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계용, 과천 첫 여성시장 당선
내달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이 이끄는 민

선 6기 시대가 활짝 열린다. 새누리와 새정

치, 녹색당, 무소속 후보 1명 등 4파전으로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신계용 여

성 후보가 전체 유권자 5만5천781명 중 1

만2천222명(33.1%)의 지지를 얻어 당선

됐다. 

이로써 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

도 31개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여성단체

장의 반열에 올랐다. 1995년 제1회 민선단

체장 선거에서 전재희 전 광명시장이 첫 여

성 시장으로 이름을 올린 지 19년만의 일

이다.

서글서글한 눈빛에 따뜻한 감성을 가진

신 당선자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하고 새누리당 중앙당 여성국장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27년간 정치 외길을 걸어왔다.

신 당선자는 “시장으로 선택받았다는 기

쁨보다 활기찬 과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무

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움에 처한

과천을 살리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함

께 머리를 맞대고 어느 역대 시장보다도 소

통하는 시장이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

혔다.

특히 신 당선자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달 1일 취임하면 가장 먼

저 과천을 강남벨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교가 없는 과천에 서울

대학교 과천캠퍼스(과학분야)를 유치하고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

니스타운 건설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

했다.

과천시의회, 6명이 여성의원
총 7명(남 4, 여 3)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

진 시의원 가 선거구(중앙 · 별양 · 과천·주

암동)에선 이홍천(50 · 새정치민주연합 ·
5,175표) · 문봉선(52 · 새누리당 · 4,711표) ·
안영(43 · 무소속 · 2,875표) 등 3명의 후보가

당선됐다. 

무려 11명(남 6, 여 5)의 후보들이 도전장

을 내민 시의원 나 선거구(갈현 · 부림 · 문원

동)에선 윤미현(40 · 새정치민주연합 ·
4,038표) · 고금란(41 · 새누리당 · 2,861표) ·
제갈임주(41 · 무소속 · 2,638표) 등 3명의

여성이 지역 살림의 참일꾼으로 뽑혔다. 

시의원으로 출마한 총 18명(남 10명, 여

8명)의 후보 가운데 가 선거구의 이홍천 후

보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여성이

승리한 것이다. 

여기다 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이

수진(40·새누리당·17,093표) 후보가 당

선됨으로써 가슴 따뜻하고 감성적인 민선6

기 과천시 ‘모성 행정’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

자대결 구도로 치러진 도의원 선거에선 배

수문(48·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8,972

표(52.02%)를 얻어 박연우(54·새누리당)

후보를 1,47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시민들, 양보의 미덕 ‘당부’
이처럼 과천시민은 지난 6·4 지방선거

에서 시장은 물론 시의원(비례대표 포함) 7

명 중 6명의 여성 후보에게 참정권을 행사

했다.

과천동에 있는 파워킹중장비(주) 이순형

대표는 “이번 선거는 우리 과천시민이 얼

마나 깨어있는가를 보여준 절묘한 분할이

었다”며 “새 시장은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분이니 국가보조금 확보에 유

리할 듯한 후보를 뽑았고, 시의원들은 여야

가 균형을 이루었으니 견제와 균형이 확실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의회는 여성들이 많기는 하

지만, 엘리트 과천시민이 뽑은 대표들이니

서로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발휘하면서

과천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다

같이 협력하고 화합하길 바란다”고 덧붙

였다. 

별양동에 사는 신아람(44) 주부는 “이번

선거에서 과천시민들이 보여준 표심은 시

민들의 갈망을 따뜻하게 보듬는 모성 리더

십을 발휘해 정직하고 깨끗하게 지역 살림

을 꾸려나가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면서

“시장과 시의원이 서로 힘을 합쳐 여성의

권익신장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

책 확대는 물론 침체된 과천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는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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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만·평

섬세한 ‘여성 리더십’ 새 과천 이끈다

‘신계용 과천시장 민선6기 시대 출범’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6·4 선거 당선자들이 과천발전을 위한 다짐으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윤미현 · 안영 시의원 · 배수문 도의원 · 신계

용 과천시장 · 이홍천 · 제갈임주 · 문봉선 · 이수진 · 고금란 시의원 당선자.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는

‘모성 리더십’을 발휘해

지역살림을 잘 하라는 주문” 

6·4 선거 결과 시민들 반응

새 출발 민선6기 특집면 안내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자 인터뷰 2~3면

도·시의원 8명의 당선자에게 듣는다 4면

새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 6인의 바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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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6월 25일(수) 과천사랑민선 6기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자 인터뷰

취임식 생략하고 노인복지관서 배식봉사

-시정 구상으로 바쁘실 텐데 요즘 어떤 사

람들을 주로 만나서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

하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경쟁한 다른 당 후보들을 포함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매일매일 인수위원회 보고를

통해 과천시 당면 현안사항과 문제점들을 파

악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치에 뜻을 품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

당)에 당직자로 일한 지 만 19년 만에 뜻을 이

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전혀요, 오로지 골똘하게 새로운 과천을 만

들까 하는 이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보내고 있

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듯 얼굴 가득 미소를 지

으며) 아, 참! 그러고 보니  당선 직후 하루 반나

절 시간 내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가평 아침

고요수목원으로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 잠깐

이지만 그때 기분전환이 좀 됐어요(웃음).”

-취임식을 하지 않으신다면서요.

“네. 마음 같아선 선거 기간 중 만나 뵈었던

많은 시민들을 직접 뵙고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어요. 하지만 취임식이다 뭐다 해서 공연히

바쁘신 시민들 오라 가라 하는 것도 죄송스럽

고, 그냥 아침 일찍 현충탑 참배하고 곧바로 시

청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만 할 생

각입니다. 점심 땐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도 할거구요.”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어떤 일부터 하실

생각이신가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봅니

다.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우선  순위

를 정한 뒤 하나씩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

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업무에 대해선 새로

운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조직을 개편해서 최

대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운동하면서 과천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셨고 많은 과천시민들을 만나 보셨을 텐

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과천은 작지만 평화롭고 자연친화적인 도

시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

다. 하지만 ‘일등과천’이라고 보기 어렵게 수

돗물에서 녹물도 나오고 생활이 불편할뿐더러

전반적으로 도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안

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전략 공천으로 과천에 연고

도 없는 여성 후보를 지목했다고 해서 시민들

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

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해석하면 과천에 학

연도 지연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전혀 빚진 게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선거 운동할 때 만나는

분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 취임하면 소신껏

아무 거리낌 없이 제대로 일할 것입니다.” 

-과천의 문제점도 눈에 많이 띄셨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저는 소통의 부재를 꼽고 싶어요. 과천은

서울 안양 같은 큰 도시 사이에 끼여 있어 시민

들이 공간적 정체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

다. 무엇보다 민관사이는 물론 사람들의 개성

이 너무나 뚜렷해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겠

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투표한 시민들 중 33%가 왜 당선자님을

과천시장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천 발전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컸고 무엇

보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산

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가장 적임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쑥스럽게

웃으며) 여성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요?”

-개표초반에 득표율이 열세였다가 점점 올

라갔는데요.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초반 개표결과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질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 개표현장 분

위기를 듣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개표 초반 경쟁했

던 후보는 자신의 표밭이라고 생각했던 문원

동에서 표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보고 되레

‘아, 지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아우르실 생

각이신가요?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선택의 기준이나 가

치관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과천발전이라

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

로 미워서, 또는 싫어서 지지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난 27년간 정당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방향

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저

를 인정해주시겠지요.”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면 된다

-12년 만에 시장이 바뀐다고 하니 시청이

‘기대 반 긴장 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긴장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변화는 있겠

지요? 그 변화 역시 과천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500여 시청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

장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소통하

시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싫든 좋든 저와 4년을 한 지붕 밑에서 한 식

구로 지내야 합니다. 식구라는 게 어려운 일 있

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닙니까. 전 권위적이지도 않고 보시다시피

까탈스러운 편도 아닙니다. 다들 소탈하다고

들 합니다. 자주 얼굴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선

거 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자리에 직

접 찾아가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의견을 나

누겠습니다.”

