 않느냐, 섭섭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데 아쉽고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고 무나 감사데 아쉽고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감사

하고 기쁠 따 입니다. 개인적으로 무나 영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

스럽고요.”스럽고요.”

-12년 과천시장을 지내면서 제일 했던 것,-12년 과천시장을 지내면서 제일 못했던 것,

바보 던 것,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바보 같았던 것,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이라는 것이 모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주민분들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수 없지만 주민분들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  비판하시는 것,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것,것, 또 비판하시는 것, 불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  일들을 충족시 지 한 이 가장 아쉽습이런 일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습

니다. 좀 더 많은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한니다. 좀 더 많은 주민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못한

도 마음에 걸리고요.”점도 마음에 걸리고요.”

-역대 과천시장 가운데 가장 오  했는데 거리-역대 과천시장 가운데 가장 오래 했는데 거리

에 나가면 시민들이 다 아보나요? 에 나가면 시민들이 다 알아보나요? 

“어 게 저를 다 어요? 모 시는 분들도 많“어떻게 저를 다 알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

. 한 은 병원 진찰을 받고  방을 받아 국죠. 한 번은 병원 진찰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 약국

에 갔더니, 사분이 ‘어  시장하고 이 이 똑 으에 갔더니, 약사분이 ‘어! 시장하고 이름이 똑같으

시 요?’하시기에 ‘시장  아세요?’하고 하니시네요?’하시기에 ‘시장 잘 아세요?’하고 하니

까 ‘아뇨, 여기 안 살구요. 신문에서 가끔 이 을까 ‘아뇨, 여기 안 살구요. 신문에서 가끔 이름을

봤어요 ’하시더라고요.  한 은 제가 사는 아봤어요!’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사는 아파

 위 에서 싸 이 나서 나갔더니 신고를 받고트 위층에서 싸움이 나서 나갔더니 신고를 받고

동한 경찰관이 ‘아저씨 뭐냐?’며 빨리 들어가출동한 경찰관이 ‘아저씨 뭐냐?’며 빨리 들어가

라고 해서 쫓겨 들어  적이 있어요(웃음).”라고 해서 쫓겨 들어온 적이 있어요(웃음).”

-거리에서 만  시민 중에 인상에 는 분들도-거리에서 만난 시민 중에 인상에 남는 분들도

많을 텐데.많을 텐데.

“저를 갑게 맞아 주시는 분들은 모  인상에“저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분들은 모두 인상에

지요. 2005년인가, 양동 상가 주 빌딩 건설남지요. 2005년인가, 별양동 상가 주차빌딩 건설

등 지역사업 추진으로 시끄러 던 때가 있었어등 지역사업 추진으로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어

요. 그때, 거리에서 평소 자주 뵙지 하는 주민분요. 그때, 거리에서 평소 자주 뵙지 못하는 주민분

들이 제 손을 잡고 ‘시장, 우리는 시장이 하는 일들이 제 손을 잡고 ‘시장, 우리는 시장이 하는 일

이 옳다고 생각하니, 소신껏 일하세요.’라고 격려이 옳다고 생각하니, 소신껏 일하세요.’라고 격려

말씀해 주셨던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말씀해 주셨던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

고 지  1월 과천동 척사대회에서 젊은 어 들고 지난 1월 과천동 척사대회에서 젊은 어머님들

께서 ‘덕분에 아이들 교육  시켰다’고 말씀해께서 ‘덕분에 아이들 교육 잘 시켰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무 기뻤고요.”주셨을 때도 너무 기뻤고요.”

-거꾸로 화를 내거나 짢게 대하는 분들도 있-거꾸로 화를 내거나 언짢게 대하는 분들도 있

었지요?었지요?

“당연하 . 2010년 세 째 시장 마했을 때“당연하죠. 2010년 세 번째 시장 출마했을 때

거리에서 명함을 전하면서 지지를 소하고 있었거리에서 명함을 전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었

는데 3~4명의 주민들께서 저를 보고 가시면서는데 3~4명의 주민들께서 저를 보고 가시면서

‘  나왔대,  나왔대 ’하실 때는 정말 속상했어‘또 나왔대, 또 나왔대!’하실 때는 정말 속상했어

요. 어  분은 ‘왜, 이리 심이 많으세요. 세 이요. 어떤 분은 ‘왜, 이리 욕심이 많으세요. 세 번이

나 하려고 하세요?’라며 다그치셨 .”나 하려고 하세요?’라며 다그치셨죠.”

-굉장히 당황스러 어요? 그 서 어 게 했-굉장히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

나요? 나요? 

“그  분을 붙잡고 거리에서 마의 변을 이야“그런 분을 붙잡고 거리에서 출마의 변을 이야

기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그냥 ‘할 줄 아는 게 시기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그냥 ‘할 줄 아는 게 시

장뿐이라서’라고 했  뭐.(웃음)”장뿐이라서’라고 했죠 뭐.(웃음)”

-12년 간 꽤 많은 시장 수들과 만났을 텐-12년 간 꽤 많은 시장·군수들과 만났을 텐

데, 다  시장들에 비해 자 할만한  딱  가지데, 다른 시장들에 비해 자랑할만한 점 딱 두 가지

만 얘기해주세요.만 얘기해주세요.

“(멋쩍은 정을 지으며)우리 주민분들이 들으“(멋쩍은 표정을 지으며)우리 주민분들이 들으

시면 썰렁하다고 하시 지만, 일단  생겼다는시면 썰렁하다고 하시겠지만, 일단 잘 생겼다는

거하고, 은 하지만 직원들과 소폰을 연주거하고, 잘은 못하지만 직원들과 색소폰을 연주

한다는 거 이  가지가 좀 다  이 지요.”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이겠지요.”

-요즘 많은 중년 성들이 소폰에 빠져들고-요즘 많은 중년 남성들이 색소폰에 빠져들고

있다하던데. 제부터 소폰을 배우셨 ? 있다하던데. 언제부터 색소폰을 배우셨죠? 

“6년 전 한 구가 ‘노 시 면, 음치라고 제“6년 전 한 친구가 ‘노래시키면, 음치라고 언제

까지 도망갈 거냐’며 소폰을 권하더 요. 더도까지 도망갈 거냐’며 색소폰을 권하더군요. 더도

말고 딱 5곡만 연습해서 연주하라면서. 그 구와말고 딱 5곡만 연습해서 연주하라면서. 그 친구와

연습실에 가서 생 음 소폰을 었는데 의연습실에 가서 난생 처음 색소폰을 불었는데 의

로 소리가  나는 거에요. 순간 그렇게 신기할외로 소리가 잘 나는 거에요. 순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더 요. 소폰은 배로 부는 거라 3년 정수가 없더군요. 색소폰은 배로 부는 거라 3년 정

도 단전 흡을 한 게 도 이 되었나 봐요.”도 단전호흡을 한 게 도움이 되었나 봐요.”

-그 후로 직원들과 시티밴드를 성해 지금까-그 후로 직원들과 시티밴드를 결성해 지금까

지 주 1회 연습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공연 등지 매주 1회 연습하고 있고, 경로당 순회공연 등

무대에도 많이 섰는데 혹시 소폰 연주와 관련무대에도 많이 섰는데 혹시 색소폰 연주와 관련

해서 에피소드 은 건 없나요.해서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 소폰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인 2006년 송“색소폰을 막 배우기 시작할 무렵인 2006년 송

해 선생 이 진행하는 전국노 자 에서 ‘만 ’해 선생님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에서 ‘만남’

을 연주했어요. 리허설을 하는데 을 연주했어요. 리허설을 하는데 KBSKBS악단 중 한악단 중 한

분이 저보고 ‘ (분이 저보고 ‘키(KeyKey 곡의 중심음 는 으뜸음을곡의 중심음 또는 으뜸음을

나타내는 음이 )가 어 게 됩니까”라고 묻더나타내는 음이름)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더군

요. ‘ 요? 저 178(요. ‘키요? 저 178(cmcm)인데요’라고 했지요. 그분)인데요’라고 했지요. 그분

은 제가 농 하는 줄 아시더 요. 데 정말 가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아시더군요. 근데 정말 키가

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  제가 연주인들 제대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런 제가 연주인들 제대

로 했 어요. 엉망진 이었 . 하하하.”로 했겠어요. 엉망진창이었죠. 하하하.”

-시민들한테는 시장이 연주를 멋들어지게 -시민들한테는 시장이 연주를 멋들어지게 잘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는 게 더 신선하고 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게 더 신선하고 즐거

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데 저희“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밴드연주를 지도해 주셨던 과천여고 문영모 선생밴드연주를 지도해 주셨던 과천여고 문영모 선생

께서 ‘시장이 소폰을 분다고? 아~참  ~님께서 ‘시장이 색소폰을 분다고? 아~참! 좋~네

~’하다가도 자꾸 삑삑거리고 멜로디 틀리고 박자~’하다가도 자꾸 삑삑거리고 멜로디 틀리고 박자

틀리면 ‘시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구나’ 하신다는틀리면 ‘시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구나’ 하신다는

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연습해서 진짜 연주겁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연습해서 진짜 연주

자의 자세로 무대 위에 서라’고 하더 요. 맞는 말자의 자세로 무대 위에 서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

이잖아요. 그 후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고 무대이잖아요. 그 후론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고 무대

에 섰 . 여전히 틀리기는 마찬가지 지만요(웃에 섰죠. 여전히 틀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요(웃

음).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하나만큼음).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하나만큼

은 제대로 배 다고 생각해요.”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해요.”

지방행정이 적성에도 맞고 보람 커

-  시정소식지 재를 받으면서 과천시의-매달 시정소식지 결재를 받으면서 과천시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과천 관내 고교생들의 명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과천 관내 고교생들의 명

문대 진학률이 아진 기사에 대해 그렇지 한문대 진학률이 높아진 기사에 대해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라고 하신 말이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도 헤아리라고 하신 말이

가장 기 에 습니다.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과천 학생들이 은 대학에 진학하면 저“우리 과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저

도 기쁘 . 당연히 하해줘야 되고. 하지만 많은도 기쁘죠.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고. 하지만 많은

어 신과 우리 스스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어르신과 우리 스스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

니까.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인성을 라,니까.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인성을 키워라,

자기 재 을 찾아라, 인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자기 재능을 찾아라, 인류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면서 평가는 성적으로 하는 것은 모아니라고 하면서 평가는 성적으로 하는 것은 모

순이 . 그  기사보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개성순이죠. 그런 기사보다 학생 개개인의 꿈과 개성

을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기사가 더 바을 살려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기사가 더 바

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럼 빛과 그림자를 다 이 보듬으려고 노력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다 같이 보듬으려고 노력

했던 여인국 시장은 행시를 패스한 전형적인 관료했던 여인국 시장은 행시를 패스한 전형적인 관료

신이지만 권위적이고 요한 관행을 깬 시장출신이지만 권위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깬 시장

으로도 유명하다. ‘  문 어 주지 기’, ‘행사으로도 유명하다. ‘차 문 열어 주지 않기’, ‘행사

시 단상 없 기’ 등등. 히 시장이 어디 간다고 하시 단상 없애기’ 등등. 특히 시장이 어디 간다고 하

면 직원들이 도 해 있다가 문을 어 다거나 하면 직원들이 도열해 있다가 문을 열어준다거나 하

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조직 내 서를 위해선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조직 내 질서를 위해선

상 간 예의는 드시 춰야 하지만 요한 관상호간 예의는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불필요한 관

행을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행을 위해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이

시간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시장이 나타시간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시장이 나타

나면 숨어 리는 직원들을 해 “제가 무슨 동물나면 숨어버리는 직원들을 향해 “제가 무슨 동물

원의 사자나 늑대라도 되 냐? 대 그러지 말라”원의 사자나 늑대라도 되느냐? 절대 그러지 말라”

며 숨지 고 인사하는 직원에게 행사 때 받은 만며 숨지 않고 인사하는 직원에게 행사 때 받은 만

년 이나 수건, 수첩 등을 건 기도 했다.년필이나 수건, 수첩 등을 건네기도 했다.

-관행을 바꾸니 어 가요? -관행을 바꾸니 어떻든가요? 

“관료주의적 의전은 더욱 더 타 해야 됩니다.“관료주의적 의전은 더욱 더 타파해야 됩니다.

행사의 주인공 역시 주민이니까요. 가 적 행사행사의 주인공 역시 주민이니까요. 가급적 행사

때 연단도 없 고 내빈 소개도 생략해야지요. 하때 연단도 없애고 내빈 소개도 생략해야지요. 하

지만 소개가 안  경우 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지만 소개가 안 될 경우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어

서 의전 상 어려 이 많습니다.”  서 의전 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 둘 다 했는데 다  은-지방행정과 중앙행정 둘 다 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이고, 둘 중 어  것이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무엇이고, 둘 중 어떤 것이 더 적성에 맞는다고 생

각하나요?각하나요?

“물  지방행정이 . 지방행정은 주민 착 행“물론 지방행정이죠. 지방행정은 주민 밀착 행

정이고 시 의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훨씬정이고 시책의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훨씬

재미있고 보람도 커요. 면 중앙 행정은 정부 정재미있고 보람도 커요. 반면 중앙 행정은 정부 정

을 수 해 집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책을 수립해 집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는 자긍심이 있지요. 국토부와 경기도, 과천시에는 자긍심이 있지요. 국토부와 경기도, 과천시에

서 무한 저는 정말 행운이고 복 받은 사람이 .”서 근무한 저는 정말 행운이고 복 받은 사람이죠.”

-시정은 국 예 집행이 핵심인데 전체 예-시정은 결국 예산집행이 핵심인데 전체 예산

중에서 어디에 썼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중에서 어디에 썼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다고 생각하나요?높았다고 생각하나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과 복지, 환경입니“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과 복지, 환경입니

다.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다.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복지는 일상생활과 가장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복지는 일상생활과 가장

접한 관계가 있고 녀노소 모 에게 요한 사밀접한 관계가 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사

업이니까요.”업이니까요.”

-예 은 어  철학을 고 배정했는지 궁금합-예산은 어떤 철학을 갖고 배정했는지 궁금합

니다.니다.

“과천의 미 를 위한 투자와 기관장의 임의“과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기관장의 책임의

식이 핵심입니다. 주민들께서 뭘 원하시는 지, 어식이 핵심입니다. 주민들께서 뭘 원하시는 지, 어

떠한 분야에 예 을 배정해야 관심이 많으신 지떠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해야 관심이 많으신 지

를 고려했 .  주민 분들께 직접 제안도 받고 부를 고려했죠. 또 주민 분들께 직접 제안도 받고 부

“과천시장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

12년간 과천지역 살림 마치고 퇴임하는

여 인 국 과천시장의 소회

3선이지만 여인국 시장은 아직도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라는 수식이 훨씬 잘 어울린다. 행

정고시 출신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에 출마한 전력 때문이다. 그는 2002년 7월 ‘언

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민선 3기 과천시장으로 취임해 내리 세

번 연속 당선됐다. 첫 취임 당시 그의 나이는 마흔일곱. 여인국 시장에겐 ‘친구 같은 시장’, ‘잘 생

긴 시장’ 이라는 별칭이 붙어 다녔다. ‘여인의 나라’, ‘여인천하’ 등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다.

그는 “시장직이 적성에도 잘 맞았고 내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자리였다”고 회고했다.