-이번 6.4선거에서 과천시민들이 시장과

시의원 6명을 여성으로 선출한 것에 시민의 어

떤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되

신 시의원님들 모두 실력 있고 될 만한 분들이

십니다. 저는 미혼이라 자식을 키워보진 않았

지만 아마도 어머니가 자식을 보듬는 마음으

로 과천을 잘 키워나가라는 의미일 거라고 생

각합니다. 선거기간 내내 ‘시장을 남성에서 여

성으로 한 번 바꿔 달라’고 호소했는데 제 말

을 시민들이 들어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요.(웃음)”

-과천시장으로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가족

등 주변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혀…. 27년 정치외길을 걸어왔고

이번에 안 되면 정말 정치를 그만 둘 각오로 했

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

각하고 열심히 밀어주셨어요. ”

-당선되셨을 때는 누가 제일 기뻐하시던

가요?

“(갑자기 목소리 톤을 높이며) 사실 선거운

동원들이 제일 기뻐하셨던 거 같아요. 다들 내

일처럼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과천市 첫 여성시장 당선된 ‘신계용’ …

신계용 과천시장 당선자는 지지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아우르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선택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과천발전이라는 목표는 똑같다”며 “지난 27년간 정당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시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일등 과천’답지 

않 게  수 돗 물 에 서  녹 물 도  나 오 고

생활이 불편할뿐더러 도시가 많이 침체

과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탄생했다. ‘확 바꾸겠다’며

과천시민들의 표심을 끌어 모은 신계용(申桂容·50) 당선자다. 선

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과천에서 출마를 선언

해 쟁쟁한 과천 출신 후보들을 제치고 보란 듯이 당선된 것이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과천을 돌며 “과천에 제 인생을 다 걸었

다. 저를 믿고 제가 과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고 호소했다. ‘힘 있고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새누

리당 중앙당 여성국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경기도

의회 의원 등 27년이라는 오랜 정치활동을 토대로 ‘과천을 강남

벨트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게 완전 먹혔다. 여기다 서

울대 출신의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서도 털털하고 품이 넓은 종

갓집 맏며느리 같은 스타일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신 당선자는 “과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거리낌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서 좋다”며 나중에 시민들로부

터 ‘우리가 제대로 잘 뽑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16일 과천시 청사로 여인국 과천시장을

만나러 왔다가 어렵게 짬을 내준 제16대 과천시장 ‘신계용’을 노

란 백합 꽃내음이 가득한 시청 2층 옥상정원에서 만났다.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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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병원, 재건축, 미래부 존치 추진

신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힘 있고 일 잘

하는 시장’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50개 넘는 공

약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과천을 강남벨

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과천에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을 건설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대 과

천캠퍼스를 적극 유치하고 과천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하철을 신설해 강남권과 연계를 강화

한다는 전략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와 ‘개발’에 중점을 두되 녹색도시의 장

점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하루라도 빨리 노인복지관 점심값을 예전으

로 환원해서 주머니 사정이 딱한 어르신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선거 운동하실 때 줄곧 ‘확 바꾸겠다’며 강

력한 변화의지를 보이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3년 90%에 달하던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84.6%로 떨어졌

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등으로 당장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세

수감소가 예상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

래서 과천을 강남벨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취임하면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를 중심업무

지역으로 전환해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을 건

설하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무조건적인 보존은 자칫 무허가 난개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과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 인구

도 늘리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들

어오게 해야 합니다. 요즘 녹지는 시민정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자라나는 우

리 과천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과천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에 항구적으로 존

치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우선 행복도시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

해야죠. 그동안 쌓은 오랜 정치경험을 토대로

중앙당 및 국회와 관련부처 등을 쫓아다니며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당위성을

주장할 생각입니다.”

-우정병원 문제를 임기 내 해결하실 수 있

는 복안은 있으신가요?

“정밀안전진단부터 할 겁니다. 지금까지 사

유재산권 침해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문제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는 바람에 건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문제이거

든요. 그 다음 용도변경을 통해 노인병원과 노

인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는 없죠. 만

약 소유주나 채권단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금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비계획을 수

립한 후 강제철거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강력

한 행정조치를 취할 작정입니다.”

새 시장에게 기대되는 ‘뚝심과 소신’

안양쪽 관악산 자락에서 2남2녀의 장녀로

태어나고 자란 신 당선자는 초등학교 때까지

만 해도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

하는 감성적이고 평범한 소녀였다. 공부도 썩

잘해서 근명여중을 나와 안양여고를 수석으로

들어갔다. 

그런 그가 험난한 정치인생을 걷게 된 것은

아버지 영향이 컸다. 대학입학시험 성적에 맞

춰 당초 명문대 법대를 지망하려 했으나 공무

원이었던 아버지가 ‘미래사회는 복지’라며 사

회복지학을 권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무엇이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인지에 대한 고민

을 줄곧 해왔다. 이 고민이 결국 그를 정치무대

로 이끌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준비를 하던 1987년

10월 새누리당(당시 민주정의당) 사무처 공채

시험에 응시했다 덜컥 붙은 것이다. 당시는

6.29선언과 함께 대통령선거가 직선제로 바뀌

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갈

무렵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정당생활이

마침내 과천에서 여성단체장의 꿈으로 완성됐

다. 한 번 맡은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해내는

‘뚝심과 소신’이 가져다준 선물이다. 

-정치적 기질은 타고나신 건가요?

“전혀 정치성향이 아니었는데 환경에 따라

변하더군요. 당정활동을 하면서 선거를 통해

남한테 선출되고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

연스레 변했고 사람은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

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선거

치르면서 저도 놀랐어요. ‘내 안에 이런 성향

도 있다는 것에 대해.”   

-원래는 어떤 성격이셨다고 스스로 생각하

시나요?

“특별히 튀는 성격은 아니에요. 평소 잘 나

서지도 않고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제가 정치

한다니까 다들 ‘설마?’하고 의아해할 정도라

니까요. 하지만 한 번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면

앞뒤좌우 살피지 않고 행동에 나서는 ‘돈키호

테’ 같은 기질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고3 때 우리 반에 두 명의 라이벌 친구가 반

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근

데 둘 다 서로 자기 공부에 방해된다며 반장하

기를 꺼려하면서도 상대방이 반장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기에 눌려 담임선생님조차도 어찌할 바를 몰

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반

장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나서

지 않으면 우리 반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겠구

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도의원 할 때도 제

가 나서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2명의 의원들이

각서를 통해 2년씩 넘겨주고 넘겨받는 악습을

없애는데 앞장섰고요. 그게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부터 솔선수범 보일 것

-지난 번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어떤 남자분이 ‘장가 좀 보내 달

라’고 부탁하자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이시면

서) ‘혹시 두 번째?’라고 물으시는 걸 보고 당

선자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그걸 보고 ‘엣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어

보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잘 얘기하는 편

입니다. 처음 정당생활을 하면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절절한 얘기를 들어주었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평소에 사람들 대할 때 매 순

간 누가 되었든 간에 특별한 선입견 없이 대하

고 가능한 마음을 활짝 열려고 노력하지요.”

-민관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공무원들이 민원인 중심에서 소통하

지 않고 공무원 위주로 소통하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취임하면 저부터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원인 입장에서 일단은 그 분들과 똑같은 입

장이 돼보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신 당선자의 아버지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평생 일했다. 고3 때 명문대 법대와 서울대를

고민하던 그에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권한

것도 아버지였다. 그의 인생 항로가 정치인으

로 정리된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기 보다는 사

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부친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는 이번에 딸이 과천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개인적인 명예나 권력이 아니

라 진짜 과천시민들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한 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실 생각은 안하셨

나요?

“당연히 했죠.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매

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로 첫차를 타고 과

천도립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

때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지금 정부중앙부

처와 경기도청 등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눈이 크셔서 눈물도 많으실 거 같은데. 지

금까지 살아오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

스러웠던 기억은.

“네. 저 완전 ‘울보 신계용’이에요. 선거 치

르면서 많이 울었고…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맨 처음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축하해 주시던

분들의 눈가에 촉촉이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

면서 감동받아서 저도 따라서 같이 울 정도로

눈물이 많아요.”

성공한 여성 정치인 되는 게 목표

-향후 당선자님의 목표나 인생 계획은.

“일단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의 기대에 어긋

나지 않도록 과천시장직을 잘 수행해서 성공

한 여성정치인으로 우뚝 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미혼이신데 특별한 이유

라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결혼 운이 없었던

거 같아요. 대신 정치 운은 좀 있는 것 같아

요.(웃음).”

직원들이 오가는 시청 옥상정원에서의 인터

뷰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기다 다음 일정상 빨리 일어서야 한다며 비

서들이 눈치까지 주는 바람에 인터뷰어로서는

팔짝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나마 신 당

선자가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차분

히 인터뷰에 응해주어서 위안이 되었다. ‘그만

일어서야 한다’는 수행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인터뷰에만 집중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엔 카

메라맨이 또 다시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웃

어 달라’ ‘뒤로 물러서서 천천히 걸어 달라’ 는

까탈스런 요구에 끝까지 성의를 다해줬다. 그

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생면부지의 과천 아

줌마(?)들이 왜 그를 언니처럼, 친구처럼 따르

면서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다.

“임기 끝난 후 ‘참 일 잘했다’ 소리 듣게 하겠습니다”

‘규제완화’와 ‘개발’에 중점을 두되

녹색도시의 장점 최대한 살려 과천을 

짜임새 있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 것

1963년 경기도 안양 출생, 안양여고, 서울대 사

회복지학과‧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졸업, 가톨

릭大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7년부터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중앙당 여성국장, 경

기도의원, 경기도 여성특위 부위원장,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선거때부터 줄곧 변화와 소통을 강조해 온 신 당선자는 “침체되어 있는 과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 인구도 늘리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당선 직후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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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문 (도의원)

섬김과 열정으로 최선 다할 것

성원해주신 과천시민 모든

분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제가

과천시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재

선도의원이 되었습니다.

기쁨 보다는 현재의 경기도

와 과천시를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과천시의 부족한 재원과 다시 세워야 하는 안전시스

템 등 시민을 위해 해야 할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과천의 재정위기를 해결해야할 이때의 역할도 잘 알

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시 4

년을 시작합니다. 

과천의 도의원 수 조정으로 기존에 2명이던 도의원이

한명으로 줄어들어 2배로 열심히 해야 함을 압니다. 시

민과 소통하면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낮은 자세의 섬김

과 열정을 다한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

립니다. 

▶▶ 문봉선 (가선거구 시의원)

사랑이 꽃피는 과천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가만히 침묵

하고 있어도 저절로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꽃피는 과천을 만들고, 향기

나는 과천으로 탈바꿈 시키기

에는 침묵은 한계가 있기에 직

접 과천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구했고, 현명하신 경기 투표율 최고로 직접 참여를 몸

소 보여주신 과천시민께서는 향기를 나눌 기회를 주셨

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과천, 애향이 다시 넘쳐나는 과천, 문

화예술의 부흥 ‘명품과천 르네상스’를 위한 1등 일꾼이

되기 위해 침묵하지도 않고, 발로도 뛰겠습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이행’ 과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이홍천 (가선거구 시의원)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 적극 뒷받침

이번 과천지역 선거결과를 분

석해보면 여성시장에 시의원 7

명중 6명이 여성이다 과천의 여

성 시대를 연 것입니다.

과천에서 여성정치인의 힘을

충분히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

다. 여성은 여성대로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혜안이 있다

고 본다. 이에 저는 여성 정치인들이 맘 놓고 의정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시민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했다고 봅

니다. 하지만, 언제나 2%가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최다

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 열심

히 일하라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시의원을 거듭날 것을

이 자리를 밀어 약속합니다.

▶▶ 제갈임주 (나선거구 시의원)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도록! 

시민단체 활동가로 이름 없이

살던 사람을 당선까지 시켜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이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이룬 결

과라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좋은 의정활

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

게 쓰이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겠습니다. 욕망과 개

발로부터 과천다움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를 과천에 잘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교육, 주거, 일자리… 여러분에게 절실한 문제는 무엇

인가요? 지켜보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을 때 정치가 우

리 생활과 가까워집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과

천을 만들기 위해 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영 (가선거구 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정착되도록 최선

많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

원에 힘입어 시의원으로 당선되

었습니다. 

특히 무소속 후보로서 거대 정

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를 치러 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시민공청회를 정례화하고 주민참

여예산제를 과천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지역 활동의 경험을 살려 예

산과 결산을 꼼꼼히 살피고, 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

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 고금란 (나선거구 시의원)

희망 나눔… 아름다운 동행 

저는 지금 이 순간 선거 운

동기간에 만난 분들을 생각합

니다. 

질책, 격려, 걱정, 위로 모두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들과

나눈 많은 대화들 가슴에 잘 새

기겠습니다.

저는 창조교육 과천, 안전도시 과천, 행복생활 과천,

활력 있는 과천, 소통하는 과천, 이런 과천을 희망합

니다. 이러한 희망은 비단 저만의 바람이 아닌 우리 과

천시민 모두의 희망이기에 시민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자 합니다. 

‘희망 나눔…아름다운 동행’시민분들과 함께 동행 할

때, 우리의 희망은 과천의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맡겨주신 4년 잘 해보겠습니다. 

▶▶ 이수진 (비례대표 시의원)

시민의 기쁨과 아픔 대변할 것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지지와

따끔한 질책을 해주신 과천시민

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과천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

니다. 하지만 편안히 안주해도

그저 돌아가는 과천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과천의 인구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합니

다. 그리고 경제력을 지금보다 키워야 합니다. 물론 과

천의 장점인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유지한다는 전제

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간 과천시정의 긍정적인 견제 역할을 하고

시민의 기쁨과 아픔을 대변하는 따뜻한 의원이 되겠습

니다. 

▶▶ 윤미현 (나선거구 시의원)

똑똑한 교육! 따뜻한 보육!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하

는 시원한 여성 시의원! 

언제나 가까이 있는 시민의

친구, 

기쁨, 슬픔 함께하는 이웃

사촌! 

자연 속에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도시 과천! 

명품 문화 최상의 복지! 똑똑한 교육!

따뜻한 보육!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의회! 

과천희망디자이너 윤미현 시의원이 함께 하겠습

니다. 

새내기 시의원답게 열정과 신념, 전문성을 가지

고 제대로 한번 과천시의 예산과 시정을 지켜내겠

습니다. 

◆ 도의원

▶배수문(48·새정치) 

◆시의원 가 선거구(중앙·별양·과천·주암동)

▶이홍천(50·새정치) ▶문봉선(52·새누리)

▶안영(43·무소속)

◆시의원 나 선거구(갈현·부림·문원동)

▶윤미현(40·새정치) ▶고금란(41·새누리)

▶제갈임주(41·무소속)

◆비례대표 시의원

▶이수진(40·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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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의 결과는 놀라움과 흐뭇함

이었습니다. 시장부터 비례대표까지 대

부분 여성~!

예전부터 과천은 유럽의 도시처럼 녹

지와 도서관이 많아 여유롭고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과천도 여성시장과 시의원들의

힘으로 복지도 유럽처럼 섬세하고 살뜰

하게 완성되겠구나싶어 벌써부터 기대

가 됩니다.

엄마는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자신

의 꿈을 펼칠 수 있고, 집에 돌아와서는

푸른 공원과 책이 빼곡한 도서관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사

회의 주민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곳.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바로 그런 대한민국 최초의 선진국형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

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거리를 오가며 시장님을 가까이서

자주 뵈었습니다. 

그 때 당선자님께서 ‘대한민국은 여성

대통령, 과천시는 여성 시장’이라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직

어려서 투표권이 없지만 우리 과천에도

여성 시장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에서도 아빠보다는 엄

마가 더 살림을 잘 하듯이 과천시 살림도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시장도 자주 가

지 않으시고 화장품이 떨어져도 샘플만

쓰시면서 아끼고 또 아끼시는 저희 엄마

처럼 새 시장님께서도 시민의 혈세를 두

번 세 번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데만 쓰

신다면 과천시가 더욱 부자가 될 것 같

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에어컨 사용을 자제

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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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 부는 새바람으로 재도약 갈망

▶▶ 이강용 (중앙동 · 수필가)

여(呂) 시장이 떠난 자리에

여(女) 시장이 온다. 