여인국 시장에 대해 시청 직원들이 놀랐던 것은 취임하자마자 그가 500여 전 직원의 이름을

다 외웠다는 점이다. 또 못하는 노래 대신 직원들과 함께 색소폰을 연주하거나 재미있는 말을 하

며 인간적인 매력을 흠뻑 발산했다. 취임직후 ‘차 문 열어 주지 않기’, ‘행사 시 단상 없애기’ 등 권

위적이고 불필요한 관료사회의 관행도 여럿 깼다. 상하 수직관계가 분명한 공직사회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그만의 특징이다. 그런 그가 3선 연임 과천시장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는 26일 퇴임

식을 갖는다. 중앙부처 공무원 22년, 과천시장 12년 총 34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여인국 시장

을 지난 달 23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퇴임을 앞둔 여인국 시장은 여유롭고 밝아 보였다. 아쉽고 섭섭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아쉽고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퇴임 앞둔 여인국 과천시장의 소회

제가 다른 시장군수들보다 나은 점은

키 크고 잘 생겼다는 것과

색소폰을 연주한다는 것이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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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들이 평소 주민과 접하면서 요하다고 인정서장들이 평소 주민과 접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것 등을 우선으로 배정했습니다.”되는 것 등을 우선으로 배정했습니다.”

- 국 시장 맘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 요.-결국 시장 맘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 . 많은 분들이 시장이 권한을 다 고“그렇죠. 많은 분들이 시장이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있고 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

지 습니다. 예 과 인사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지 않습니다. 예산과 인사는 시장이 추구하는 가

치를 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적이 아닙니다.”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의 욕구 충족 못시켜 ‘죄송’ 

-시장으로서 제일 곤혹스러 던 때는 제 인-시장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웠던 때는 언제 인

가요.가요.

“주민 개개인이 원하시는 바를 속 시원하게 해“주민 개개인이 원하시는 바를 속 시원하게 해

해 드리지 할 때예요. 관계 령상의 제도적인결해 드리지 못할 때예요. 관계법령상의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문제는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

에도 구하고 끝까지 해 해 드리지 한 민원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지 못한 민원에

대해선 저 역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 어요.”대해선 저 역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2011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의 문제로-2011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의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했을 때라고 얘기할 줄 는데.주민소환을 당했을 때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주민소환은 제도 자체가 된 것입니다. 한“주민소환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한 의 시장선거에 과합니다. 앞으마디로 또 한 번의 시장선거에 불과합니다. 앞으

로 제도적 보완이 요하다고 생각됩니다.”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어 게 이겨냈습니까?-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  하나의 넘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 . 시“또 하나의 넘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시

장으로서 중한 임감과 미안한 마음도 컸고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도 컸고

요. 하지만 어  분이 ‘나는 여 시장을 아하지도요. 하지만 어떤 분이 ‘나는 여 시장을 좋아하지도

고 지지하지도 는다. 그 데 이  이유로 소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소

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환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

시는 것을 듣고 다  주민 분들도 재신임해 주실시는 것을 듣고 다른 주민 분들도 재신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입장은?-지금 입장은?

“당시 소환이유가 보금자리문제 으나 소환“당시 소환이유가 보금자리문제였으나 소환

투 과정에서 모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저는투표과정에서 모든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지식정보타운 부지 전체를 보금자중앙정부에서 지식정보타운 부지 전체를 보금자

리주 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극렬히 대했습니리주택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극렬히 반대했습니

다. 이로 인해 다  보금자리주 에 비해 우리는다. 이로 인해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우리는

20  이상을 첨단 업단지로 보하게 된 것입니20% 이상을 첨단산업단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

다. 당  사업 적을 살리면서 타 한 것이지요.다. 당초 사업목적을 살리면서 타협한 것이지요.

과적으로 과천의 미 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결과적으로 과천의 미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고 신합니다.”고 확신합니다.”

-거꾸로 가장 기분 거나 행복했던 적은?-거꾸로 가장 기분 좋았거나 행복했던 적은?

“그야 물  많은 주민들이 과천을 대한민국에“그야 물론 많은 주민들이 과천을 대한민국에

서 가장 살기 은 도시로 인정하시면서 행복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하시면서 행복해

하실 때 . 과천시가 지자체 최 로 교육지원과하실 때죠. 과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교육지원과

를 신설하고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를 신설하고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

서 주민들이 만족해하시고 아주실 때도 가장 행서 주민들이 만족해하시고 알아주실 때도 가장 행

복했고요, 한 어려운 일을 함께 해 한 직원 분복했고요, 또한 어려운 일을 함께 해결한 직원 분

들의 은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소 직원들 이 을 모  우는 걸로 아는데.-평소 직원들 이름을 모두 외우는 걸로 아는데.

“원  기 력이 은 입니다. 직원 분들과 주“원래 기억력이 좋은 편입니다. 직원 분들과 주

민 분들 성함 우려고 평소 노력도 많이 합니다.민 분들 성함 외우려고 평소 노력도 많이 합니다.

직원 분들의 경우 직제 를 수시로 보고 이 을직원 분들의 경우 직제표를 수시로 보고 이름을

요. 가끔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는데 이 을외워요. 가끔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는데 이름을

 모 면, 비서실에 와서 ‘저 분은 누구냐’고 꼭잘 모르면, 비서실에 와서 ‘저 분은 누구냐’고 꼭

물어보고요.”  물어보고요.”  

- 월  례씩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리는-매월 두 차례씩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명사들의 청강연 ‘과천아 데미’에 꼬박꼬박명사들의 초청강연 ‘과천아카데미’에 꼬박꼬박

참 했는데 그 이유는? 참석했는데 그 이유는? 

“평소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은 강의를 들“평소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좋은 강의를 들

어야 하는데, 얼마나 은 기회입니까. 가서 공부어야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가서 공부

해야 . 공부만이 아니라 가면 3~4  명의 주민해야죠. 공부만이 아니라 가면 3~4백 명의 주민

이 계시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어  분이 계시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어느 분

야에 관심이 많으신지,  어  생각을 하시는지야에 관심이 많으신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 보기 위해섭니다.”알아 보기 위해섭니다.”

-가장 인상 게 들었던 강연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강연은. 

“모  강의가 다 지만 안숙선씨의 국악강“모든 강의가 다 좋았지만 안숙선씨의 국악강

연이 가장 기 에 습니다. 제가 문 한인 분야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문외한인 분야

인데, 그 이후 국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깨인데, 그 이후 국악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깨달았

어요.”어요.”

-2010년부터 실시한 시민 명예시장제도를 통-2010년부터 실시한 시민 명예시장제도를 통

해 지  4월말 재 총 42명의 시민이 1일 명예시해 지난 4월말 현재 총 42명의 시민이 1일 명예시

장으로 활동했는데 가장 기 에 는 분이 있다면.장으로 활동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모  분들이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정적“모든 분들이 시정에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적

이셨어요. 다 기 에 지만 이하게 학생이 참이셨어요. 다 기억에 남지만 특이하게 학생이 참

여한 적이 있었어요. 왜 참여했냐고 물었더니 ‘과여한 적이 있었어요. 왜 참여했냐고 물었더니 ‘과

천시장이 꿈’이라고 하더 요. 상당히 인상에 천시장이 꿈’이라고 하더군요. 상당히 인상에 깊

었고 그 학생이 꼭 과천시장이 되  바 니다.”었고 그 학생이 꼭 과천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이 되기 전 용인시 부시장도 했고 건교부-시장이 되기 전 용인시 부시장도 했고 건교부

에 무하시면서 다  지역이나 도시들을 많이 접에 근무하시면서 다른 지역이나 도시들을 많이 접

해봤을 텐데 과천이 다  도시와 다  은 무엇해봤을 텐데 과천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시나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천은 계 도시인데다 천혜의 자연환경과“과천은 계획도시인데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에선 보기 드물게 도 농 복합도시라는 데수도권에선 보기 드물게 도·농 복합도시라는 데

력이 있습니다. 을 참 아기자기하고 풍요롭매력이 있습니다. 삶을 참 아기자기하고 풍요롭

게 꾸려나갈 수 있는 도시 . 물  화 도 없고게 꾸려나갈 수 있는 도시죠. 물론 백화점도 없고

큰 병원도 없어서 생활하는 데는 한 이 많큰 병원도 없어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

이 있지만 살기에는 과천만한 도시가 없지요.”이 있지만 살기에는 과천만한 도시가 없지요.”

-앞으로 과천은 어  방 으로 나아가야 한다-앞으로 과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생각하나요? 고 생각하나요?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합니다. 환경 보전도 중요하구요. 이 모어져야 합니다. 환경 보전도 중요하구요. 이 모든

것을  없이 추진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

다. 경마장 저세에 세수의 45 를 의존하는 기다. 경마장 레저세에 세수의 45%를 의존하는 기

형적인 세입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충형적인 세입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정확충

과 일자리 을 위해 꾸 히 추진해  지식정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지식정보

타운 사업, 복합문화관 단지 조성, 화훼유통단타운 사업,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화훼유통단

지 사업들이 그 서 요한 거 . 아  재건지 사업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아파트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더 어 주민들께서 원하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더불어 주민들께서 원하

시는 방 으로 원만히 추진되  바 니다.”시는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만일 10년쯤 더 과천시장을 시켜 다면 무슨-만일 10년쯤 더 과천시장을 시켜준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요?일을 하고 싶은가요?

“(손사 를 치며)실  가 성도 없는 얘기는 안“(손사래를 치며)실현 가능성도 없는 얘기는 안

하는 게 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과천시장 3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과천시장 3선

했으면 영 으로 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했으면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나야 .”물러나야죠.”

은퇴 후 대학에서 ‘행정 이론과 현실’ 강의

-흔히들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하고 이제  2-흔히들 ‘인생은 3모작’이라고 하고 이제 막 2

모작을 마쳤다고는 하나 은 하기엔 아직 젊으십모작을 마쳤다고는 하나 은퇴하기엔 아직 젊으십

니다. 후 계 은.니다. 향후 계획은.

“젊진 ? 나이가 60인데. 하하. 하지만 기“젊진 않죠? 나이가 60인데. 하하. 하지만 기본

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저를 요로 하는 데는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저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갈 작정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를다 갈 작정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를

요로 한다는 게. 그 서 모교인 경복고에서 졸필요로 한다는 게. 그래서 모교인 경복고에서 졸

업 40주년 기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 라기에업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기에

‘오케이’ 했습니다. 대학 강의도 하고 싶어서 모‘오케이’ 했습니다. 대학 강의도 하고 싶어서 모

교인 대에서 행정의 이 과 실에 대해 일주교인 외대에서 행정의 이론과 현실에 대해 일주

일에 한  강의도 나가기로 했고요.  뭔가 다일에 한 번 강의도 나가기로 했고요. 또 뭔가 색다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최재천 교수께서 이끄른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최재천 교수께서 이끄

시는 생명다양성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시는 생명다양성재단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

다. (잠시 생각하더니) 아, 참  가장 중요한 게 한다. (잠시 생각하더니) 아, 참!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빠 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한 아내를가지 빠졌네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은  후 계  중 하나입니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은퇴 후 계획 중 하나입니

다. 이 나이에 아내를 귀찮게나 안하면 다행이다. 이 나이에 아내를 귀찮게나 안하면 다행이겠

지만요(웃음).”지만요(웃음).”

그가 인터뷰 도중 ‘아내’ 혹은 ‘ ’라고 부 는그가 인터뷰 도중 ‘아내’ 혹은 ‘처’라고 부르는

부인 장경희 여사와는 소문  꼬부부다. 얼마부인 장경희 여사와는 소문난 잉꼬부부다. 얼마

전 혼해서 과천에 살고 있는 큰딸 내 와 작은전 결혼해서 과천에 살고 있는 큰딸 내외와 작은

아들 등 5명이 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도 한아들 등 5명이 카톡방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도 한

다. 그는 “제일 대  안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다. 그는 “제일 대답 안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인데

‘무시해?’하고 물으면 ‘아뇨 ’하고 금방 튀어 나‘무시해?’하고 물으면 ‘아뇨!’하고 금방 튀어 나

다”며 거 했다. 온다”며 즐거워했다. 

음 과천시장으로 마할 때 가족들의 대는처음 과천시장으로 출마할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냐는 문에 그는 “ 혼 전 이미 다 구체적인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결혼 전 이미 다 구체적인

계 을 혔고 허락 받은 일”이라면서 “건설교통계획을 밝혔고 허락 받은 일”이라면서 “건설교통

부에서 무하던 중 우연한 인연으로 경기도에서부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한 인연으로 경기도에서

무하게 되었고 용인부시장을 거  소시 적 꿈근무하게 되었고 용인부시장을 거쳐 소시 적 꿈

이었던 수(시장)의 꿈을 과천에서 이 게 되었이었던 군수(시장)의 꿈을 과천에서 이루게 되었

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설거지 ‘잘 해요!’… 아주 ‘깨끗이~’

-예전에 시장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집에서-예전에 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집에서

앞치마 고 설거지 하는 사진이 있던데, 자주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하는 사진이 있던데, 자주

집안일을 도와주나요? 집안일을 도와주나요? 

“저는 참 재주가 없어요. 전등하나 깔끔히 교체“저는 참 재주가 없어요. 전등하나 깔끔히 교체

하지 해요. 제 손이 닿으면 수리가 되는 게 아니하지 못해요. 제 손이 닿으면 수리가 되는 게 아니

라 더 망가져요(웃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 더 망가져요(웃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지요. 그 데 설거지는  해요  자주가 아니라 아지요. 그런데 설거지는 잘 해요! 자주가 아니라 아

주 깨끗이 자~ ~ 하하. 요리도 제  합니다. 최주 깨끗이 자~알~ 하하. 요리도 제법 합니다. 최

에 콩나물 국 을 했는데 무 맛있어서 스스로근에 콩나물 국밥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스스로

감탄하면서 먹었고 치볶음 은 제 깁니다.”감탄하면서 먹었고 김치볶음밥은 제 특깁니다.”

-혹시 영화 ‘ 킷 리스 ’를 보셨는지. 영화에-혹시 영화 ‘버킷 리스트’를 보셨는지. 영화에

서 은 에 대비해 꼭 비해야 할 드로서 은퇴에 대비해 꼭 준비해야 할 키워드로

‘‘LISTLIST’ 즉 여가(’ 즉 여가(LeisureLeisure), 보 (), 보험(InsuranceInsurance), 안전), 안전

자 (자산(SafeSafe assetasset), 여행(), 여행(TravelTravel) 이 4가지를 꼽) 이 4가지를 꼽았

는데 시장 의 ‘ 킷 리스 ’에는 있습니까? 는데 시장님의 ‘버킷 리스트’에는 있습니까? 

“물 입니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하기 위해“물론입니다.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하기 위해

서는 여가를  겨야 . 아이들한테 노후에 부서는 여가를 잘 즐겨야죠. 아이들한테 노후에 부

 안 주려면 보 은 당연히 들어야 하구요. 데담 안 주려면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하구요. 근데

안전자 이 자신이 없 요. 원  이재에 지 안전자산이 자신이 없네요. 원래 이재에 밝지 못

해서  그리고 저는 치장하고 장만하는 데는 돈을해서! 그리고 저는 치장하고 장만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아요. 대신 먹고 노는 데는 아끼지 습니쓰지 않아요. 대신 먹고 노는 데는 아끼지 않습니

다. 이게 제 건강 유지 비 이 .”다. 이게 제 건강 유지 비결이죠.”

-은  이후의 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은퇴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건강이 지요. 그리고 행복하고 안한 생활“건강이겠지요.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

이라고 생각합니다.”이라고 생각합니다.”

-12년째 은 아 에 살고 계신데 좀 더 넓-12년째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좀 더 넓

은 아 로 이사할 계 은?은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은?

“이제 아들까지 혼시 면  식구 살아야 하“이제 아들까지 결혼시키면 두 식구 살아야 하

는데, 더 넓은 아 가 요하 어요? 예전 주민는데, 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겠어요? 예전 주민

소환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저보고 ‘이사 갔다고소환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저보고 ‘이사 갔다고

소문났는데 맞 냐’고 물으시는 주민들이 있어소문났는데 맞느냐’고 물으시는 주민들이 있어

요. 그  악성 를 퍼뜨리는 사람들 참 나쁜 사요. 그런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 참 나쁜 사

람입니다. 과천에서 하 빨리 추방되어야 할 악람입니다. 과천에서 하루빨리 추방되어야 할 악

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10단지 아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도 10단지 아파트

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과천서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과천서

살 니다.”살 겁니다.”