‘여’가 그대로 듯 ‘살고

싶은 과천’이 온전하기를 바

란다. 

다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

듯 새바람을 불어넣어 언제까

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 되기를 원한다. 

간식으로 먹는 과일이 건강식품으로 환영 받고 있

다. 과천(果川)을 건강하게 가꾸어 내[川]처럼 시원스

럽게 흘러 눈과 귀를 즐겁게 하여, 마음까지 흥겨운

과천으로 거듭 나게 가꿔주기를 희망한다.

신(新) 시장으로 오는 신(申) 시장의 새바람에 과천

이 새로운 기운을 얻어 다시 한 번 도약하기를 갈망

한다.  

먼저 시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

립니다. 

과천시에서 지원하고 상공인 연합회가

주관하여 현재는 과천 사회적 협동조합

이 운영하는 ‘과천 상가 마일리지’ 활성

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일부 업체가 가맹점을 계약하

고(시범점포) 과천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

영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여 사용자나 소비자의 참여가 미

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산업 경제과에서 시

행하고 있는 상가 활성화 컨퍼런스와 마

일리지를 연계하여 시행하면 좀 더 시너

지를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천축제나 시민의 날 행사, 체육 대회,

시민단체 등에 지급하는 쿠폰을 마일리

지 카드로 지급하면 과천시의 간접지원

이 상가에겐 직접적인 효과-가맹점, 소

비자가 늘고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또한 과천시에서 발행하는 “맛 집 멋

집” 홍보책자를 일부 식당의 자부담을 유

도하고 과천 외식업 지부에 위탁 운영하

는 방식으로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해주

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꿈

꾸는 세상! 사람이 제일 소중한 가치가 되

는 세상! 그러나 현실은 정직한 사람보다

돈이 권력이 더 우선입니다. 하지만 전 믿

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꿈같은 세상!’

이 말은 지난 주 종영된 ‘빅맨’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돈 없고 배운 거 없는  주인공은 자신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으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처

럼! 주인공은 대기업 사장이면서도 직원

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때론 작업복을 입고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인간적으로 다가가 도와달라

고 고개 숙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

며 우리 기업도,

정치도, 세상도 저

주인공처럼 정직

하고 투명하고 서

로 위해주면서 행

복하게 살면 얼마

나 좋을까하는 생

각을 해 봅니다. 

새 시장님이 드라마 주인공 같은 그런

분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새 시장님은 27년이라는 긴 세월

을 뚝심 있게 정치외길을 걸어오신 분이

시기에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는 과천 되길 

▶▶ 김동주 (부림동 · 회사원)

지난 6월 4일 지방 자치 선거

를 통해 우리 과천시민의 다양

한 열망을 담아 낼 분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과천시가 오랫

동안 달아 왔던 ‘행정도시’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시민이 선

택한 붓을 다시 고쳐 잡고 과천이라는 도화지에 다양한

물감을 풀어내어야 할 시간입니다. 겉보기의 화려함보

다는 그 안에 얽히고설킨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서로 배려하고 함께 공존하는 과천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이듯 과천은 우리 7만

여 시민의 놀이터이자 소중한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제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에서 ‘내 안에

담은 과천’ 으로 우리 서로가 담아 낸 과천의 미래를 함

께 이야기하고 만들어 가길 작은 시민의 희망으로 기대

해 봅니다.

과천(果川)을 

건강하게 가꾸어 

내[川]처럼 시원스럽게 흘러 

눈과 귀를 즐겁게 하여, 

마음까지 흥겨운 과천으로 

거듭 나게 가꿔주기를 희망

-  시민 이강용  -

상가 활성화 컨퍼런스와 마일리지 연계 시행을

▶▶ 김현곤 (문원동 · 공원가든 대표)

약자 배려하는 드라마 ‘빅맨’의 주인공처럼!

▶▶ 김은자 (문원동 · 주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기대

▶▶ 김은경 (별양동 · 주부)

저희 엄마처럼 알뜰하게 살림하셨으면

▶▶ 김한슬 (과천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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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수시입시 설명회

고3 부모님과 수험생들을 위한 2015학년도 수시입시설명

회를 진행한다. 입시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접수기간 : 6. 2(월)~7. 16(수)

•강의일시 : 7. 21(월) 14:00~16:00

•강의내용 : 2015년 대학입시 기본전략 / 2015년 대입전형 체제 / 올 입

시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 / 2015년 대입입시 특징 / 수시전형 유형별 요

강분석 

•대　　상 : 관내 학부모, 고3 수험생, 재수생 선착순 200명(인터넷 예약

접수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함)

•장　　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4층 강당

•강사소개 : 이영덕 소장(현)대성학력개발연구소 소장, 부산대 졸업, 대성

학원 평가이사 역임, 약30년 동안 대입입시자료 개발과 상담 전문가)

•참 가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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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학습지원팀 502-1318

2015학년도 입시·원서 작성 및 진학 상담

• 일 시 : 7. 23(수)~7. 29(화) 10:00~18:00(4일간)

• 장 소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

• 내 용 : 수시 모집 관련 입시·원서 작성 상담

• 상담사

- 김용택(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서울광영고 진학 지도 부장)

- 윤기영(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서울충암고 진학 지도 부장)

- 주상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서울한성과학고 진학 지도 교사)

• 대상자 

-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3학년 학생 - 학생부 사본 필요(학교에 확인)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필요

-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필요 조건) - 주민등록등본 지참

※ 입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으로 다음 가, 나, 다 중 1

개 이상을 충족하는 수험생(가,나,다 요건에 충족 하시는 신청자 분들

은 아래 서류를 꼭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 신청방법 및 문의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502-1318 /

학습지원팀 문의

• 신청기간 : 7. 2~선착순 마감(09:00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 신청인원 : 선착순 70명

• 입시·원서 작성 및 진학상담 지원 프로그램 접수 후 준비 사항

- 내신 학생부 등급표 사본 가져 올 것.

- 모의고사 성적 지참.

-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다음 정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

- 자기소개서를 써 놓은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지참 하는 것도 도움됨.

※ 일정과 상담 선생님의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착순 신청으로 원하

는 날짜와 시간에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2014년 토요 학습클리닉 ‘1일 캠프’

본 센터에서는 주5일제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인 공부방법에 대해 ‘1일 캠프’를 진행한다.  공부의 주요 4

가지 영역(자신감, 기억력, 읽기노트필기, 시간관리)을 정해

한 달에 한번 주제별 캠프이다.

• 접수기간 : 7. 7~8. 1(선착순 24명 마감 접수, 한 학생당 2주째 or 4주째

프로그램 중 정하여 1번만 참석 가능)

• 강사소개 : 이주원(테스트온 대표이사), 김유리(테스트온 강사)

• 입금기간 : 프로그램 시작 전 개별 연락

• 장　　소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집단상담실

• 참 가 비 : 20,000원(1~4회분 비용, 1차 및 2차 선택은 한번만 가능)

• 환　　불 : 7. 28(월) 이후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참가비 입금방법 :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입금, 꼭 입금기간에 입금하

시길 바라며 계좌번호(317-0004-1821-91 농협, 과천시청소년육성재

단, 꼭 참석하는 학생이름으로 입금)

• 접수방법 및 문의 : 전화접수, 학습지원팀 김주현(502-1318)

※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미입금시, 신청이 취소되며,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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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소식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소식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 성문제 예방 및 올바른 성의

식 형성을 위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인형친구들을 통

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일　　시 : 6. 27(금) 14:00(매월 4째주 금요일)

•장　　소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대　　상 : 4세~초등학교 1학년

•교육시간 : 약 40분

•이 용 료 : 1인당 1천원

문의 :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김민아 사회복지사 507-6319~22

오는 27일 ‘나나극단 인형극’ 공연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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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과천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우선 모집

※ 인터넷 접수 시 연락처를 꼭 남겨주기 바란다(바뀐 연락처도 꼭 확

인해 주고, 정확한 연락처가 없으면 강좌등록이 안된다)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다.      

문의 : 507-1771, 1881

과천예원 소식

과천예원에서는 2014년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을 받고 있

다. 수강신청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

은 참여를 바란다.

예원 수강생 모집

과천문화원 소식

‘아버지와 함께가는 문화유적지 견학’

자라나는 자녀들과 아버지가 함께 손잡고 조상들의 발자취

를 찾아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배우

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과천문화원(원장 이영구)에서는 2014년도 제16회 ‘아버지

와 함께 가는 문화유적지 견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 아버지와 함께 20가족(40명) 

•추첨일시 : 7. 6(일) 오전 09:00~11:00까지 접수, 11:00 추첨시작(추

첨 20가족) ※ 11:00 이후에 도착한 가족은 추첨참가 불가

•추첨장소 : 문원동 31-7번지 과천문화원 3층 영상강의실 

※ 참가인원 미달 시 7. 7(월) 09:00부터 사무국으로 접수 가능

•견학일시 : 충남 부여 8. 7(목)~8. 8(금) 1박 2일

•견 학 지 : 부여기와마을

•안　　내 : 각 지역 문화원 원장 또는 문화 해설사

•인　　솔 : 과천문화원 사무국장, 직원 

•추첨 당첨가족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학생 반명함판사진 첨부) 1매,

주민등록등본 1매, 참가비 40,000원

•접수문의 : 과천문화원 사무국 3679-1415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참가비 환불 불가

2014년 2기 과천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1990년 문화교실이 개설된 이래 꾸준히 개발·육성되어 온 과천문

화원 문화학교가 지역사회에 전통 및 현대생활 문화를 보급·발전시

켜 후손에게도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 8. 18~12. 19

•수강신청 : 과천문화원 사무국 504-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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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 : 7. 1(화) 10:00시 부터 선착순 방문·전화 접수

문화교실 안내분야 수강일시 인원 장소 강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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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화 월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1배움터 전영혜

전통민화교실 월 10:00~12:00 20 과천문화원 3층 3배움터 정승희(한국전통미술인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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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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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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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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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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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교실 수 10:00~15:00 20 과천문화원 3층 2배움터
조용기(사랑매듭 회장)-우리 아이들의 머리핀, 귀걸이 등을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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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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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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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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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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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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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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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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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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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강인원이 15인 이하인 경우는 폐강됩니다.

※ 매월 2주째에 수업 받는팀과 4째주에 수업 받는팀으로 나뉘어서 진행함.

요일 과정명 수강료 교육시간 교육기간 기간 인원

월
다화
꽂이

26,000원
(재료비별도)

14:00~16:00 8. 11~10.6 8주 20명

주제
일 시

강의시간 대상
1차 2차

자신감 8. 9(토) 8. 23(토) 

09:30~12:30
초등학교
6학년

기억력 9. 13(토) 9. 27(토)

읽기, 노트, 필기 10. 11(토) 10. 25(토)

시간관리 11. 8(토) 11.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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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째를 맞이하는 과천축제(9. 24∼9. 28)는 올해도 어김

없이 정부종합청사 잔디마당, 중앙공원 등 과천시 일대에서 벌

어진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

고 거리예술에 대해 전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하겠다

는 취지로 출발한 ‘시민거리공연단’ 모집은 7월 9일까지 과천

축제(www.gcfest.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

청할 수 있다. 

‘시민거리공연단’ 공연은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먹을거리에 만

족하지 못하여 할거리를 찾고 있는 거리에서의 무대를 갈망하

는 과천시민들에게 오감(五感)만족의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모집부문 : 야외 및 거리에서 실연이 가능한 공연

•지원자격 : 과천에 거주하는 개인, 예술인, 단체(과천에 직장, 사업

체가 있는 분 가능) ※ 청소년, 어린이 참여 가능

•모집기간 : 6. 16(월)~7. 9(수)

•선정결과 발표 : 7. 21(예정) 개별 통보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7. 9 자정까지) 

과천축제(www.gcfest.or.kr)→공지사항(시민거리공연단모집)→신

청서다운로드→신청서 작성→이메일 접수(gcfest05@naver.com)

•작품선정 기준

- 공연 형상화 가능성(야외 및 거리에서 실연 가능성과 효과를 중

심으로 선정)

- 참신한 소재 및 창의성

• 지원내용

- 선정된 작품은 축제 기간 중 1회 공연을 목표로 함.

- 홍보 및 공연 장소에 대한 행정 지원 함.

- 선정 작품은 축제 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기술지원 받을 수 있음.

•공연기간 : 9. 24~28(축제 기간 중 협의하여 공연 일정 정함)

•공연장소 : 과천축제 주행사장, 중앙공원 등

과천사랑 정보마당 72014년 6월 25일(수)

과천시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지원체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로 과천시독거노인종합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 센터는 과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현

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와 취약

노인 사각지대 해소 및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별 수혜자 명단을 취합할 예정이

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관은 지난 5월 22일 지역사회 내 독거노

인대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공서 및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

들을 초청,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안

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독거노인돌봄종합센터 관계자는 “주변에 독거노인을 알

고 있거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또는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센터로 연락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과천시노인복지관 독거노인돌봄종합센터 
DB관리자 509-7639

‘알뜰쇼핑도 하고 좋은 일에 동참하니 지역주민에게 행

복Dream!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복지사업이 활성화되니

어르신들에게 행복Dream!!  좋은 뜻·좋은 사람 함께 모인

과천이니 우리에게 행복 Dream!!!’

과천시노인복지관(관장 송석하)에서는 7월 4일(금) 과천

중앙공원 분수대 근처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노

인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 Dream 바자회’를 실시

한다.

‘행복 Dream 바자회’는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하는‘착한 바자회’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행사로 정평이 나있다. 

금년 행복Dream 바자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바자회를 통

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독거어르신들의 실태

를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행사

로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바자회 물품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 및 업체는 과천

시노인복지관(502-8500)으로 연락하면 된다.

내달 4일, 노인복지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Dream 바자회’ 

독거노인의 미래를 따듯하게 돌보는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 운영

국내·외 마당극, 야외극, 거리극 공연과 부대 프로그램들로

과천시 일대에 펼쳐지게 될 과천축제(9. 24∼28)에서 자원봉

사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공연지원, 통역, 홍보, 행사운영

으로 나누어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8월 19일까지 과천

축제 홈페이지(www.gcfest.or.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 방

문접수 및 우편접수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통역 분야)

을 통하여 선발한다. 

이번 자원봉사자 지원은 축제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만

들어 가고자 하는 의욕적인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모집기간 : 8. 19(화)까지

•활동기간 : 9. 24∼9. 28(5일간) 

•모집분야 : 공연지원, 통역(영어, 불어, 일어), 행사운영, 홍보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gcfest.or.kr 확인

제18회 과천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과천축제 소식

제18회 과천축제 시민거리공연단 모집

“나는 배우다!”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소식

과천시노인복지관 소식

과천의제21 소식

2014 하계방학 중 청소년 봉사활동 ‘1365에서 신청하세요’

여름방학동안 청소년 봉사활동을 7월 10일(목)부터 접수받는다. 방학 중 봉사활동은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며 1365나눔포털

(www.1365.go.kr)에서 로그인한 후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활동기관 활동내용 인원 활동기간/시간 자격 활동장소 비고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수업보조 1명
7. 14(월)~25(금)
8. 11(월)~22(금)

09:00~12:00

중·고생

유아체능단
사무실

주말휴무

환경 정리, 입장청결관리 등 4명 7. 25(금) 15:00~17:00
유아체능단
사무실

주말휴무

빙상장 대여실 정리, 대여스케이트 소독
오전 2명
오후 2명

7. 30~8. 31
10:00~12:00
14:00~17:00

빙상장대여실 주말휴무

헬스장 청결관리 등
오전 2명
오후 2명

7. 21~8. 14
10:00~12:00
14:00~16:00

헬스장 주말휴무

대체육관 청결관리 등 2명 7. 22~8. 14 14:00~16:00 대체육관 화/목 봉사가능

장군마을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아동학습보조 2명 7. 21~8. 18 14:00~16:00 지역아동센터 주말휴무