행복관은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하자’

-얼마 전 ‘과천아 데미’ 공병 씨의 강연에-얼마 전 ‘과천아카데미’ 공병호씨의 강연에

서 행복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아주 하는 상태서 행복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상태

라고 했고 그간 주민의 행복지수를 이기 위해라고 했고 그간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시장 이 정의하는 행복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시장님이 정의하는 행복

관과 인생관, 자식관은.관과 인생관, 자식관은.

“행복관은 지금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하자입“행복관은 지금 상태에 감사하고 만족하자입

니다. 사람이 행한 것은 대부분 이 상태에 만족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대부분 이 상태에 만족

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족하면 마음이 해집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족하면 마음이 편해집

니다. 인생관은 범사에 감사하자입니다. 물  니다. 인생관은 범사에 감사하자입니다. 물론 잘

안되지만, 감사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솔직해지안되지만, 감사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솔직해지

니까요. 그리고 자식관은 자식한테 요구하기 이니까요. 그리고 자식관은 자식한테 요구하기 이

전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입니다. 전전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입니다. 전

들 우면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 한 가지애들 키우면서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 한 가지

엔 다  건 일  간섭 안 하려고 노력해요. 부모외엔 다른 건 일절 간섭 안 하려고 노력해요. 부모

는 운전수가 아닌 가이드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는 운전수가 아닌 가이드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

다고 생각하거 요.”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 으로 60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마지막으로 60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

이냐는 문에 그는 “그야 물  과천시장이 된 거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야 물론 과천시장이 된 거

. 어릴 때 꿈을 이뤘고 이 꿈을 시민들께서 지원죠. 어릴 때 꿈을 이뤘고 이 꿈을 시민들께서 지원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12년간이나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12년간이나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감사한 일이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고 감사한 일이

. 그리고  하나 아이들이  커 주었다는 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잘 커 주었다는 겁니

다. 제 의 내조에 가슴 이 감사하고 있고요.”다. 제 처의 내조에 가슴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은 를 앞 고 시민들에게 마지  소회를 히은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마지막 소회를 밝히

는 자리에서조  그는 끊임없이 농을 하며 인터는 자리에서조차 그는 끊임없이 농을 하며 인터

뷰어를 웃겼다. 미련이나 후회 은 건 전혀 없어뷰어를 웃겼다. 미련이나 후회 같은 건 전혀 없어

보 다. 오히려 홀가분해보 다. 모  문에 거보였다. 오히려 홀가분해보였다. 모든 질문에 거

침없이 쏟아내는 변은 시원하다 해 통 했고침없이 쏟아내는 답변은 시원하다 못해 통쾌했고

중간 중간 재미있는 말들은 유 했다. 마치 한중간 중간 재미있는 말들은 유쾌했다. 마치 친한

구와 하게 수다를 떨다 나  낌이었다. 아친구와 편하게 수다를 떨다 나온 느낌이었다. 아

니나 다를까 인터뷰를 마치고 시장실을 나오니 수니나 다를까 인터뷰를 마치고 시장실을 나오니 수

행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정으로)행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한 표정으로)

한 마디 한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시한 마디 한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셨어요? 시

 웃음소리가 그치지 던데요.”종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던데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갈 것”

시청 2층 옥상 정원을 거닐고 있는 여인국 시장

퇴임 앞둔 여인국 과천시장의 소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시민들이 만족해하시고 알아주실 때

어려운 일 해결한 직원들 밝은 모습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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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5월 25일(일) 과천사랑정보마당

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지  5월 8일 오전 경찰서 2  청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지난 5월 8일 오전 경찰서 2층 청

계마 에서 시민안전, 눈 이 치안구 을 위한‘성폭력(아계마루에서 시민안전, 눈높이 치안구현을 위한‘성폭력(아

동 장 인) 예방 공동추진 의회’를 개최했다.동·장애인) 예방 공동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성폭력 예방 공동추진 의회는 경찰서장과 부시장을 위원성폭력 예방 공동추진협의회는 경찰서장과 부시장을 위원

장으로 경찰서와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과 염세  장 인단장으로 경찰서와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과 염세훈 장애인단

체연합회장, 곽재복 장 인복지관장, 갑요 수교육장학체연합회장, 곽재복 장애인복지관장, 봉갑요 특수교육장학

사, 윤옥 청소년지원센터장, 이 헌 푸 신경정신과 원장사, 김윤옥 청소년지원센터장, 이종헌 푸른신경정신과 원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다.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의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간의이날 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간의

긴 한 력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기 위긴밀한 협력으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기 위

해 각 단체 추진 사  공유와 지원을 통해 치안인프라의 실효해 각 단체 추진 사항 공유와 지원을 통해 치안인프라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서는 ‘성폭력발생 검거 황과 예방대이 자리에서 경찰서는 ‘성폭력발생 검거현황과 예방대책

추진사 ’에 대하여 보고했다. 히 예방대 의 일환으로 여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했다. 특히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여

성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귀갓  운영, 걸게형 이심전심 드성안심귀가서비스와 안심 귀갓길 운영, 걸게형 이심전심카드

활용 등 시민 안전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 을 발 하 다. 활용 등 시민 안전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2014년 과천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이에 대해 과천시는 ‘2014년 과천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

대 운영계 ’발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대 운영계획’발표 및 성폭력예방 캠페인, 그림그리기 대회 개

최,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 사  등에 대해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제정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혔다.

참 자들 모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더욱 강화참석자들 모두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더욱 강화

하고 성범죄 예방과 단속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  유관기하고 성범죄 예방과 단속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유관기

관 업치안에 힘을 모으기로 하 다.관 협업치안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 , 이상기 경찰서장은 “모 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한편, 이상기 경찰서장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어 과천치안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주어 과천치안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은 개

선 보완하고 문자 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치안활동선·보완하고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치안활동

사 을 리 다”고 말했다.사항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과천아 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

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 하여 주시기 바 니다.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과천아카데미 6월 강연 안내

구분 강연일정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217강
(제8회)

6. 11(수)
10:00~12:00

성인병 예방과
건강관리

교수
한의사

건
강

제218강
(제9회)

6. 25(수)
10:00~12:00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고

감동시켜라

시인
작가

문
학

김용석

용혜원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소식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수 영역  입시설명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수능영역별 입시설명

회의 로 선정하여 국어영역, 어영역, 수리영역, 과학영회의 달로 선정하여 외국어영역, 언어영역, 수리영역, 과학영

역, 사회영역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역, 사회영역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 니다. 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 5. 8(목)~6. 10(화)

•강의시간 : 10:00~12:00

•장　　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강당

•대　　상 : 관내 학부모 선착순 200명(선착순 접수하신분에 한하여

자료집 제공)

•참 가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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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수능영역별 입시설명회 안내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식

과천지역에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인 과천 가과천지역에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인 과천 가

족 사단이 2014년 5월 17일(토)부터 6월 7일(토)까지 과천 청족봉사단이 2014년 5월 17일(토)부터 6월 7일(토)까지 과천 청

계 등학교와 과천고 후문 사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벽화계초등학교와 과천고 후문 사이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벽화

를 그 다. 과천시 합자원 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를 그린다.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는 ‘12기 우아한 가족 사단’과 ‘8기 꿈나눔 가족 사활동에는 ‘12기 우아한 가족봉사단’과 ‘8기 꿈나눔 가족봉사

단’, ‘14기 가족 사단’ 등 60여 명의 사자가 참여한다.단’, ‘14기 가족봉사단’ 등 6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과천경찰서와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조로 5월 17일(토)과천경찰서와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협조로 5월 17일(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 진행 으며, 벽화 사단(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이 진행됐으며, 벽화봉사단(김

지영 회장) 조로 5월 31일(토) 벽화 그리기 활동이 진행 다.지영 회장)협조로 5월 31일(토) 벽화 그리기 활동이 진행됐다.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바란다.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을 위해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바란다. 

문의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502(3)-2238 

‘학교폭력 예방 벽화그리기’ 진행

•일시 : 5월부터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14:00~16:00

•장소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및 관내

•내용 : 밑반찬 수령 후 배정받은 각 가정에 밑반찬 전달, 차량지원

필수

•대상 : 성인 자원봉사자

•기타 :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신청 

밑반찬 배달과 차량지원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 6월~2015. 1월(8개월) 12:30~16:30, 1일 4시간

•오리엔테이션 일시 : 5. 31(토) 

•장소 : 과천시 추사박물관 내

•내용 :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보조활동(전시장, 체험실, 야외 과

지초당 등)

•대상 :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봉사자, 성인자원봉사자(월2회 이상 지

속 활동 가능자)

•기타 :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신청 

문의 :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502(3)-2238

추사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고3 부모 과 수 생들을 위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고3 부모님과 수험생들을 위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

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들의 많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의 많

은 참여를 바 니다.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기간 : 6. 2(월)~7. 16(수)

•강의일시 : 7. 21(월) 14:00~16:00

•장　　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강당

•대　　상 : 관내 학부모, 고3수험생, 재수생 선착순 200명(자료집

및 좌석은 선착순)

•내　　용 : 2015년 대학입시 기본전략 / 2015년 대입전형 체제 / 올

입시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 / 2015년 대입입시 특징 / 수시전형 유

형별 요강분석 

•강　　사 : 이영덕 소장(현)대성학력개발연구소 소장, 부산대 교육

학과 졸업, 대성학원 평가이사 역임, 약30년 동안 대입입시자료 개

발과 상담 전문가)

•참 가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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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2015학년도 수시 입시설명회

주제 일시 내용 강사

외국어영역
입시설명회

6. 11

(수)

- 외국어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외국어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
략을 제공

- 외국어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

(확정)

언어영역
입시설명회

6. 12

(목)

- 언어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언어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략
을 제공

- 언어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

(확정)

수리영역
입시설명회

6. 25

(수)

- 수리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수리영역의 출제전망과 학습전략
을 제공

- 수리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

(확정)

과학영역 및
사회영역

입시설명회

6. 26

(목)

- 과학, 사회 영역의 입시 정보를 제공

- 과학,사회 영역의 출제전망과 학
습전략을 제공

- 과학,사회 영역의 공부 방법을 제공

메가스터디
김기훈 강사

(확정)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부모교육 강의 로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6월을 부모교육 특강의 달로

선정하여 ‘사춘기 자녀 이해’와 ‘부모 힐링’ 강의를 개최하고자선정하여 ‘사춘기 자녀 이해’와 ‘부모 힐링’ 강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 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 니다.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 5. 12(월)~6. 13(금)

•대　　상 : 관내 학부모 선착순 200명(자료집 및 좌석은 선착)

•참 가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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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부모교육 특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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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 : 중2병
엄마는 불안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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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 ‘MBC 밥상
꾸러기 교실’,
‘오 늘  아 침 ’,
‘MBC 월화수
목’, ‘SBS 좋은
아침’, ‘KBS 생
생정보통’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과천경찰서, ‘성폭력(아동·장애인) 예방 공동추진협의회’개최

과천경찰서 소식과천시평생학습센터 소식

과천시는 평생학습 동아과천시는 평생학습 동아

리 활동을 통해 전문지식을리 활동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평생학습 강사로습득하고 평생학습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

상으로 '평생학습강사 양성상으로 '평생학습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 과정'을 개설한다. 

이 과정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7월 24일(09:00~12:00)까지이 과정은 오는 24일부터 오는 7월 24일(09:00~12:00)까지

주 2 례 총 10회에 걸  운영된다.매주 2차례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지  1일 재 과천시에 주민등 이 돼 있는 20세 이상 성인지난 1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성인

25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25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교수자로서의 자 과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들은 교수자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비롯해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작성, 교육 체 활역할을 비롯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작성, 교육매체 활

용, 강의시연 등 실전적이고 역동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용, 강의시연 등 실전적이고 역동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80  이상 하는 수강생에게 수료 이 수여되며 수료생80% 이상 출석하는 수강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며 수료생

들에겐 소 된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보조하는 재료비만 가지들에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시에서 보조하는 재료비만 가지

고 자신의 재 을 기부하는 '나눔데이' 행사에서 전문강사 경력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나눔데이' 행사에서 전문강사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평생학습센터통합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까지 평생학습센터통합

시스템(시스템(wwwwww..gcedugcedu..gogo..krkr) 인터  접수 는 신청서 작성 후) 인터넷 접수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이 일(이메일(gcedugcedu@@koreakorea..krkr), 팩스(2150-1527), 우 (과천시 통), 팩스(2150-1527), 우편(과천시 통

영로 5 시민회관 1 ),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영로 5 시민회관 1층),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평생학습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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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정보마당 72014년 5월 25일(일)

양동 상가지역 음식  사장들이 지  5월 12일(월) 12별양동 상가지역 음식점 사장들이 지난 5월 12일(월) 12

시에 양동 촌마을 경로당에서 소 된 어 신들을 위한시에 별양동 향촌마을 경로당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여 한 감동을 주고 있다.경로잔치를 벌여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들은 양동 상가지역에서 음식 을 운영감동의 주인공들은 별양동 상가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하고 있는  희 등 강대  사장을 비롯해 오케바리 조성연 사하고 있는  희래등 강대목 사장을 비롯해 오케바리 조성연 사

장, 흥부 과일야채 주  사장, 조은  최성주 사장 등장, 흥부네과일야채 주광택 사장, 조은축산 최성주 사장 등

4명이다. 4명이다. 

이들은 이  양동 단독지역( 촌마을)에 거주하시는 어이들은 이날 별양동 단독지역(향촌마을)에 거주하시는 어

신들 130여분을 모셔다 자장면과 콩국수를 대접해 드리르신들 130여분을 모셔다 자장면과 콩국수를 대접해 드리

며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선사했다. 년 양동 어 신들을며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선사했다. 매년 별양동 어르신들을

위해 이 은 경로잔치를 고 있는 이들은 재 양동체육위해 이 같은 경로잔치를 열고 있는 이들은 현재 별양동체육

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회 이사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도  심이다.일에도  열심이다.

이  행사를 위해 쓴 희 등 강대  사장은 “젊어서 고이번 행사를 위해 애쓴 희래등 강대목 사장은 “젊어서 고

을 떠나 과천에서 음식 을 운영한 이  과천을 제2의 고향을 떠나 과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이래 과천을 제2의 고

으로 여기며 정을 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과천에 살향으로 여기며 애정을 갖고 살아왔다”며 “그동안 과천에 살

면서 누렸던 은혜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갚아야 다는면서 누렸던 은혜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생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뜻을 이하는 양동체육회 이사들과 함께강 사장은 “뜻을 같이하는 별양동체육회 이사들과 함께

자녀 없이 롭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과 여러 가지 사정으자녀 없이 외롭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과 여러 가지 사정으

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 신들에게 지금까지 중국집을 운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중국집을 운

영하며 쌓아  실력으로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 한 끼라도 대영하며 쌓아온 실력으로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 한 끼라도 대

접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덧붙 다. 접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한 강 사장은 “이러한 경로잔치를 일회에 그치지 고또한 강 사장은 “이러한 경로잔치를 일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하는 한 , 앞으로 양동 한 지역에 국한하지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별양동 한 지역에 국한하지 않

고 원문동 2단지 와 문원동 2단지 경로당 등 다  지역으로고 원문동 2단지 와 문원동 2단지 경로당 등 다른 지역으로

대해 나가 다”고 포부를 혔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별양동 상가지역 음식점 사장들, 12일 소외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과천숲길에서 행복 찾기 참가자 모집

숲 해설과 함께하는 ‘숲 탐방’ 과천의 숲 에서 아 시아숲 해설과 함께하는 ‘숲길탐방’ 과천의 숲길에서 아카시아

기를 껴보세요.향기를 느껴보세요.