과천시지체장애인협회 컴퓨터 문서작성, 환경정리 3명 7. 28~8. 1 13:00~17:00 기관사무실 토요휴무

법무부 법사랑위원 
과천지구협의회

청소년과 함께 야간방범순찰 20명 7. 28~8. 1 20:00~22:00
과천관내 
우범지역

구세군 과천어린이집 환경정리, 업무보조, 우편물 정리 3명 7. 28~8. 1 09:00~12:00
본원 각 교실 
및 놀이터

토요휴무

구세군 과천양로원
원내청결유지(청소) 식사케어도움
(최소3일이상 봉사가능자)

20명 7. 20~8. 17 09:00~12:00 과천양로원
휴무일 
없음

여름문화학당
관내 문화재 답사 및 문화재 홍보
(3일 모두 참석 必)

30명 8. 4~8. 6 09:30~11:30 관내 활동장소

발사랑 봉사단
발마사지 교육 후 관내 복지관에 발마사지
봉사 실시

30명 7. 25 09:30~12:30 관내 복지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직업적응훈련반 작업 보조 및 옥상텃밭 관리 8명 7. 19~8. 18 09:30~12:00
직업적응훈련실
및 옥상텃밭

1주일 2명/5일 
이상 활동가능자

공동작업장 참여자 작업 지원 16명 7. 19~8. 18 13:00~16:00
복지관 3층 
다목적1실

1주일 4명/5일 
이상 활동가능자

EM(유용미생물) 활성액 무료 배포

EM활성액은 생활환경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이용한 발효액

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및 악취제거, 화장실 청소, 수질

정화, 찌든 때 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에 과천의제21은 가정에서부터 배출되는 생활오염물질

줄이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에게 EM활성액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가급적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1가정에서 1회 1리터

로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M활성액 배포 기간 : 6. 25~11. 30

•EM활성액 배포 장소 : 건강지원센터(구 중앙동주민센터) / 기후변

화교육센터(kt건물지하) / 장애인복지관(문원1단지) / 과천의제21실

천협의회(과천회관2층)

•주관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 환경보전분과(503-8228)

※사용방법 : 홈페이지 참조(www.gwacheonla21.or.kr)※ 상기일정은 수요처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1365나눔포털(www.1365.go.kr)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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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6월 25일(수) 교육·청소년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7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문화 ·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
원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한 ‘2014년 경기도 청
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선정되어 1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 

이 공모전은 도내 5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의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력을 인정받았다. 

당선된 과천시청소년수련관의 ‘우리는~ 청소년 건강지도사’ 프로그
램은 청소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이다. 

과천시 청소년 자치조직의 대표인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청
소년 스트레스 해소 축제를 기획 · 운영하고, 청소년기 바른 자세 UCC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
은 관심 바란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경기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공모 선정

청소년수련관 체육관동 헬스장에서 ‘건강관리교실’을 신설한다. 음식문
화의 발달과 운동부족으로 현대인의 비만 및 성인병이 늘어감에 따라 비
만으로 인한 성인병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위하여  식단관리 상담
및 운동을 통해 체형관리에 도움을 준다.

헬스와 수중운동을 병행하는 복합프로그램으로서 헬스(주중5회)
07:30~08:30, 수중운동(월, 수, 금, 주3회) 12:00~12:50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만 예방 및 바람직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교실’에 청
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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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동 헬스장 건강관리교실 신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 열린
마당 〉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찜통같이 더운 여름날, 이순신 장군님도 해수
욕을 하셨을까?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오는 7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청소년 50명이 함께 우리 시와 자매도시
인 통영으로 여름해양 캠프를 떠날 계획이다. 

첩첩산중 병풍처럼 둘러싼 채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그림 같은 해안선이 어우러진 통영바다
로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블랍점프 등 7종목의
해양활동과 세병관,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 지역
탐방 등으로 더위를 날릴 수 있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해양안전교육을 통해 각종 해양 안전사
고 시, 청소년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고 한다.

또한 전년도 해양캠프의 운영결과를 반영하
여, 해양활동이 2박3일 일정 중 2회(2일차 오전·
오후) 운영에서, 3회(1일차 오후, 2일차 오전·오
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해양활동 7

종목 중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만큼 참여
할 수 있게 보완하였다.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장은 “통영 여름 해양
캠프가 청소년들에게 끝없는 탐구심과 강인한
개척정신을 기를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기르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찜통같이 더운 여름, 통영으로 해양 캠프 떠나자!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제 8요일

19:00∼20:58
드라마/전체/자막

7월 1일(화)

쿵푸팬더 2

19:00∼20:31
애니/전체/더빙

7월 8일(화)

어거스트 러쉬

19:00∼20:54
드라마/전체/자막

7월 15(화)

빨강풍선/
야생마크랭블랑

19:00∼20:23
드라마/전체/자막

7월 22일(화)

가필드 2

19:00∼20:26
애니/전체/더빙

7월 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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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일대
7. 26~8. 2

7박8일
150,000원

자매도시 통영
여름해양 캠프

7. 30(수)~8. 1(금)
2박3일

1인 
80,000원

초5~고3 청소년
(96년 3월~03년 12월)

동굴은 살아있다 8. 23(토) 미정
초3~중1 

청소년 40명

장성 힐링캠프
8. 30(토)~31(일)

1박 2일
미정

초4~중3 
청소년 40명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6월 14일에서 15일
까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의 예비탐
험으로 의왕과 수원일대 삼남길과 팔색길 중 보
라색길 25km 트래킹을 완주하였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취사를 해서 밥을 해먹고,
텐트를 설치하여 야영을 하며, 트래킹 완주의 과
정을 통해 자립심, 협동심, 문제해결능력을 기르
는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연의 소중함
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팀조직, 계획수립, 안전교육 등의 기본교육을
5월과 6월에 거쳐 진행하였고, 탐험활동이 준비
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준비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
었다. 

또한 활동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해 청소년수
련관에서는 상황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
상황 전담 간호사가 활동에 동반하여 대처 가능
한 상황발생 시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앞으로 이 청소년들은 이번 예비탐험을 기반

으로 하여 7월에 정식탐험을 할 계획이며, 개별
적으로 계획한 봉사활동, 신체단련활동, 자기계
발활동을 하여, 포상제 동장 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동장 탐험활동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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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아리아카데미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하
여 환경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와 연계하
여 매주 월요일, 5회기에 걸쳐 기후변화의 올바
른 인식과 실천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센터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
한 주제를 가지고 토리아리아카데미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최근, 자연재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진행되
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한 만큼, 기후변화교육
센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제시하면서 지구사랑의 마
음을 키워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토리아리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문제가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 속 전기에너지의 사용 등 일생생활에서 자
연스럽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기에 온몸으로 실
천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의지
를 보여줬다. 

아이들이 환경사랑의 방법들이 거대하고 어
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씨앗이 되
어 가족과 친구, 주변사람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져야하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줄이
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보는 기
회가 되어 뜻깊고 보람찼다. 

앞으로도, 토리아리아카데미 학생들이 배우
고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변
화를 모색하는 주체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것
을 기대해본다.

문의 : 토리아리아카데미 2150-3980~1

9과천사랑소년·시니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에 만족하고 이제는 별 생각 없이 나나 잘 살다 죽

으려고 했는데 새롭게 꿈과 목표가 생겼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겠다.”(70세 전후)

“이번에 기대수명을 80대 후반에서 100세 까지 늘려 잡았다. 긴 여생을

이웃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사는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내가 담당해야 겠다.”(60대) 

“고리타분하다는 어르신에 대한 편견을 씻게 되었다. 진정한 스승이 마을

에 계심을 알았다. 거기에 내 안의 진정한 원트(wants)까지 발견했으니 이

제부터 마을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야겠다.”(50대)

이상은 지난 5월 말 수료한 시니어 아카데미 4기생들의 세대별 설문 내용

으로 참 귀한 메시지를 얻었다.  

이번 아카데미의 목적은 시니어 기반의 이웃공동체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었다. 이웃이 무너지고 마을이 행정단위 구실 밖에 못하는 현 시점에 마을이

자생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적의 대안이 이웃공동체의 복원

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아카데미는 시니어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설 수 있겠

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

가장 먼저 3개월 간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 수업이 있었지만 실제는 그

의 2배 이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오전 수업 후에 점심을 같

이했고 이어서 대부분의 수강생이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인  ‘나눔 텃밭’에

참여했다. 파종부터 수확하여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하며 땀을 흘리고 보람을 찾았다. 

다음은 노후의 바람직한 생애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아성찰의 기회를

각자 폭넓게 가졌다는 점이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길이 개인이나 가족

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했다. 

이웃과 마을이 어우러진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또 미래사회에 적합한

대안 인지를 참여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50대에서 70

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림과 다양한 직종인 회사·금융·교직·공

직·주부 등의 조합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토론식 수업을 통해 각자의 인생 경험을 털어 놓고 교환하며 자기를 개방

하는 시간들이 공동체 의식을 일깨웠다. 결국 세대 간의 벽이 무너져 내렸

다. 특히 영(young) 시니어들의 헌신적 참여가 우리 마을의 밝은 미래를 가

늠케 한 특별한 점이기도 했다.

어색하기만 했던 시니어들이 아카데미를 매개로 한 마을에 산다는 이유

만으로 힘든 공동체 활동을 해 냈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그 여세를 몰

아 이들 시니어가 주축이 되어 누구에게나 개방적인 마을 협동조합을 꾸려

가고 장차 마을기업과 시니어클럽을 통해 다양한 마을사업을 구상하고 있

어 자못 기대가 크다. 또한, 이제 이들은 심화과정으로 자서전을 금년 내에

쓰기로 했다. 지난 삶을 기록으로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확

실한 미래를 엮어 낼 예정이다. 이 자서전이 품격 있는 노후 세대를 만들어

갈 단초가 될 것으로 믿는다.        

문의 : 시니어아카데미 박수천 010-8636-1366

5060 시니어에 길을 묻다

가족·이웃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

사에게 배우는 맞춤식 평생학습강좌! 

‘2014년 배달강좌제’는 발전적이며 건전한 학

습문화 및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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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강좌제 흐름도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2014년 배달강좌제

‘환경의 달 특별 프로그램’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가 알려주는

녹색생활 실천법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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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유연실 3677-2933

과천아카데미 7월 강연 안내

구분 강연일정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219강
(제10회)

7월 9일(수)
10:00~12:00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멋과 흥

영화배우
국악인

예술

제220강
(제11회)

7월 23일(수)
10:00~12:00

2014년
부동산시장 대전망

한국자산관리
연구원 원장

재테크

오정해

고종완

제4기 과천시니어인재아카데미를 수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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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uly, Korea plays host to one of Asia’s

most unique festivals amongst interna-

tional visitors in this region.  This interna-

tionally known festival is the Boryeong

Mud Festival, held in the Daechon beach

area of Boryeong City.  Between the 18th

and 27th of July, visitors can participate in

an array of mud-related festivities depend-

ing upon how willing you are to get a little

dirty.  Apparently, there is something spe-

cial in Boryeong’s mud that contains a lot

of beneficial properties for your skin that

are both high in minerals and better than

imported cosmetics.  

The festivities next to Daechon beach in-

clude a miniature mud theme park that in-

cludes mud slides and fountains to

continually coat your skin with.  The mud

also provides a great way to protect you

from the harsh rays of the mid July sum-

mer sun.  Being so close to the beach,

cleansing the mud off your body is a mere

10 second sprint to the sea.  Other activities

that I took part in when I visited last time

included a 30-a-side match of mud football

(soccer as it’s known in Australia/America)

and a few rounds of friendly mud

wrestling.  It’s also a great place to relax in

the water whilst giving yourself a nice mud

massage using the beaches unique sand.

After a hard day of replenishing your skin,

when the night sets in, the beach parties

and fireworks begin!

Furthermore, as a location, Boryeong

has a lot of great heritage in its surrounding

areas that are also worth exploring.  Most

notably, the numerous small islands nearby

offer a perfect chance to see some more of

Korea’s beautiful heritage sites.  

Boryeong Mud Festival is a great place

to go on a summer weekend with friends

and family.  Of all the beaches along the

west coast of Korea, this has to be my

favourite amongst them.  Even if you don’t

want to experience the cleansing and pro-

tective qualities of Boryeong’s natural

mud, you could always buy some of the

face packs on sale throughout the festival.

Although you should always try before you

buy!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11>

에즈라 잭 키츠는 그림책 작가가
되기 전부터 그림책 그림 그리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그는 색이 바란 잡지에서 흑인 아이 사진을 한 장 발견
하고는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 사진을 작업실 벽에 붙
여 놓고 작품 구상을 시작했죠. 그 사진, 뭐가 그리 특별
했을까요? 에즈라는 많은 그림책을 그리면서 단 한번
도 흑인 아이를 그려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에
요. 뉴욕 빈민가 이민가정에서 자라난 에즈라는 흑인 아
이의 모습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숨어 있는 빛나는 일상
을 발견한 겁니다. <눈오는 날> 이후로 흑인 소년 피터
가 등장하는 6권의 그림책을 그려서 그림책 역사에 이
정표를 남겼습니다. 

에즈라 잭 키츠는 뉴욕 브루클린의 한 폴란드계 유태
인 가정에 태어납니다. 놀라운 미술 실력으로 참가하는
모든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정작 가난한 아버지
는 에즈라의 재능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미술전공으로 대학입학을 약속 받았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는 이 때 평생 간직할 아름다운 선물을 받습니다. 돌아

가신 아버지의 지갑에는 누렇게 바래 접혀 있는 신문 쪽
지가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아들 에즈라의 미술대회 입
상 소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반대하
고 미술을 싫어하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에즈
라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했으며 몰래 응원해 오고 있었
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은 에즈라는 상급학교 진
학을 포기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
습니다. 벽화도 그리고, 만화책 일러스트레이션도 하
고, 군 물품 염색도 하면서 천천히 그림책의 길로 들어
서게 됩니다. 낮고, 숨어 있어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는 놀라운 그
림책의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요 작품 소개

<Peter’s Chair> 피터의 의자   동생이 생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내 침대도, 내 식탁도, 내 장난감도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랍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도요. 피터는 동생 방을 몰래 들여다 보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을 알고는 화가
잔뜩 납니다. 그래서 절대 내 줄 수 없는 내 것, ‘의자’와 ‘강아지’를 데리고 집을 떠나기로 하지요. 피터가 가출한 곳
은 대문 앞.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기곤 잠시 앉아 쉬려고 하는데, 어쩌죠? 엉덩이가 의자에 들어가질 않아요. 피터
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istle for Willie> 휘파람을 불어요   어떤 아이가 휘파람을 휘리릭 붑니다. 달려가던 강아지가 휘파람 소리를 듣
고는 달려오는 거에요. 대단하죠? 피터는 휘파람을 불지 못합니다.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정말 멋질텐데…… 
피터는 휘파람 불기 연습에 들어갑니다. 입이 얼얼해질 때까지 휘파람을 붑니다. 아무리 불어도 소리는 나지 않고,
강아지 윌리는 모른 척 지나가 버리죠. 피터도 휘파람을 불 수 있을까요? 

<A Letter to Amy> 피터의 편지   곧 피터의 생일이에요. 피터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멋진 생일 잔치를 벌일거에요.
그 중에서도 여자친구 에이미가 꼭 와 주었으면 해요. 피터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에이미에게 보낼 편지를 씁니다.
비가 오지만 비옷을 입고 편지를 부치러 나가요. 그런데 어쩌죠? 바람이 불어 편지가 날아갑니다. 과연 에이미는 피
터의 생일을 축하하러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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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Georgie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 원어민 강사

문의 3677-2062

Mud in the Sun

About the Author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One winter morning Peter woke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Snow had fallen during the night. It covered everything as far as

he could see. 

After breakfast he put on his snowsuit and ran outside. The snow

was piled up very high along the street to make a path for walking. 

Crunch, crunch, crunch, his feet sank into the snow. He walked

with his toes pointing out, like this: 

He walked with his toes pointing in, like that: 

Then he dragged his feet s-l-o-w-l-y to make tracks.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피터는 잠이 깨 창 밖을 내다 보
았어요. 밤새 눈이 왔어요! 눈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뒤
덮었어요. 