•일　　정 : 6. 18(수) 10:00 

•집결장소 : 국사편찬위원회 앞

•숲길탐방 : 숲길1코스-문원폭포등산로 (약 2시간) 1.4km

•모집기간 : 5.14(수)~6.16(월)

•대　　상 : 과천거주 시민 선착순 25명(상해보험가입)

•참 가 비 : 무료

•준 비 물 : 물, 간편한 복장

•신　　청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 503-8228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주관주최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 복지여성분과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소식

야생화 자연학습장 생태 교육

과천의제21실천 의회는 교육청소년분과 의제사업으로과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교육청소년분과 의제사업으로

올해에도 5월 13일~6월 27일까지( 주 화, ,금) 과천지역 어올해에도 5월 13일~6월 27일까지(매주 화,목,금) 과천지역 어

이집 원생 대상으로 ‘과천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이야기린이집 원생 대상으로 ‘과천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이야기

가 있는 생태수업을 운영한다.가 있는 생태수업을 운영한다.

생태 전문 강사 선생 들과 함께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만생태 전문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야생화 자연학습장에서 만

나는 꽃과 나무들, 곤충, 수생식물들을 관찰하고 오감 활동과나는 꽃과 나무들, 곤충, 수생식물들을 관찰하고 오감 활동과

놀이 활동을 통해 식물들의 모양, 깔, 촉각, 기, 재미있는놀이 활동을 통해 식물들의 모양, 색깔, 촉각, 향기, 재미있는

징을 아보고 자연을 낄 수 있도  진행할 계 이다.특징을 알아보고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들에게 식물의 이 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숲속아이들에게 식물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숲속

에 있는 모  것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

는 소중한 시간이  것이다. 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과천문화원 소식

과천시평생학습센터 우수동아리 ‘과천문화의 기’가 ‘천과천시평생학습센터 우수동아리 ‘과천문화의 향기’가 ‘천

년고도 경주 1박 2일’ 사와  ‘2014년 후 기 사’에 참가할년고도 경주 1박 2일’ 답사와  ‘2014년 후반기 답사’에 참가할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을 모집한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역사문화 멘토가 장을 직접 인솔하며국가브랜드위원회  역사문화 멘토가 현장을 직접 인솔하며

해설하며, 사지 문화관 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도 경청할해설하며, 답사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도 경청할

수 있는 이  사는 참가자 모 에게 뜻 은 힐링의 시간이수 있는 이번 답사는 참가자 모두에게 뜻 깊은 힐링의 시간이

 것으로 기대한다.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년고도 경주 1박 2일 : 답사비 18만원

•일　시 : 7. 28~29   ※07:30 시민회관 옆 버스정류장 출발

•답사비 : 18만원 (차량임대비, 입장료, 강사비, 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포함) ※신청인원에 따라서 답사 차량은 변동 될 예정입니다.

(25, 45인승 등)

•환불안내 : 답사 15일 전 까지는 100% 환불 가능하며, 본인 외 대체

인원은 불가합니다. (우천시에도 진행하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2014 후반기 답사 : 답사비 17만원

•인솔자 : 임용훈

※총 4회 답사의 차량임대, 입장료, 강사비, 식비, 여행자보험료 등 모

두 포함된 금액이며, 답사 차량은 신청자에 따라 25인승 또는 45인승

등 유동적이다.

문의 : 임용훈 010-5880-8272

역사문화 답사 회원 모집

과천예원 소식

과천예원에서는 상 리 인성교육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과천예원에서는 밥상머리 인성교육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

니다. 상 리 인성교육 교육일정은 다음과 습니다. 과천니다. 밥상머리 인성교육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 니다.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기간 : 6. 9∼6. 23 월, 수 (5회)

•교육시간 : 19:00∼21:00 (2시간)

•수 강 료 : 17,000원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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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모집

•문　　의 : 전화 507-1771, 1881 / 팩스 507-1011

‘밥상머리 인성교육’ 수강생 모집

일시 내용 집결지 시간 비고

8.19
(화)

오리엔테이션 및
답사지 개관 강의

과천문화원 10:00~12:00 실내강의

8.26
(화)

상주
(대산루)

시민회관 옆
(소방서 맞은편)

07:00~19:00
임 대 버 스
이동, 중식

9.16
(화)

답사지 해설강의 과천문화원 10:00~12:00 실내강의

9.3
(화)

강화도
(석모도 보문사)

시민회관 옆
(소방서 맞은편)

07:30~19:00
임 대 버 스
이동, 중식

10.14
(화)

답사지 해설강의 과천문화원 10:00~12:00 실내강의

10.28
(화)

예산
(수덕사, 개심사)

시민회관 옆
(소방서 맞은편)

07:30~19:00
임 대 버 스
이동, 중식

11.18
(화)

합천
(해인사)

시민회관 옆
(소방서 맞은편)

07:00~19:00
임 대 버 스
이동, 중식

일시 내용 비고

6. 9(월)

밥상머리교육의 이해 및 밥상머리 교육의 실천

1) 밥상머리교육이란 무엇인가?
2) 밥상머리 교육 효과
3) 밥상머리 교육 실천전략

김계숙
(과천예원장)

6. 11(수)

집에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실제Ⅰ

1) 밥상머리에서의 기본생활습관교육(예절교육)
2) 밥상머리에서의 기본교육 김이주

(서일대교수)

6. 16(월)

집에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의 실제Ⅱ

1) 밥상머리에서의 영양교육
2) 음식맛과 성격분석

6. 18(수)

왜 밥상머리 교육인가?

1) 왜 밥상머리 교육인가?
2) 밥상머리 교육으로 건강을 잡아라!

김광호
(EBS PD)

6. 23(월)

밥상머리교육과 행복한 부모

1) 식탁은 부모 – 자녀관계의 시작의 장이다.
2) 이로 인해 관계가 깨기지 시작한다.
3)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
4) 이 시대 아빠와 엄마의 역할 - 아이에게 미치는 효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소식

과천 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1:1 학습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1:1 학습

지도가 진행  수 있도  학습 지도자를 연계해 주어 성적 상지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 지도자를 연계해 주어 성적향상

을 돕고 생활상 , 진로지도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을 돕고 생활상담, 진로지도 등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

장 발 을 도모할 수 청소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다.장·발달을 도모할 수 청소년 튜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　　상 : 과천시 거주 저소득 가정 초6~고3(학생), 서울 및 수도

권 내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자원봉사자)

•내　　용 : 1:1 학습지도, 야외학습, 문화 활동 등

•진행기간 : 연중 (주1회~2회, 2시간)

•신청방법 : 복지관방문 → 상담 → 관련서류 제출 → 매칭

문의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507-6319~22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한 ‘청소년 튜터제’ 운영

정보과학도서관 소식

정보과학도서관 ‘북스타  부모교육’이 6월 24일 정보과학정보과학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이 6월 24일 정보과학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다.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지랄발랄 하교육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지랄발랄 하

은맘의 량육아>의 저자이자 엄마 멘토링 전문가인 선미 강은맘의 불량육아>의 저자이자 엄마 멘토링 전문가인 김선미 강

사가 나와 육아 스 스로부터 벗어나는 노하우를 속 시원하사가 나와 육아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노하우를 속 시원하

게 전 할 예정이다. 관내 학부모 100여명을 모집하며 접수는게 전달할 예정이다. 관내 학부모 100여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과천시과학문화도시(과천시과학문화도시(httphttp://://scsc..gccitygccity..gogo..krkr/)에서 6월 17일/)에서 6월 17일

부터 23일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부터 23일까지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43~4

북 스타트 부모교육 수강생 모집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2014 인문독서아 데미사업’ 수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2014 인문독서아카데미사업’ 수

행기관으로 선정 다. 이와 관련 도서관은 오는 7월부터  ‘꿈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도서관은 오는 7월부터  ‘꿈

꾸는 우 : 꾸는 우울: WW. 벤야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화인문학, 과학. 벤야민을 이해하기 위하여’, ‘영화인문학, 과학

과 만나다’, ‘감정의 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하 기 인문학과 만나다’, ‘감정의 근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하반기 인문학

강 를 무료 운영한다. 강좌를 무료 운영한다. 

강  세부 운영 일정 및 신청방 은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강좌 세부 운영 일정 및 신청방법은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페이지(홈페이지(httphttp://://wwwwww. . gclibgclib..gogo..krkr)와 과천시과학문화도시)와 과천시과학문화도시

((httphttp://://scsc..gccitygccity..gogo..krkr)를  참조하면 된다. )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정보과학도서관 과학문화팀 2150-3032~3

하반기 인문학강좌 무료 운영

별양동 주민센터 소식

과천280호_레이아웃 1  14. 5. 30.  오후 4:36  페이지 7



8 2014년 5월 25일(일) 교육·청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 3분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4년 3분

기 교육문화강  개설을 통해 다양한 강기 교육문화강좌 개설을 통해 다양한 강좌

로 시민 여러분을 만 다. 로 시민 여러분을 만난다. 

교육문화강 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교육문화강좌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

로 문화 작영역, 생활건강영역, 음악감성로 문화창작영역, 생활건강영역, 음악감성

영역으로 나누어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에영역으로 나누어 여가 활용과 자기계발에

도 이 되는 강 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도움이 되는 강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청소년 강 는 국어, 독서논 , 미 ,청소년 강좌는 외국어, 독서논술, 미술,

요리, 클 식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요리, 클래식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평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

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국어, 요리, 악기 등으로 구성된 성인외국어, 요리, 악기 등으로 구성된 성인

강 는 평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강좌는 평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

된다. 된다. 

신규 수강신청 시 유의할 은 문화 작,신규 수강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문화창작,

생활건강, 음악감성 영역 로 1인 2강 만생활건강, 음악감성 영역별로 1인 2강좌만

신청이 가 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기간 : 7. 1(화)~9. 30(화) 

•기존수강생접수 : 6. 2(월)~6. 8(일)

•신규수강생모집 : 6. 9(월)~6. 15(일)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수련관 홈페이지 교

육문화강좌 → ‘수강신청’란)

•추첨결과 발표 : 6. 16(월) 10:00 이후 홈페이

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결제기간 : 추첨결과 발표 후~6. 18(수)까지

•결제방법 : 방문결제(주말 가능), 홈페이지 온

라인결제(무통장입금 불가)

•추가모집 : 수강생 미달 시 6. 25(수)까지 강좌별

•수강료 : 홈페이지 참조 -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악기 개인준비(드럼, 가야금 제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휴대폰

번호를 꼭 확인바라며, 수강 관련 SMS 연락

이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1,3923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6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2014년 3분기 교육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글리시타운에서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에서

는 3분기 2014. 7. 5(토)~9. 26(금)일까지 원는 3분기 2014. 7. 5(토)~9. 26(금)일까지 원

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문화체  프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문화체험 프

로그 을 아 와 이 운영한다.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청소년 프로그 은 리틀체스, 체스쿨청소년 프로그램은 리틀체스, 체스쿨AA,,

체스쿨체스쿨BB, 라멜 리 등이며, 주말 프로그, 카라멜트리 등이며, 주말 프로그

은 이 글리시, 라멜 리, 아 앤램은 네이처잉글리시, 카라멜트리, 아트앤

쿠킹, 스포츠 글리시 등이다. 쿠킹, 스포츠잉글리시 등이다. 

 성인 프로그 은 영어회화, 드라마또 성인 프로그램은 영어회화, 드라마잉

글리시, 뉴스 글리시 등이 있다. 신규 수강글리시, 뉴스잉글리시 등이 있다. 신규 수강

생 모집 기간은  6. 3(화)~6. 9(월)까지이며,생 모집 기간은  6. 3(화)~6. 9(월)까지이며,

각 프로그 마다 다  으로 게  운각 프로그램마다 다른 특색으로 알차게  운

영된다.  프로그  상세한 내용 안내는 영된다.  프로그램별 상세한 내용 안내는 잉

글리시타운 강사실에서 상 받을 수 있다.글리시타운 강사실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3분기 신규 프로그램 안내 

2014년 3분기 English Town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스타트렉 다크니스

19:00∼21:12
SF/12세이상 관람/자막

6월 3일(화)

토토의 움직이는 숲

19:00∼20:13
애니/전체/우리말

6월 10일(화)

멘델스존 : 한여름 밤의 꿈

19:00∼20:34
발레/12이상 관람/영어

6월 17일(화)

맨 오브 스틸 

19:00∼21:23
SF/12세이상 관람/자막

6월 24일(화)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헬스장에서 ‘건강관리교실’을 신설한다. 음식문화의 발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헬스장에서 ‘건강관리교실’을 신설한다. 음식문화의 발

과 운동 부족으로 대인의 비만 및 성인병이 늘어감에 따라 비만으로 인한 성인달과 운동 부족으로 현대인의 비만 및 성인병이 늘어감에 따라 비만으로 인한 성인

병을 예방 하고, 균형 잡힌 를 위하여  식단 관리 상  및 운동을 통해 체형관리병을 예방 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하여  식단 관리 상담 및 운동을 통해 체형관리

에 도 을 다.에 도움을 준다.

헬스와 수중 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프로그 으로서 헬스(주중5회)07:30 ~08:30,헬스와 수중 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서 헬스(주중5회)07:30 ~08:30,

수중 운동(월, 수, 금, 주 3회)12:00~12:30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만을 예방하고, 바수중 운동(월, 수, 금, 주 3회)12:00~12:30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만을 예방하고, 바

람직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교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람직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교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 : 체육관동 헬스장 2150-3973, 안내데스크 2150-3971~2  

체육관동 헬스장 건강관리교실 신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성화 프로그 을 비했다. 참가하고자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수련관 페이지(하는 청소년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www.gcyc.go.kr) 마당> 공지사 을 통해) 열린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인하시기 바란다.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상기 프로그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수 있습니다.※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7월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7월

12일에 국악 가족 지  ‘ 기똥풀’을12일에 국악 가족 뮤지컬 ‘애기똥풀’을

공연한다. 지  ‘ 기똥풀’은 ‘2013공연한다. 뮤지컬 ‘애기똥풀’은 ‘2013

전주세계소리 제’ 공식 청작으로전주세계소리축제’ 공식 초청작으로

서정적인 스토리와 흥겨운 우리 가락이서정적인 스토리와 흥겨운 우리 가락이

어우러진 작 이다. 어우러진 작품이다. 

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장 를 가진 엄말썽만 피우던 아이가 장애를 가진 엄

마의 사 과 아빠의 희생을 천천히 마의 사랑과 아빠의 희생을 천천히 알

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사 을 깨닫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다.되는 이야기이다.

작  전 에 흐 는 국악 가락은 숙작품 전반에 흐르는 국악 가락은 친숙

하고 경 하게, 때로는 쓸쓸하면서도하고 경쾌하게, 때로는 쓸쓸하면서도

하게 극의 내용과  조화를 이 어애절하게 극의 내용과 잘 조화를 이루어

국악 가족 지 의 묘미를 끼게 한국악 가족 뮤지컬의 묘미를 느끼게 한

다. 히 60~70년대 부모 세대의 자연다. 특히 60~70년대 부모 세대의 자연

과 정겨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는 도과 정겨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엿장수, 각설이, 소독  등 지흥미롭다. 엿장수, 각설이, 소독차 등 지

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추억

속에 고스란히 아 있는 우리의 옛 모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우리의 옛 모

습을 하고 재미나게 그려진다. 습을 훈훈하고 재미나게 그려진다. 

7월 12일(토)에 공연되는 ‘ 기똥풀’7월 12일(토)에 공연되는 ‘애기똥풀’

은 당일 오후 3시에 리며, 1인 4천원은 당일 오후 3시에 열리며, 1인 4천원

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4세 이상 가족 단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4세 이상 가족 단

위로 관람이 가 하다. 공연 예 는 6월위로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 예매는 6월

21일(토) 10시부터 1  안내데스크에서21일(토) 10시부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1인 1 제로 장 발권할 수 있다.1인 1좌석제로 현장 발권할 수 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국악 가족뮤지컬 ‘애기똥풀’ 7월 12일 공연

프로그램명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가족사랑 공연 2탄

‘가족뮤지컬 애기똥풀’

7. 12(토) 15:00

(공연시간 60분)

1인 4,000원

(지정석)

4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200명

제11회 과천시 

청소년 국토대장정

7. 26(토)~8. 2(토)

7박8일
150,000원

여름해양 공동체 캠프
7. 30(수)~8. 1(금)

2박 3일
미정

초 5~고 3 청소년

(96. 3월~03. 12월)

구 분 청 소 년 성 인

프로그램
리틀체스, 체스쿨A
(기존 원더키즈)

체스쿨B
(기존 슈퍼키즈)

카라멜트리
(기존 북키즈)

주말 성인

수강기간
7월~9월

(월수금/화목)

7월~9월

(월수금/화목)

7월~9월 

(수·금)

7월~9월

(매주 토)

7월~9월

(월~금)

대상
유치부6~7세

초1~3

월수금 초1~3

화목 초4~6

초3~6

(주1회)

네이처 초1~4

카라멜트리 초3~6

아트앤쿠킹 초1~3

스포츠 초1~4

성인

신규모집 6. 3~6. 9

수강료

월수금 : 360,000원

(270,000원)

화목 : 240,000원

(180,000원)

월수금 : 360,000원

(270,000원)

화목 : 240,000원

(180,000원)

130,000원

(100,000원)

130,000원

(100,000원) 39,000원

비고 수강료 중 ( )은 과천시민 할인가격임

•리틀체스(Little CHESS) (기존 원더키즈 수준)

<영어가 자란다!> 학습-성장-균형을 기본으로

한 영·유아 전문 활동 영어 프로그램

- Premium 활동 영어 : 국내 최대 규모인 1,650

개의 유아 맞춤 Activity로 구성

- 영어 노출 강화 : 3년 과정 구성-660시간 이

상의 직접적 영어 환경 조성

- 창의 사고력 향상 컨텐츠 : 교구 속 두뇌개발

액티비티의 신개념 멀티미디어

•체스쿨 (CHESSCool) (기존 슈퍼키즈 수준)

<영어가 열리는 활기찬 통합교육!> 체스쿨은

100% 영어 수업과 다양한 Output 활동으로 듣

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동시에 키워주는

입체적 학습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초등 10단계,

5년 과정 구성!

- Positive & Fun! 영어=즐거움을 모토로 창의

적인 다양한 Activity 활용

- 효과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 LMS 및 온라인,

동영상까지 다각도 지원

•카라멜트리(Caramel Tree) (기존 북키즈 수준)

- 한국형 ESL 창의 스토리북 개발을 통해, 세계

로 수출되고 있는 영어독서 프로그램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3

강사실 5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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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천사랑·청소년

지  5월 9일(금), 토리아리아 데미에지난 5월 9일(금), 토리아리아카데미에

서는 성에스원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서는 삼성에스원과 연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 다. 최  잇따  안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최근 잇따른 안

전사고 발생과 관련 토리아리에서는 청소전사고 발생과 관련 토리아리에서는 청소

년 안전의 (5월)을 슬로건으로 고 다양년 안전의 달(5월)을 슬로건으로 삼고 다양

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시간한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에 집중하는 시간

을 마련하 다. 을 마련하였다. 

안전교육 운영의 강의내용으로 학교폭력안전교육 운영의 강의내용으로 학교폭력

에 노 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의 의미와 예방 을 의적으로 생각해보의 의미와 예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보

는 시간을 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전에는 시간을 갖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신 을 배 보는 뜻 은적용할 수 있는 호신술을 배워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  수 있었다. 성 에스원 사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삼성 에스원 사회봉

사단에서는 전문강사를 견하여 등학생사단에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초등학생

눈 이에 맞춘 내용으로 집중력 있게 2시간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집중력 있게 2시간

동안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동안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이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이

당하는 사람을 쌍히 여기는 시각을 벗어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시각을 벗어

나서, 나부터 구들이 싫어하는 말, 나는나서, 나부터 친구들이 싫어하는 말, 나는

지만 다  사람은 지 은 말과 행즐겁지만 다른 사람은 즐겁지 않은 말과 행

동을 하지 말아야 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동을 하지 말아야 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

스로 행동을 되새겨 보는 찬 시간이 되었스로 행동을 되새겨 보는 알찬 시간이 되었

다’, ‘실습을 통한 신 을 배 으로써 소다’, ‘실습을 통한 호신술을 배움으로써 소

중한 나를 지 는 방 을  수 있어서 재미중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라는 소감을 통해 만족도가 음을있었다’라는 소감을 통해 만족도가 높음을

인해 볼 수 있었다.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토리아리아 데미에서는 5월뿐만 아니토리아리아카데미에서는 5월뿐만 아니

라, 지속적인 안전교육(심폐소생 , 안전맵라, 지속적인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안전맵

귀가교육)을 통해 활동 및 생활안전에도 앞귀가교육)을 통해 활동 및 생활안전에도 앞

장설 예정이다. 장설 예정이다. 

문의 : 토리아리아카데미2150-3980~1

‘에스원과 함께하는 청소년 안전교육’ 실시 

토리아리아카데미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호신술을 배우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박8일간 ‘제11회 과천시 청8월 2일까지 7박8일간 ‘제11회 과천시 청

소년 국토대장정’을 실시한다.소년 국토대장정’을 실시한다.

청소년 국토대장정은 극기체 을 통한청소년 국토대장정은 극기체험을 통한

체력 및 정신력을 상시 고, 단체활동을체력 및 정신력을 향상시키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 및 동심을 함양할 수 있통해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

도  비된 프로그 이다. 이  국토대정도록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국토대정

정은 과천시를 발하여 과천시의 자 도정은 과천시를 출발하여 과천시의 자매도

시인 동해-정선-평 을 거  과천까지 시인 동해-정선-평창을 거쳐 과천까지 약

140140Km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예정이다.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할 예정이다.

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

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이  국토대장정을의 청소년들이 함께할 이번 국토대장정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통해 참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일상에서 배  수 없는 소중한 가치 및 정신일상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치 및 정신

들을 함양할 수 있는 은 기회가  것이다.들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　간 : 7. 26(토)~8. 2(토) 7박8일

•장　소 : 과천-동해-정선-평창-과천

•대　상 : 관내 초·중·고 80명(초5~고3 / 관내

주민등록 청소년)

•참가비 : 1인 150,000원(다자녀, 차상위, 수급

자는 참가비 할인 적용)

•신　청 : 6. 2(월)~6. 15(일) 수련관 홈페이지

/ 컴퓨터 추첨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 해주세요.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0~3933

열정·폐기·도전·협동의 모든 것

‘제11회 과천시 청소년 국토대장정’ 실시

가족 이웃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식 평생학습강가족·이웃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사에게 배우는 맞춤식 평생학습강

 ‘2014년 배 강 제’가 발전적이며 건전한 학습문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좌! ‘2014년 배달강좌제’가 발전적이며 건전한 학습문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위하여 운영된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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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2014년 배달강좌제

신청서 제출 및 검토

시민→평생학습센터

강의시작 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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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시간 수강료 재료비 장소

방송댄스

어린이,학생

09:00~09:50 40,000 * B1층 청계홀

10:00~10:50 40,000 * B1층 청계홀

행복한 발레 
11:00~11:50 40,000 * B1층 청계홀

12:00~12:50 40,000 * B1층 청계홀

명품 타악
13:00~13:50 40,000 * B1층 청계홀

14:00~14:50 40,000 * B1층 청계홀

음악줄넘기
09:00~09:50 40,000 * B1층 관악홀

10:00~10:50 40,000 * B1층 관악홀

영어 음악 뮤지컬
11:00~11:50 40,000 * B1층 관악홀

12:00~12:50 40,000 * B1층 관악홀

동요세상
13:00~13:50 40,000 * B1층 관악홀

14:00~13:50 40,000 * B1층 관악홀

주니어 골프 맛보기
10명 14:00~14:50 50,000 5,000

B1층
10명 15:00~15:50 50,000 5,000

푸드 아트 테라피
10:00~10:50 40,000 10,000 3층 배움터1

11:00~11:50 40,000 10,000 3층 배움터1

항공로켓과학 초등1,2,3,4,5 
13:00~14:30 60,000 60,000 3층 배움터1

15:00~16:30 60,000 60,000 3층 배움터1

박물관은 나의 친구 초등 3,4,5,6 13:00~17:00 180,000 30,000 현장교육

인물과 함께하는 한국사 초등 3,4 10:00~11:20 60,000 5,000 영상강의실

지도로 보는 한국사 초등 5,6 11:30~13:00 60,000 5,000 영상강의실

어린이 중국어(신규)
초등

13:00~13:50 40,000 14,000 3층 영상 강의실

어린이 중국어(기존) 14:00~14:50 40,000 14,000 3층 영상 강의실

미술박사

유치부 13:30~14:50 60,000 10,000 3층 배움터 3

초등 1,2 15:00~16:20 60,000 10,000 3층 배움터 3

초등 3,4,5,6 16:30~17:50 60,000 10,000 3층 배움터 3

바이올린
6명

통합

10:00~10:50 150,000 * 3층 미디어실

6명 11:00~11:50 150,000 * 3층 미디어실

첼로
6명 13:00~13:50 150,000 * 3층 미디어실

6명 14:00~14:50 150,000 * 3층 미디어실

플룻
6명 15:00~15:50 150,000 * 3층 미디어실

6명 16:00~16:50 150,000 * 3층 미디어실

꼬기야 놀자 12명 9:00~11:00 90,000 10,000 야외

관악산 청계산 친구들 12명 유치부 13:00~15:00 90,000 5,000 야외

숲에서 놀자 12명 초등1~3 10:00~12:00 90,000 5,000 야외

힐링 골프(이론+기초) 10명
성인

16:00~16:50 60,000 * B1층

커피와 수다 10:00~12:00 70,000 추후공지 4층 옥상

‘토토즐’ 3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7. 5(토)~9. 27(토)/ 12회

•수강신청 : 기존회원 6. 7(토)~7. 5(토) /신규회원 6. 16(월)~7. 5(토)

•모집대상 : 어린이(6~7세)/ 초등학교 1~6학년 / 성인

•수강인원 : 각 프로그램별 20명(선착순) ※70% 미달시 폐강(그 외 수업은 정해진 명단 참고)

•수강신청 : 직접방문신청, 이메일(pangsungho@hanmail.net), 팩스(507-1422)신청가능 

•결제방법 : 방문 현금결재 및 계좌이체(학생이름)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국제청소년성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 운영기관으로 2014년에 활동할 참포상제 운영기관으로 2014년에 활동할 참

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가 청소년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14세부터 25세 청소년으모집대상은 만14세부터 25세 청소년으

로, 신체단련, 자기계발, 사활동, 탐 활로, 신체단련, 자기계발, 봉사활동, 탐험활

동 4개 분야에서 스스로 활동 와 내용동 4개 분야에서 스스로 활동 목표와 내용

을 정하고 1주에 1시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정하고 1주에 1시간 이상 지속적인 활동

을 통해 를 성 하면 국제사무국(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면 국제사무국(IAAIAA))

의 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인 서의 승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서

와 국제포상 회인 서, 단계 로 동장, 은와 국제포상협회인증서, 단계별로 동장, 은

장, 금장의 배지와 휘장을 받게 된다. 장, 금장의 배지와 휘장을 받게 된다. 

국제청소년성 포상제는 자기개발은 물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자기개발은 물

 적성에 맞는 대학 학과 선  및 업에 활론 적성에 맞는 대학 학과 선택 및 취업에 활

용할 수도 있다. 용할 수도 있다. 

한 , 국제청소년성 포상제는 여성가족한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여성가족

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국

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 이다. 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지  1956년 영국 에딘 러 공작에 의해지난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재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14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운영하고 있다.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2011년에 운영기과천시청소년수련관은 2011년에 운영기

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  해에는 과천 관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해에는 과천 관

내 청소년 2명이 참가해 동장을 받는 성과내 청소년 2명이 참가해 동장을 받는 성과

를 올렸다. 를 올렸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933

재미와 보람이 있는 1석2조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참가자 모집 

과천시평생학습센터 소식

과천문화원 소식

과천문화원에서는 주 5일 무제에 따라 가족간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과천문화원에서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가족간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

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배우는 토, 기는 토, 나누는 토를 모토로 한 ‘과천문화원 토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배우는 토, 즐기는 토, 나누는 토를 모토로 한 ‘과천문화원 토

토 ’ 프로그 을 비하 다. 토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모든 강의는 교재비, 재료비 별도 문의 : 평생학습팀 367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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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April to early May is a busy time

for Korean families. April ends on a high

note with the Lantern festival, followed by

a flurry of holidays in early May. Buddha’s

birthday is a welcome break from work.

Children’s Day comes shortly thereafter,

with Parents’ Day creeping up behind to

close out the festivities.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high-

light Korea’s well known emphasis on

family ties. They are a time for Korean

families to take a break from work, school,

hagwons, and responsibilities to relax,

travel, and spend time with each other.

Children can look forward to new toys,

money, and a much needed break from

school. Parents can look forward to family

meals, reunions, and memorable gifts from

their kids.

In the west, our family days are a bit dif-

ferent. We actually don’t have a Children’s

Day at all. We also have two separate hol-

idays for our parents. In America, the sec-

ond Sunday in May is Mother’s Day, while

Father’s Day falls on the third Sunday in

June.

Mother’s Day is a big deal in the United

States. It is one of the most highly cele-

brated days, not to mention expensive,

days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Americans usually spend

about $152 (156,000 KRW) on their moth-

ers. Traditionally, children buy their moth-

ers cards, jewelry, or flowers. It is also

common to make your mother breakfast-

in-bed, take her out for dinner, or even pay

for her to have a mini vacation.

Fathers are not so lucky back home.

Oddly enough, Father’s Day is a much

smaller event. We usually call our fathers,

and might give them a new tie or coffee

mug. If your father is lucky, he might get a

free dinner. It isn’t uncommon for fathers

to receive nice gifts, but it is certainly less

common. In fact, Americans usually only

spend about $117 dollars (120,000 KRW)

on their fathers.

On Parents’ Day, Koreans usually give

their parents carnations, cards, or even gifts

like fruit, candy, or money. If their parents

live far away, a weekend road trip might

bring the family together. Of course, in typ-

ical Korean style, there will be plenty of

food for the family to share.

However you celebrate, this is the time

of year to let your family know how much

they mean to you. Parents, take time out of

your busy schedules to let your children

know how much you love them. Children,

be sure to let your parents know how grate-

ful you are for all the hard work they do for

you (I’m sure it’s not easy)! Whether it is

giving them candy, visiting them, making

a phone call, or sending a card, let the peo-

ple closest to you know you care.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10>

“For some reason, I’ve never felt grown up.” _ William Steig.  

“어떤 이유에선지, 난 한번도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 

세상에서 가
장 못생긴 주인공 ‘슈렉’을 모르는 사
람은 아마 없을 거에요. 사실 슈렉의
원래 모습은 훨씬 더 우둘투둘하고
매쓰꺼워 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더
놀라겠죠? 

이 놀라운 그림책의 원작자가 바
로 윌리엄 스타이그에요. 그는 첫 그
림책을 썼던 예순 한살이 되기 전 이
미 만화가로서, 또 표지 디자이너로
서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출판사를
시작한 친구의 권유로 늦은 나이에
어린이 그림책 작가가 된 그는 아흔
다섯 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영원
히 어린이의 영혼으로 살며 그림책

을 그렸어요. 
스타이그는 뉴욕의 가난한 미장

노동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틈틈
이 그림을 그렸던 미장사 아빠는 자
녀들에게 직접 그림을 가르쳤어요.
덕분에 스타이그의 모든 형제들은
화가, 음악가, 작가 등 예술적 재능
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죠. 그림을 그
리는 것 말고도 식구들이 함께 <로
빈슨 크루소>, <아더 왕 이야기> <헨
젤과 그레텔> 등 문학 작품을 읽으
며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뛰어
난 실력으로 예일대 미술학과에 진
학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며칠 만
에 그만 두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만
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만화

를 그렸던 스
타이그가 작
가로서의 길
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순 살이 넘
어서도 꿈을 꾸는 어린이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수 많은
어른들의 의무를 다 해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애쓰고 노력
해서 해 낸 것들이었다. 무슨 이유에
선지, 난 한 번도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 죽기 전까지 어린
이들처럼 작고 사소한 곳에서 깊은
의미를 길러내는 놀라운 통찰을 보
여 주었어요. 

주요 작품 소개

<Sylvester and the Magic Pebble>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어린 당나귀 실베스터는 조약돌 모으는 게 취
미에요. 시냇가에서 온갖 종류의 신기한 모양과 색깔의 조약돌을 모으던 실베스터는 어느 날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조약돌을 발견해요. 이제 뭐든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게 된 거에요. 즐겁게 집에 가던 실베스터는 무시무시한 사
자를 만나게 되는데, 놀란 마음에 그만 바위가 되면 좋겠다고 말해 버린 거에요. 바위가 돼 버린 실베스터와 실베스
터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는 어쩌면 좋을까요?

<Pete’s A Pizza> 아빠와 함께 피자 놀이  비가 오니 나가 놀 수 없는 피트는 심통이 났어요. 비 오는 날은 역시 빈
대떡, 아니 피자죠. 피트의 아빠는 비 오는 날 피자를 만들어 먹기로 하고 반죽을 시작하는데…
오늘 반죽 밀가루는 바로, 피트에요! 피트를 식탁에 올려 놓고, 주물럭주물럭 뭉쳤다가 굴려서 펴고, 잡아 당겨 늘이
고 다시 공중제비를 돌리는데요. 반죽이 된 피트는 어느새 신나게 웃기 시작하네요.

<Doctor De Soto> 생쥐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솜씨가 뛰어나 환자들이 줄을 서요. 그러나 드소토 선생님은 덩
치 큰 암소, 황소, 당나귀의 이빨은 곧잘 치료해 주지만, 절대로 호랑이, 사자, 늑대, 여우는 치료하지 않는답니다. 왜
냐구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어느날 여우가 찾아와 간절히 애원했어요. 
인정 많은 아내가 여우를 치료해 주자고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드소토는 여우의 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무사
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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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nathan Vergara 

잉글리시타운 원어민 강사

문의 3677-2062

Thanking Our Parents

About the Author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His mother was ugly and his father

was ugly, but Shrek was uglier than

the two of them put together. By

the time he toddled, Shrek could

spit flame a full ninety-nine yards

and vent smoke from either ear. 

With just a look he cowed the rep-

tiles in the swamp. 

Any snake dumb enough to bite him instantly got convulsions

and died.

One day Shrek’s parents hissed things over and decided it was

about time their little darling was out in the world doing his

share of damage. So they kicked him goodbye and Shrek left

the black hole in which he’d been hatched. 

엄만 못생겼어. 아빠도. 그런데, 슈렉은
엄마 아빠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못생겼어.
걸음마를 뗄 때 이미 슈렉은 백 미터쯤 불을
뿜고 양쪽 귀에서 연기를 피워 올릴 수 있었어. 

슈렉을 한번 슬쩍 보기만 해도 늪에 사는 모든 파충류들은 벌
벌 떨었지. 멍청한 뱀이 슈렉을 한번 물었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죽은 적도 있었어. 

어느날 엄마 아빠는 의논 끝에 어린 슈렉도 이제는 세상에 나
가 제 몫의 난동을 부릴 때가 됐다고 결정했지. 그래서 슈렉을
발로 뻥 차서 내보냈어. 슈렉은 나고 자란 음침한 동굴을 떠나
야 했어.

<SHREK : 슈렉>

과천280호_레이아웃 1  14. 5. 30.  오후 4:36  페이지 10



과천사랑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112014년 5월 25일(일)

지난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世越號)’ 침몰 사고로 안성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을 하늘로 데려갔다. 신문방송을 통

해 본 세월호는 사람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여객선이 아니라

짐 싣는 화물선이었다. 

일본에서 썩은 배를 사다가 한 개라도 짐을 더 많이 싣기 위

해 증축한 사실도 화가 나지만 선장과 승무원 모두 승객의 안

전은 뒷전이고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배에서 뛰쳐나온 사실

은 백번을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돈이 제일이고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돈보다 안전

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00여

명의 고귀한 생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인

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네 탓 내 탓만 하지 말고 우리 모

두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 지킬

때에는 이유 불문하고 엄벌에 처

해야 됨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

가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진도 여객선 세월호 사고를 보고

배보다 큰 배꼽

▶▶ 김종열 (중앙동)

저는 과천서적을 운영하다 사업실패로 인해 1999

년 1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갑작스런 사태로 병

원에 입원해 치료하였으나 수족을 전혀 못 쓰는 상태

로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퇴원하자마자 집에서 재활

치료를 했다. 기구에 수족을 묶어놓고 팔다리 운동을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당시 살고 있는 주소지 동안

보건소로 침을 맞으러 다녔다. 특히 아내가 집에 욕

조에 들여 놓고 날마다 목욕을 시켜 주었다. 

그 덕에 차츰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도 하게 되었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은 1층, 내일은 2층…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

가며 오르내렸고, 밤에 잠이 안 올 땐 혼자 어두운 20

층 계단을 더듬거리며 두 번씩 왕복하면서 날밤을 새

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의사선생님은 계단은 위험하니 이왕

이면 평지에서 운동을 하라

고 했다. 이후 물병과 오이를

들고 매일 같이 아파트 근처

공원을 한나절씩 돌았다. 머

릿속에는 오로지 ‘신학기가

되기 전까지 빨리 낳아서 다

시 서점에 나가 책장사를 해

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골프채처럼 오그라진

손가락은 좀처럼 펴지지 않

았다. 

다만 4개의 발이 달린 지팡

이에서 1개발 지팡이로 바뀌

었을 뿐이다. 결국 2000년도

서점을 정리하게 되었고 가

족들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

이 평촌에 있던 집을 팔고 과

천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 온 집에는 욕조가 없

어 플라스틱 목욕통을 구입

해서 목욕을 했다. 그러다

2005년 과천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신분으로 목욕신청을 했다. 이 사실을 안 아

내가 “그런 건 내가 할 테니 당장 취소하자”며 전화

를 걸겠다는 걸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그냥 두라”

며 말렸다.   이렇게 나는 가족이 아닌 남(봉사자)에게

목욕도움을 받게 되었다. 벌써 9년이 넘었다.

9년 동안 1~2주에 한 번꼴로 수고해주신 사회복

지관 직원과 봉사자님께 감사드리는 편지를 쓰고자

했는데 서두가 길어진 거 같다. 요즘 나는 젊은 청년

에게 목욕봉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산본에 사는 나

이 드신 분이 도와주셨는데 요즘 시력이 안 좋아 못

오신다. 속히 쾌유되시길 바란다.

목욕서비스는 여름에는 이동차량을 이용하고 겨

울에는 목욕탕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 봉사자님은 한

주에 한번 오시지만 매일 바뀌게 되고 직원은 매일같

이 반복하는 일이니 힘도 들겠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

로 장애인들을 대해 주신다. 덩달아 우리도 즐겁다.

목욕을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그 고마운 마

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처음에는 벗은 몸

을 맡기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리고 부담되고 쑥

스러웠던지…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처음 나

는 목욕서비스를 받을 때, 은밀한 부분을 어떻게 남

의 손에 맡길 수 있나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웠

었다. 하지만 봉사자는 몸이 불편한 나를 의자에 앉

혀놓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온몸에 물을 적시고 머리

부터 감겨주고 온몸을 씻겨 주었다. 은밀한 신체부위

도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 채가듯 날 세게 씻어 준다.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틈이 없다. 오로지 근질근질하

던 몸이 시원해질 뿐이다. 

목욕봉사 혜택을 받으면서 복지관 직원들이 얼마

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 지금 나의 몸 상태는 편마비

는 있지만 지극히 양호한 편이다. 목욕혜택을 받는

분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중

증환자도 있다. 지하방이나

위층에 사시면 업어서 오르

내리고 차에 태운다. 겨울에

는 껴입은 옷이나 내복에 양

말까지 벗기려면 시간도 꽤

걸린다. 양치질에 면도까지

도와준다. 봉사자가 사정이

라도 생기면 직원혼자서 수

고를 해야 한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장

애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과 봉사자님께 점심대접

이라도 할라치면 그때마다

약속 있다고 피한다. 한번은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에게

“근처에 값싼 짜장면가게가

생겼다”며 “2,500원이니 부

담 갖지 말고 함께 가자”고 권

했다. 

복지관 직원은 안에 들어

가면 밥이 있다며 도망치듯

가버리고 봉사자님과 나만 남아 식사를 했다. 모처럼

봉사자님에게 한 끼 식사나마 대접할 수 있게 된 것

이 너무 기뻤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봉사자님은 내게 비닐 쇼핑백 하나를 제

손에 들려주었다. 막무가내로 거절했으나 몸이 불편

한 나는 힘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쇼핑백 안에는 한라봉이 가득 들어있었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 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배보다 배

꼽이 더 큰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이후 마음을 달리

고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욕봉사혜택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는 봉사하는 기쁨으로 살

고 나 같은 우리 장애인들은 이 분들에게 도움 받는

기쁨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만 절대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과천사회복지관 관장님과 직원들에게 깊

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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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정 성 (별양동 4단지)

(世越)

독자의 시 <지난 가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15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목욕 봉사 혜택을 받은지 벌써 9년…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힘든 지 깨달아

상 추 쌈

어릴 적부터 상추쌈을 곧잘 먹었습니다.

장에 가신 어머니가 한 소쿠리 담배상추 사오시던 날이면

쌉싸름한 상추쌈 싸먹을 부푼 기대에

아직 흙에서 잠이 덜 깬 상추잎들

온 몸 구석구석 깨끗이 씻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채반에 걸러 물 뚝뚝 떨어지는 풋풋한 상추 한 장을

어린 깻잎만 한 손바닥에 척 누인 다음

한 수저 크게 퍼 올린 뜨끈한 보리밥 위에

머슴 똥 같은 누런 된장 쓰윽 회칠하듯 발라주면

쪼르르 입안에 맑은 침 고이고

나는 배고픈 하마처럼 쩌억 벌린 입 속으로 

그 맛나는 상추쌈을 입안 가득 밀어 넣곤 하였습니다.

어린 것의 신나는 만찬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얘! 천천히 먹어 체할라" 흐뭇해 하시면서

"상추쌈 많이 먹고 밤에 잠 안자면 또 어쩌려고"

호통치시던 어머니 일갈에

허접한 웃음 흘리며

머쓱하게 목덜미 긁적거리던 

상고머리시절 저녁 하늘엔 

일찍 출근한 낮달이 

마당 한켠 뒷간 위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 김 낙 명 (원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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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는 심 상 을 통한 일자리 선과 합적인 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요한 인력을구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과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필요한 인력을

선해줌으로써 로자가 빠  시일 안에 업할 수 있도  도와 드리는 원스톱 업지원 센터인 과천일자리센터를 운알선해줌으로써 근로자가 빠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원스톱 취업지원 센터인 과천일자리센터를 운

영하니 시 거주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이용바 니다.영하니 시 거주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 구인 구직신청 접수 및 리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처리

▶ ▶ 업상  및 구인 구직자 상  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취업상담 및 구인·구직자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 각  업정보 제공각종 취업정보 제공

▶ ▶ 업지원 프로그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 직업 련과정 정보제공직업훈련과정 정보제공

▶ ▶ 이용방이용방법

- 구　직 : 최  이용시 신분  지참하여 인 방문(재등 시 전화 신청 가 )- 구　직 : 최초 이용시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재등록시 전화 신청 가능)

- 구　인 : 최  이용시 사업자등 , 신분  지참하여 방문(재등 시 전화, 팩스 신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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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지점 과천 판매 및 진열 사원 5명 10:00~19:00, 12:00~22:00
연봉 1600만원 청년층우대

2 ○○종합주류 과천 영업, 배송 2명 주5일 근무, 08:30~18:00
월 17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3 ㈜이피○○케이 과천 기획, 마케팅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2400만원 관련근무경력자우대

4 ○○주유소 안양 주유원 1명 05:00~15:00, 15:00~24:00
하루 10시간 근무, 월 150만원 장기 근무자 우대

5 ㈜메가○○ 군포 품질관리 사원 2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2400만원 관련근무경력자우대

6 ○○○씨에스 과천 유,무선 통신상담 00명 주5일 근무, 09:00~18:00
월 150~170만원

관련근무 경력자 
장기근무자 우대

7 ㈜○승 과천 차량 정비기사 1명 주6일 근무, 08:00~18:00
토요일 격주휴무, 월 25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정비경력 3년 이상

8 ○○가드닝 과천 매장관리, 배송 1명 주6일 근무, 08:30~18:00
월 15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인근거주자 우대

9 ○○농업협동조합 과천 판매 및 진열 사원 1명 08:30~20:00 교대휴무
월 180만원 여성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10 ㈜○○쇼핑
○○슈퍼새서울점 과천 농,축,수산물 진열 2명 09:00~18:00, 12:00~21:00

월급 120만원 여성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1 ㈜멘토○○ 과천 물류입출고, 창고관리 1명 주5일 근무, 09:30~19:00
월 15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청년층 우대

12 ㈜○○산업 안양 제조관련 단순생산직 3명
주6일 근무, 08:00~17:00
토 08:00~12:00 (수당별도)
일급 41,680원

생산직 경험자우대

13 ㈜굿맨○○ 과천 영양사 보조업무 3명
의정부, 도봉, 동대문, 천안 파견
근무, 주3일 근무, 11:30~16:30
일급 80,000원

조리경력자, 
영양사자격증소지자우대

14 ○○○깁밥인 과천 주방 보조 2명
파트 타임 가능
09:00~21:00(시간협의 가능)
월 160만원(급여협의 가능)

음식점 경력자 우대

15 ㈜○○이앤씨 서울 건설업 총무사무원 2명 주5일 근무, 08:30~18:00
월 150만원

컴퓨터활용 가능자
관련근무경력자우대

16 ㈜○○행복한사람들 서초구 제품 포장업무 2명 주6일 근무 08:00~14:00, 
14:00~20:00시급 5,210원 인근거주자 우대, 남녀무관

17 ○○화원 과천 웹디자이너 1명 주5일 근무, 09:00~17:00
월 150만원 웹디자인 능숙자, 남녀무관

18 봄○ 과천 점포운영 및 관리 1명 주5일 근무, 10:30~22:30
시간조정가능, 연봉 2,000만원 남녀무관, 청년층 우대

19 ㈜에스○케이 과천 기술영업사원 2명 주5일 근무, 08:30~18:00
연봉 1,600만원

자동차 운전면허, 전기전자정
보전공자, 컴퓨터활용 가능자

20 ㈜○○에스기술 안양 방수관련 시공, 관리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3,000만원 관련근무경력자우대

21 ㈜○금 과천 금속공정관리 1명 주6일 근무, 08:00~19:00
월 300만원

금속공학관련전공자
캐드가능자

22 ○○지에스 과천 상품입출고, 물류 3명 주5일 근무,09:30~19:00
월 150~16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23 꽃○○ 과천 매장관리, 사무 1명 주6일 근무, 09:30~18:00
월 13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24 ○○야쿠르트 과천 판매, 배달 2명
주6일, 08:00~17:00
토요일 격주 휴무
08:00~12:00 월 13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25 ㈜케이티○○○ 과천 보안관제원 2명
3교대 근무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

남녀무관
장기근무자 우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배

드’직업 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움카드’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

데미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데미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

니다.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 - 내일배 드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발 하며,내일배움카드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발급하며,

직업 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고용노동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고용노동

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련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훈련

비의 55 ~75 를 정부가 지원하고 25 ~45비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하고 25%~45%

는 인부 .는 본인부담.

- - 우리시에서는 내일배 드 인부 (자부 )우리시에서는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자부담)

에 대해서 1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에 대해서 1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 - 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 데미 교육 수료시 1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 1

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

•교육비 신청시 준비서류는?

- 수료  및 수강 명서- 수료증 및 수강증명서

- - 수강료 납입 명서(정부지원금, 인부 금 명수강료 납입증명서(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명

시되어 있는 서 )시되어 있는 서류)

- 인부 금 영수  원  ( 제 인 영수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결제 확인 영수증)

- 통장 사 (교육비 입금 받을 통장)- 통장 사본(교육비 입금 받을 통장)

※ ※ 자세한 사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 (3677-2869,자세한 사항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 (3677-2869,

2833)2833)

- 과천시민에 한하여 지원- 과천시민에 한하여 지원

- 예  소진시까지 접수된 서 에 한함-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 내일배 드 련비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 을 한 구직자에 한함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아 데미는 지원대상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원대상

교육인지 사전에 인교육인지 사전에 확인

구직을 원하시나요?

구인을 원하시나요?

‘과천시일자리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 3677-2869
홈페이지 : gc.into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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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여성·아동 132014년 5월 25일(일)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동명 : 상 리교육밥상머리교육

•일　시 : 6월 17일 토요일 10:30 ~ 11:30 (1시간)6월 17일 토요일 10:30 ~ 11:30 (1시간)

•대　상 :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15명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15명

•장　소 : 가족여성 라자 3  부림아이러브맘 페 교육실가족여성플라자 3층 부림아이러브맘카페 교육실

•참가비 : 무료(재료비 7,000원 도)무료(재료비 7,000원 별도)

•신　청 : 인터  접수 (인터넷 접수 (wwwwww..educaregceducaregc..oror..krkr))

문의 : 6959-2646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활동명 : 부엉이당 핀과 실청 그기부엉이당근머핀과 매실청 담그기

•일　시 : 6월 24일 토요일 10:30~11:30(1시간)6월 24일 토요일 10:30~11:30(1시간)

•대　상 : 24개월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영유아 7팀 24개월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영유아 7팀 

(영유아 1명 + 보 자 1명으로 총 14명)(영유아 1명 + 보호자 1명으로 총 14명)

•장　소 : 가족여성 라자 3  부림아이러브맘 페 교육실가족여성플라자 3층 부림아이러브맘카페 교육실

•참가비 : 무료(재료비 7,000원 도)무료(재료비 7,000원 별도)

•신　청 : 인터  접수 (인터넷 접수 (wwwwww..educaregceducaregc..oror..krkr))

•상담실 운영 

•이용방법 : 페이지( 홈페이지( wwwwww..educaregceducaregc..oror..krkr ) 사전예  ) 사전예약 

① 전화 는 일 부모상① 전화 또는 일반부모상담

페이지( 홈페이지( www.educaregc.or.kr www.educaregc.or.kr )    아이러브맘 페  )  →  아이러브맘카페  →

부림아이러브맘 페    상 실 사전예부림아이러브맘카페  →  상담실 사전예약

② 전문가 상  ② 전문가 상담 

페이지( 홈페이지( www.educaregc.or.kr www.educaregc.or.kr )    아이러브맘 페  )  →  아이러브맘카페  →

부림아이러브맘 페    상 실 사전예부림아이러브맘카페  →  상담실 사전예약

※상담은 최소 1~2주 전에 신청
※전문가 상담은 홈페이지 신청 후 최소 1주일 전 센터에 직접 방문

하여 무료 검사지를 수령 후 제출해야 신청완료.

문의 : 6959-2646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식

연번 강좌명 모집인원 모집연령 모집기간 운영기간 교육요일 교육시간 수강료(원) 장소

1 활동수학 지도사 과정 20명
1955년~
1994년생

5월~6월

7월~11월
목

(주1회/총20회)
09:30~12:30 90,000 햇살마루

2
레크리에이션 지도사(2급)
단기특강 과정

20명 7월
월~금

(주5회/총5회)
13:30~15:30 30,000 누리마루

구분 내 용

이용대상 영유아를 양육하는 과천시민

이용시간

30,000
1회기 14:00~14:50 일반부모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

2회기 15:00~15:50 전문가 상담
- 양육자검사 : SCT, MMPI-2
- 아동검사 : KPRC 인성검사3회기 16:00~16:50

이용료
일반부모 상담 센터 부담
전문가 상담 30,000원(검사비용은 센터 부담)

비고 홈페이지 사전 예약

•수강기간 : 7월~11월7월~11월

•모집일정 : 6. 2(월)~6. 27(금) 18:00까지6. 2(월)~6. 27(금) 18:00까지

- - 참조 : 평생학습 통합시스템(참조 : 평생학습 통합시스템(www.gcedu.go.krwww.gcedu.go.kr), 과천시여성비전센터 페이지(), 과천시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www.gcwoman.or.krwww.gcwoman.or.kr))

- - 등 은 접수 후 모집 료일까지 입금자 순서에 따 (선착순모집, 무통장입금)등록은 접수 후 모집 종료일까지 입금자 순서에 따름(선착순모집, 무통장입금)

•수강대상 : 주민등 상 과천여성(단, 강사 활동 시 학력은 대졸 이상)주민등록상 과천여성(단, 강사 활동 시 학력은 초대졸 이상)

•모집강좌

과천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강좌 수강생 모집

과천시 거주여성 중 해당부분에 미 는 재  있는과천시 거주여성 중 해당부분에 취미 또는 재능 있는

여성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습니다. 2년여성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년

이내 부문  최우수 수상자 및 학원 강사를 제 한 모이내 부문별 최우수 수상자 및 학원 강사를 제외한 모든

여성이 신청 대상이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여성이 신청 대상이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대회일시 : 7. 4(금) 10:00~12:007. 4(금) 10:00~12:00

•대회장소 : 시민회관 소극장 & 전시실시민회관 소극장 & 전시실

•부　　문 : 시, 수 , 이주여성 일장, 사 자, 서예, 한지공시, 수필, 이주여성백일장, 사군자, 서예, 한지공

예, 꽃꽂이예, 꽃꽂이

•접수기간 : 6. 20(금) 18:00까지 6. 20(금) 18:00까지 

•주최 및 주관 : 과천시 / 과천시여성단체 의회과천시 /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문의 및 접수 : 과천여성비전센터 3679-2007, 2009

‘제19회 과천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제29회 과천여성솜씨 경진대회’ 참자자 모집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소식

※각 강좌 교재비, 재료비 등 별도입니다.

페이지 신청  당자와 유선으로 신청 인  신청 완료홈페이지 신청 → 담당자와 유선으로 신청확인 → 신청 완료

 예 시간에 상  실시→ 예약시간에 상담 실시

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신청 → 당자와 유선으로 신청 인담당자와 유선으로 신청확인  검사비 입금→ 검사비 입금

 검사지 수령 및 작성  신청 완료   예 일에 내방하여 상  실시→ 검사지 수령 및 작성 → 신청 완료 →  예약일에 내방하여 상담 실시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년 7월 1일~7월 7일(1주간)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7월 7일(1주간)

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여 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여성단체 의회는 “여성  가족과 행복한 세상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가족과 행복한 세상을

자”라는 주제로 오는 7월 4일 과천여성 솜씨경진대회와 여성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합니다.열자”라는 주제로 오는 7월 4일 과천여성 솜씨경진대회와 여성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여성주간 기 행사는 ‘도전  주부골 벨’, ‘가족 장기자 ’, ‘가족 사  이컵쇼’ 등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이번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도전! 주부골든벨’, ‘가족 장기자랑’, ‘가족 사랑 메이컵쇼’ 등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

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 니다. 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솜씨 경진대회

여성주간을 맞이해  가족이 함께 보고  수 있는여성주간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영화 ‘집으로 가는 ’을 상영합니다. 아 러 방은진 감영화 ‘집으로 가는 길’을 상영합니다. 아울러 방은진 감

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독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여성비전센터 페이지를 클릭하셔서 문 내용분은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질문 내용

을 올려주시기 바 니다. 참가자 중 세 분을 추첨하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중 세 분을 추첨하여

영화 상영 당일 문화상 권을 드 니다. 많은 참여 바영화 상영 당일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

니다.랍니다.

•상영일시 : 7. 4(금) 15:00~17:007. 4(금) 15:00~17:00

•상영장소 : 시민회관 소극장시민회관 소극장

•선택마감 : 6. 13(금) 18:006. 13(금) 18:00

•선택방법 : 인터  접수(이 일 인터넷 접수(이메일 gcwoman@hanmail.netgcwoman@hanmail.net))

•추첨자 발표 : 6. 27(금) 페이지 게시판6. 27(금) 홈페이지 게시판

•영화예매 발권 : 6. 16(월)~6. 27(금), 무료(시설관리공단 문6. 16(월)~6. 27(금), 무료(시설관리공단 문

지방에서 예  후 관람)지방에서 예매 후 관람)

문의 및 접수 : 과천여성비전센터 3679-2007, 2009

여성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상영 

과천시정을 바로 리고 독서를 통한 여성의식개선과천시정을 바로 알리고 독서를 통한 여성의식개선

을 위해 ‘도전  주부 골 벨’에 참여할 과천시민을 모을 위해 ‘도전! 주부 골든벨’에 참여할 과천시민을 모

십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 을 정할 예정이며십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우 자 3팀을 선정 기 식 때 시상합니다.우승자 3팀을 선정 기념식 때 시상합니다.

•일　　시 : 7. 4(금) 13:00~15:007. 4(금) 13:00~15:00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시민회관 소극장

•대　　상 : 과천시민 50명과천시민 50명

•접수기간 : 6. 20(금) 18:00까지6. 20(금) 18:00까지

문의 및 접수 : 과천여성비전센터 3679-2007, 2009

도전! 주부 골든벨

7월 5일 여성주간 기 행사에 과천 시민이 함께 하는7월 5일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과천 시민이 함께 하는

‘가족사  이컵쇼’를 진행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가족사랑 메이컵쇼’를 진행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모델이 되어 하고 행복한 추 을 만들 기회를 제공모델이 되어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기회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바 니다.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바랍니다.

•일　　시 : 7. 5(토) 17:00~17:307. 5(토) 17:00~17:30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시민회관 소극장

•참가자격 : 2명 이상의 가족팀(자녀포함) 2명 이상의 가족팀(자녀포함) 

•지원사항 : 이컵 & 헤어 (기타 패션은 참가팀 로 자율)메이컵 & 헤어 (기타 패션은 참가팀별로 자율)

•접수마감 : 6. 20(금) 18:00까지6. 20(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  접수(이 일 인터넷 접수(이메일 gcwoman@hanmail.netgcwoman@hanmail.net))

※ 참가신청서는 시청 및 여성비전센터 페이지 게시※ 참가신청서는 시청 및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게시

문의 및 접수 : 과천여성비전센터 3679-2007, 9

가족사랑 메이컵쇼

“여성! 가족과 행복한 세상을 열자”

7월 5일 여성주간 기 행사(화합마당)에서 여성과 가7월 5일 여성주간 기념행사(화합마당)에서 여성과 가

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고자 가족 장기자  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가 되고자 가족 장기자랑 코

를 새롭게 마련하 습니다. 참가팀 중 우수팀 2~3가너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참가팀 중 우수팀 2~3가

족을 선발하여 기 식 시상 및 앵콜 공연의 기회도 부여족을 선발하여 기념식 시상 및 앵콜 공연의 기회도 부여

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바 니다.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바랍니다.

•일　　시 : 7. 5(토) 11:00~12:007. 5(토) 11:00~12:00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시민회관 소극장

•자　　격 : 2명 이상의 가족2명 이상의 가족

•참가종목 : 노 , 댄스, 합 , 악기연주 등노래, 댄스, 합창, 악기연주 등

•접수마감 : 6. 20(금) 18:00까지6. 20(금) 18:00까지

•접수방법 : 인터  접수(이 일 인터넷 접수(이메일 gcwoman@hanmail.netgcwoman@hanmail.net))

※ 참가신청서는 시청 및 여성비전센터 페이지 게시※ 참가신청서는 시청 및 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게시

※ 우수팀 앵콜 공연 일시 : 7. 5(토) 16:30~17:00※ 우수팀 앵콜 공연 일시 : 7. 5(토) 16:30~17:00

문의 :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3679-2007, 9

가족 장기자랑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안내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 가족이 건강하고 행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 가족이 건강하고 행

복할 수 있도  다양한 가족프로그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접　수 : 페이지 홈페이지 gchfscgchfsc..familynetfamilynet..oror..krkr

•위　치 : 관악  58( 사, 과천 등학교 옆)관악산길 58(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의 : 503-0070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접수 인원

아동기
부모교육 

부모코칭
(역할 및 훈육법)

초등 
자녀를 둔

부모

7. 1~7. 22
(매주 화)

10:00~12:00

~6. 30
(월)까지

50명

어머니학교 
여성의 정체성,
아내의 역할 및
양육 등 

자녀를 둔
(예비)
어머니 

6. 12~7. 3
(매주 목)

10:00~15:00

~6. 10
(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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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
특강

부부특강(이병준
교수)

누구나 
7. 17(목)
19:00

~7. 16
(수)까지

50명

남성문화자
조모임‘신남
(新男)교실’

가정과 직장에서 즐
길 수 있는 ‘홈바리
스타’ 자조교육모임

관내 거주
하는 성인

남성

6. 12(목)~
19:30~21:30

~6. 5
(목)까지

10명

6월 가족
사랑의날

가족티셔츠
만들기

초등
자녀를 둔

가족

6. 18(수)
19:00~21:00

6. 1~11
까지 인터
넷신청

14
가족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일본 스토리텔
링, 의상체험

4세~5세
아동과 
보호자

6. 23(월)
11:00~12:00

6. 16(월)
~선착순

30명

상담
부부, 가족, 개인
상담 

청소년
~성인

연중 상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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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년 5월 25일(일) 과천사랑시정뉴스

지난 5월에 5회에 거쳐 진행된 ‘찾아가는 추사
박물관-나만의 추사위인전만들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과천·안양 지역 등 인근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
여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제책방법인 오침안정법을 이용하여 나만의 위인
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교육생들이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통해 추사의 삶과 예술정신을 이해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고, 지도하
는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꼈던 이 교육은 하반기에
5회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사박물관 소식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열네�번째�이야기

처음 방문할 당시 대상자는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 직
업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수입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비가 전부였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의 보호
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대상자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다. 방문 할 때마다 대상자는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런 모습은 어머니를 더욱 더 힘
들게 만들었다.

자연 상담의 초점도 대상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일
을 하고 싶어 하는 지에 맞춰졌다. 상담을 통해 대상자는 노
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안마기술을 익
혀 취업할 것을 희망했다. 안마기술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
일을 할 때까지의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하지만 안마기
술은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교육을 받은 대로 안마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는 실습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
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또 다시 방에 들어가 외부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예전에 행태를 답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원점으
로 돌아가 대상자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는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힘껏 도울게요.”라며 대상자를 설득했다. 또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대상자도 취업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취업 이후
에 국민기초수급자를 벗어나 자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대상자가 앞으로 결혼을 하고 아내에게 열심히 번 돈을
생활비로 주는 당당한 모습, 또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느
낌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 바로 행복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
속적으로 나눈 끝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현재 그는 운전을 하며 물건을 배송하는 일자리를 찾아 열
심히 근로를 하고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는 퇴근
이 불규칙적일 때도 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드리는 행복을 맛보았다며 아주 만족해 하고  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밖으로 홀로 선 두려움보다 앞으로의 인생설
계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한다. 본인의 땀으로 얻어낸 소득
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자료제공 : 과천시무한돌봄센터 3677-2847

탈 수급으로 미래를 꿈꾸는

어느 30대 후반의 미혼 남성 

‘찾아가는 추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성황리에 진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추사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
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공예체험을 제공
합니다. 

•기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시간 : 오전 10시 30분 ~12시 50분 ( 140분)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 (20명 내외)

•신청 : 과천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

추사박물관 주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일 교육주제 수강료

6. 21(토)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3,000원

7. 19(토) 선비향기가득 미니병풍 만들기 2,000원

8. 16(토)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4,000원

<추사박물관 소장유물 소개 3>

국화도 菊花圖 유식
1829년, 82×38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 및 과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시
간을 연장합니다. 

연장 운영 중에는 전시관람 및 상설체험이 가능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6. 6, 13, 20, 27(매주 금요일)
•운영시간 : 기존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매주 금요일… 21시까지 운영

소담스러운 국화의 모습은 문기
를 한껏 머금고 있다. 국화를 꺾어
병에 꽂고, 또 병 아래에 국화를 놓
았는데, 이런 배치는 당시 조선 회
화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구성법
이다. 

전각에 뛰어났던 청나라 문인 유
식(劉拭, 1791~1833)은 김명희를
통해 김정희와 교유하였는데, 그는
주위필(朱爲弼, 1771~1840)의 문
생이며, 호는 백린(柏隣)이다. 이 그
림은 1829년 추사에게 그려 보낸
것이다. 

이 그림의 왼쪽 아래에 찍은 일석
산방서화인(一石山房書畵印)은 연
정 유식의 인장이며, 추사가 표제를
쓴 유식의 인보집 ‘일석산방인록(一
石山房印錄)’이 국립중앙도서관 위
창문고로 남아 있다. 추사는 인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청나라
문인들에게 좋은 인장을 구해달라
는 부탁을 자주 했는데, 그들은 가
능한 좋은 인장을 구해주곤 하였다. 

이처럼 인장에 관심이 많았던 김
정희는 유식의 인장을 높이 평가하
였다.

처음엔  취업 이후 국민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크게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직접 차를 몰고 물건 배송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인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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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은 5월 15일 도서관 개관 12주
년을 맞아 평소 도서관 발전과 봉사단 회원 간 유대강화
에 기여한 자원봉사단 대표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봉사단은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
임’, ‘과천상록봉사단’, ‘과천시 북스타트’ 등 3개 단체다.

이들 봉사단은 도서관에서 도서배가 및 훼손도서 보수,
실내정숙 유지, 독서프로그램운영, 북스타트 책 놀이 활동
진행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도서관 서비스 향상
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단 대표들은 “도서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항
상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및 관내 학교 등 관련기관과의 상호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이어나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12

정보과학도서관 개관기념 감사패 전달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하면 이용료의 50% 지원해 드립니다”

과천사랑 시정뉴스 152014년 5월 25일(일)

과천시가 각종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불합리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불합리규제신고센터는 과천시 행정사무 중 법령이나 조
례·규칙에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영세·중소
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불편규제,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의 행태적 규제를 접수하는 곳이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과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 상단 종합민원-민원
상담신고-행정규제개혁란을 통해 신고하거나 제안하면
된다.

기획감사실 규제개혁T/F팀 신동선 팀장은 “생활 속에서

‘굳이 이런 규제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또는 ‘이런 규제는
이렇게 개선하면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을 신고해주시면
즉시 검토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정비하겠
다”며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감사실 3677-2036 

자동차검사 경과하면 ‘과태료’

자동차 소유주는 자가용 기준 2~4년마다 검사일
기준 전후 15일, 즉 30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
사 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다.

검사 기일이 경과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기일 내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특
별한 사정이나 부주의로 인해 검사 기일을 경과할 경
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안내문 등 우편 안내 등에도 불구
하고 검사 기일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사기일 만료 전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검사기일 SMS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
주는 http://www.ts2020.kr/popup/csc/iac/InqD
etCAISmsServReqPopup.do로 연결하면 된다.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산책’ 참가자 모집

과천시는 오는 14일과 28일 갈현동과 중앙동 일대
에서 ‘해설사와 함께 걷는 역사문화 산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해사는 오는 14일(갈현동)과 28일(중앙
동) 토요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
다. 갈현동은 국사편찬위원회 정문에서 집결해 보광
사, 수자원공사, 생태공원을 돌아보게 된다. 중앙동
산책 코스는 과천초등학교 정문에서 집결해 온온사
와 과천향교, 자하동계곡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 및 인원은 가족과 이웃, 친구 등 1회당 20
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문화관광팀(3677-2068)
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신부 체조 교실 수강생 모집

과천시보건소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3층 보
건교육실에서 ‘임신부 체조 교실’을 운영한다. 

과천 관내 16주 이상 임신부 20명 내외를 모집하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관절 유연성을 위한 스트레
칭, 골반운동, 허리강화운동 등 출산에 대비한 체력
강화 및 출산 준비 자세를 연습한다. 

요가와 다른 휘트니스 수업을 접목해서 진행하며
기분 좋은 임신생활과 함께 아기에게도 좋은 태교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수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2150-
3859)로 문의하면 된다.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나눠 과세
기준일(6. 1, 12. 1)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외적으로 양도·양수된 경
우 소유권 이전일 기준, 말소된 경우 말소일 기준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방
법은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인터넷 납부(위택스
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하다.

전국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경우 국세·지방세
납부란을 클릭한 후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삽입
후 본인명의인 경우 자동조회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과천시청
세무과로 전화(3677-2962, 2961)하면 실제 거주지
로 재 발송 해준다.

시정브리핑

과천시가 자연환경 보존 및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 장
려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
이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조례에 따라 2012년 1월
부터 1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왔으
나 올해부터는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화장장 이용료는 물론 분묘
개장 후 화장 비용이 지역에 따라 금
액 차이가 커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
장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
자의 유족과 과천시 관할 구역 내 설

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
족 등이다.  

지급신청은 사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
트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봉사과 접수대에 비치되
어 있는 지원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및 화장사용료 영수증 등을 구비하
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사망자 유족
250여명에게 총 1억2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
는 주민에 한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망지점일
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신
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사회복지과 3677-2261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 · 시행

불합리한 규제 “신고해 주세요”

시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불합리규제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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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민회관 공연 안내

과천과천CS(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 재는 현재

고음악의 중심인 유럽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실고음악의 중심인 유럽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실

력과 관객의 사 을 한 에 받고 있는 젊은 리 디스력과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리코디스트

염은 의 연주회를 연다.염은초의 연주회를 연다.

우리에게는 무나 흔하고 숙한 악기 리 더, 바로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고 친숙한 악기 리코더, 바로

크시대에는 음악의 주요 멜로디를 연주하던 관악기크시대에는 음악의 주요 멜로디를 연주하던 목관악기

다. 토, 소프라노 등 악기의 와 음역대 로 연였다. 알토, 소프라노 등 악기의 종류와 음역대별로 연

주되는 각각의 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비한 리 더주되는 각각의 소리는 관객으로 하여금 신비한 리코더

의 력을 경 케 한다. 의 매력을 경험케 한다. 

염은 는 16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스위스 리히음염은초는 16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스위스 취리히음

대에 입학하 다. 세계적인 리 더 연주자 케스뵈케의대에 입학하였다.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케스뵈케의

제자는 5명 중 한명이다.  2012년 독일에서  니더작제자는 5명 중 한명이다.  2012년 독일에서 열린 니더작

센 국제콩쿠 에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 을 하센 국제콩쿠르에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하

여 음악계에 화제를 일으켰다. 여 음악계에 화제를 일으켰다. 

이  공연에서는 헨델, 텔 만, 렐리 등 바로크시대이번 공연에서는 헨델, 텔레만, 코렐리 등 바로크시대

고음악들로 프로그 을 구성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리고음악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리

더와 고음악에 대한 재발견과 력에 흠뻑 빠져보는코더와 고음악에 대한 재발견과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연일시 : 6. 27(금) 19: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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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문의 : 509-7700

리코더가 전하는 즐거운 고음악 이야기~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6 <염은초 리코더 연주회>

2014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

‘발자국에서 들리는 노래’ 사연 공모

과천에 있는 극단 ‘ ’가 공연 제  ‘발자국에서 들과천에 있는 극단 ‘너울네’가 공연 제목 ‘발자국에서 들

리는 노 ’의 사연을 공모한다.리는 노래’의 사연을 공모한다.

2014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리는 이2014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공모 내용은 누구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쁜공연의 공모 내용은 누구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등이다.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가슴 따뜻한 이야기 등이다. 

채 된 사연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 하며 극단 에채택된 사연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극단 너울네에

서 노 와 춤, 연극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18일과 19일 양서 노래와 춤, 연극으로 제작해 오는 10월 18일과 19일 양

일간 문원동 경기소리전수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일간 문원동 경기소리전수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7일까지 다음 페에서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7일까지 다음카페에서

‘극단 ’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극단 너울네’를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

은 010-7225-0804로 문의하면 된다.은 010-7225-0804로 문의하면 된다.

한 ,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 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한편,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

단에서 후원한다.단에서 후원한다.

공모합니다

모집합니다

접수합니다

과천과천CS(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 월는 매월

진행 중인 하우스콘서 와 연계하여 과천시민회관을 중진행 중인 하우스콘서트와 연계하여 과천시민회관을 중

심으로 추사박물관과 율하우스를 방문하고 각각의 장심으로 추사박물관과 율하우스를 방문하고 각각의 장

소에서 다양한 음악 감상의 거 을 체 하는 꿈다락소에서 다양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으로 끼는 소리체 >을 진행한다. 토요문화학교 <몸으로 느끼는 소리체험>을 진행한다. 

기존의 감상 프로그 과는 화된 이  프로그기존의 감상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이번 프로그램

은 이  교육과 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교육생의은 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교육생의

눈 이에 맞춘 프로그  구성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켜줄 것이다. 시켜줄 것이다. 

문화체육관 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 회관연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

합회와 과천시민회관이 주관하는 이  음악 감상 교육합회와 과천시민회관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 감상 교육

프로그 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일시 : 8. 9, 16, 23, 30 / 9. 20 / 11. 26

•교육시간 : 10:00~13:00(1기), 13:00~16:00(2기)

※교육생 연령별 기수가 배정됨.

•교육장소 : 과천시민회관, 추사박물관, 율하우스 

•모집기간 : 6. 1(일)~7. 31(목) 

•신청방법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알림마
당]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접수 시 과천시민회관 문화가족 버
금회원 자동가입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gcdream14@naver.com)
팩스접수(500-1361)

•교육문의 : 500-1222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몸으로 느끼는 소리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이에게 최고의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사 받고 있선물은 ‘사랑받고 있

다는 낌’일 것이다. 다는 느낌’일 것이다. 

과천시시설관리공과천시시설관리공

단이 운영하고 있는단이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민회관 수영장과천시민회관 수영장

어 이풀에서 도어린이풀에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지고 엄마, 아빠의 사 도 듬뿍 낄 수 있는마음도 튼튼해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도 듬뿍 느낄 수 있는

‘아기사  ‘아기사랑 summersummer packagepackage’ 프로그 이 7월 5일(토)부’ 프로그램이 7월 5일(토)부

터 8월 30(토)까지 주 토요일(12:00~12:50), 1 2 로터 8월 30(토)까지 매주 토요일(12:00~12:50), 1·2차로

나눠 총 9회에 걸  진행된다. 나눠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로 다섯 째 운영되는 ‘아기사  올해로 다섯 번째 운영되는 ‘아기사랑 summersummerpackagepackage’’

은 영 유아 자녀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가하는 안전하고은 영·유아 자녀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가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놀이 활동이다. 생후 12개월~48개월의 영 유아건강한 물놀이 활동이다. 생후 12개월~48개월의 영·유아

와 보 자를 대상으로 2인 가족(영 유아와 엄마 는 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2인 가족(영·유아와 엄마 또는 아

빠),  3인 가족(영 유아와 엄마,아빠) 등 1 2  총 40가족빠),  3인 가족(영·유아와 엄마,아빠) 등 1·2 차 총 40가족

을 모집한다.을 모집한다.

프로그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 509-7700와 과천시프로그램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 509-7700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페이지(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www..gccsgccs..oror..krkr)를 통해 안내받)를 통해 안내받

을 수 있다.을 수 있다.

과천과천CSCS(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는

6.5~6.15, 10일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극단 모시6.5~6.15, 10일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극단 모시

는 사람들 25주년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 하는 사람들 25주년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

는 지  ‘들풀Ⅱ’를 공연한다. 는 뮤지컬 ‘들풀Ⅱ’를 공연한다. 

이  작 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장 치 했던 최후의이번 작품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가장 치열했던 최후의

격전지 ‘우금치전투’를 배경으로 조선민중의 과 동학격전지 ‘우금치전투’를 배경으로 조선민중의 삶과 동학

농민 의 이야기를 자연스  풀어냈다. 한 20년 전 공농민군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풀어냈다. 또한 20년 전 공

연되었던 <들풀>의 재형으로 당시 사람들의  속에연되었던 <들풀>의 현재형으로 당시 사람들의 삶 속에

긴 이야기를 아 다운 노 와 장면으로 그려낸다. 담긴 이야기를 아름다운 노래와 장면으로 그려낸다. 

국내에서 공연 중인 기존 지 작 들과는 리 역국내에서 공연 중인 기존 뮤지컬작품들과는 달리 역

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 의 동학 이 서로에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동학군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모여 비탄에 빠진 세상과 탐관오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모여 비탄에 빠진 세상과 탐관오

리, 세를 물리치고 스스로의 을 지 고자 했던 그들리, 외세를 물리치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

의 이야기를 장감 있고 생생하게 무대 위에서 보여줄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고 생생하게 무대 위에서 보여줄

예정이다.예정이다.

한 다양한 장 의또한 다양한 장르의

연주활동 중인 작곡가연주활동 중인 작곡가

양 환과 지  무대양승환과 뮤지컬 무대

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 스타 박영수, 문뮤지컬스타 박영수, 문

혜원, 안덕용 등과 극단혜원, 안덕용 등과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배우모시는사람들의 배우

들이 함께 완성도 은들이 함께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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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문의 : 509-7700

뜨겁게 서로를 보듬고 사랑했던 조선사람들의 이야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뮤지컬 <들풀Ⅱ>

엄마, 아빠와 아기가 함께하는

‘아기사랑 summer package’ 운영

과천시 예 단이 하 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과천시립예술단이 하반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연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과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및‘찾아가는 음악회’는 과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및

기업체, 기타 공연장 접 이 어려운 문화소 계  시민을기업체, 기타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로 공연하는 프로그 이다.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무료로 공연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시 교 악단의 악4중주 악5중주 금공연은 △시립교향악단의 현악4중주·현악5중주·금

관5중주 악앙상블(15인 이내) 오케스 라(30~40인)관5중주·현악앙상블(15인 이내)·오케스트라(30~40인)

연주 △여성합 단의 솔로 중 합  △소년소녀합연주 △여성합창단의 솔로·중창·합창 △소년소녀합창

단의 40~60인 내  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30분간 진단의 40~60인 내외 합창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30분간 진

행된다.행된다.

연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6월 2일연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6월 2일

(월)부터 27일(금)까지이다.(월)부터 27일(금)까지이다.

신청자는 과천시청 페이지 및 시 예 단 페이지에신청자는 과천시청 홈페이지 및 시립예술단 홈페이지에

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 (과천시 통영로 5 과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과천시 통영로 5 과

천시민회관 2 ) 는 팩스(502-0272)로 접수하면 된다.천시민회관 2층) 또는 팩스(502-0272)로 접수하면 된다.

‘찾아가는 음악회’ 신청하세요~

오는 27일까지 과천시립예술단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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