아침을 먹고, 피터는 눈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달려 나갔
어요. 사람들이 다닐 길을 만드느라 길 옆으로 눈더미가
높다랗게 쌓여 있어요.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피터의 발이 눈 속으로 빠져 들어
요. 피터는 이렇게 발끝을 세워 걸었어요. 
피터는 저렇게 발끝을 세워 걸었어요. 
그러다 피터는 발을 처-어-언-천-히 끌어서 길다란 길
을 그렸어요. 

에즈라 잭 키츠  

Ezra Jack Keats

숨어 있는 아이의 일상을 발견한 에즈라 잭 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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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112014년 6월 25일(수)

화수분처럼 샘솟는 ‘김은숙’의 열정에 박수를!

▶▶ 신 항 섭 (미술평론가)

과천 갈현동에 사는 ‘김은숙’은 어떤 식으

로 만들어지든 간에 여행을 떠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일행이 낯선 풍광에 취해

있는 동안 그의 예민한 미적 감수성은 주변을

부단히 탐색하며 창작의 모티브를 찾는다. 

무엇보다도 현지인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에

서 모티브를 찾아내는데 남다른 감각을 발휘

한다. 눈과 마음으로 그리고 스케치나 카메라

로 담는 여행지의 일상적인 삶의 정경이 소재

가 되고 주제가 된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의

정경이 유채나, 수채, 판화, 사진, 영상 등의 이

미지로 표현된다.

구태여 비유하자면 그의 예술가적인 이미

지는 팔색조와 같다. 유채를 비롯하여 수채, 아

크릴, 판화, 조각, 사진은 물론이요, 영상과 성

악까지 아우른다. 이 정도면 가히 팔색조라 할

만하다. 이처럼 다채로운 예술가적인 재능은

타고난 미적 감수성과 더불어 활화산처럼 뜨

거운 창작에의 욕구 및 열정에 기인한다. 

그만큼 잠재적인 예술적인 감수성이 풍부할

뿐더러, 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 및 행

동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그의 전모를 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장르를 보여

준다. 그 가운데서 이제 미술계에 확고한 위치

를 차지하게 된 사진 및 영상 작업은 그가 전통

에 안주하지 않는 진정한 창의적인 작가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미 여러 차례의 전시를 통

해 사진작업을 보여준 바 있듯이 그 자신이 살

고 있는 생활권역과 여행의 산물이다. 

시대상황 및 시대분위기를 가감 없이 포착

하는 사진 및 영상작업은 또 다른 형태의 조형

적인 감각을 반영한다. 영상작업은 디자인적

인 요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실험적인 기법

으로 표현영역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다. 이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

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이며 시대감각을 선행

하는 치열한 작가정신의 소산임은 말할 나위

도 없다.

그는 미술과 함께 음악가적인 재능을 과시하

고 있다. 해마다 한 두 차례씩 전시 또는 성악 발

표회를 가져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제 새

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따라서 예술가적인 열

정 및 노력의 결과물로서의 발표전을 지켜보는

주변에서는 이제 해마다 기다려지는 연례행사

처럼 받아들이게 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 몇 해 동안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얻은 작

품들을 중심으로 꾸민 이번 전시회는 동양화

와 서양화, 판화를 전공한 두 딸과 함께 한다.

예술가 집안에서 예술가가 나오는 현상은 흔

한 일이 된 현실에서 보더라도, 세 모녀가 함께

하는 이번 전시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비록 두

딸은 자녀교육으로 인해 창작생활에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소수의 작품만을 출품하

지만, 이를 통해 예술가적인 집안 면모가 드러

나게 되었으니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전시와 함께 하는 이번 성악발표회도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다. 

아들과 함께 했던 지난해의 발표전과 마찬

가지로 가족이 등장한다. 어린 두 손주가 무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무대

는 예술가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한눈에 그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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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등 그 어떤 원고나 사진 등 모두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나 사진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 427-7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기획감사실 홍보팀 <과천시정소식> 담

당자 앞 또는 이메일(eun54321@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3677-20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새 출발 민선6기 과천시정에 부쳐

6. 25~28일 시민회관서 열리는 ‘김은숙 사진전·독창회’를 바라보며

활기찬 과천의 아침 

이번 선거는 우리 과천시민이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보여준 절묘한 분할

이었다. 새 시장은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분이니 국가보조금

확보에 유리할 듯한 후보를 뽑았고, 시의원들은 여야가 균형을 이루었으니

견제와 균형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시의회는 여성들이 많기는 하지만, 엘리트 과천시민이 뽑은 대표들이니

서로 양보할 줄 아는 미덕을 발휘하리라 믿는다. 

시장직인수위원회에는 무엇보다 경쟁자였던 전시의원들이 참여했더라

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들은 시의원을 다년간 해서 시의 업무

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에서도 신선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새 시장은

그 분들과도 자주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바란다.  

시의원으로 당선된 분들도 단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 초선이니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석구석 살피며 시정을 돌볼

것이다. 

새로 시장에 당선되신 분은 신문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33%의 찬성이라

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지하지 않은 다수의 의견을 헤아려

시정을 알차게 꾸리겠다고 했으니 기대해본다.  나는 그를 지지한 보수세

력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의 참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길 바란다. 

보수는 옛 것을 무조건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보수의 모

습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솔선하여 지키고, 가진 것을 내어주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기운을 과천에 뿌리내려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과천은 중앙행정부의 도시에서 탈바

꿈하여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중산층으

로 키워내는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보수 세력이 앞장서야 하는 이

유이고 과업이다.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

의 확충에 무엇보다 통 큰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票퓰리즘으로 인해 성인

들 대비 청소년에 대한 혜택은 적은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과천시애향장

학회에 대한 시정부의 신규투자는 지난 12년간 단 한 푼도 없었다. 물론 다

른 시, 군에 비하면 적정한 규모라고 하겠지만 고등학생 200여명, 대학생

100여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지원자의 1/3 정도가

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학자금을 받고 있다.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면

무엇보다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이 돌아가서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

지하여 충당하면 좋겠다. 과천시에서 재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왜 그렇게 많은지 세금 내는 시민으로 불만스럽다. 또한, 불요불급한 각종

공공건물의 숫자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건물 유지비, 관

리직원의 급여 등 절약할 부분은 정말 많아 보인다. 

당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임기는 불과 4년이다.

더구나 시장당선자는 과천에 거주한 기간도 짧으니 시민들과 교감하기에

도 시간이 모자란다. 따라서 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하여 모든 것을 잘 하기

보다 나라의 기둥이 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나 보금자리주택과 같

은 몇 가지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은 시의원들과 적어도 매주 한 번씩 무릎을 맞대기 바란다. 그것이

과천시민들과 소통하는 지름길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선의 방

법 아니겠는가. 시의원도 시민이 뽑은 대표임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랑스런 과천시민들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았다. 선출직을 떠나는 분

들께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함께 그 분들의 앞날에 관악산의 정기

가 넘치기를 빌고, 새로 취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정한 일꾼의 길을 활기

차게 걸어가시도록 청계산의 아침 햇살이 비추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이다. 우리 모두 새 당선자들을 도와 활기찬 과천의 아침을 열자. 

▶▶ 이 순 형 (민주평통교육분과위원장)

화가와 사진작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숙씨

가 ‘열정과 사랑으로 여행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시

민회관 소극장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오는 25~28일까지 시민회관 2층 마루아라 갤러리에서 열리는 김은숙 사진전에는 큰딸 전은주(왼쪽)씨와 작은딸 전

현주(오른쪽)씨의 사진·그림·수공예 작품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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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6월 25일(수) 과천사랑열려라! 취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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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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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니 시 거주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처리

▶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자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각종 취업정보 제공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직업훈련과정 정보제공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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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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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청1층 일자리센터 3677-2869/2833 

NO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근무조건 자격요건

1 ㈜○○하우스 과천 키즈카페 관리 및 마케팅
업무 2명 주6일 근무, 10:30~20:30

연봉 2,000만원 청년층 우대

2 ○○○밥버거
○○중앙점 과천 판매사원 2명 주6일 근무, 11:30~19:30

시간조정가능, 시급 5,500원 인근거주자 우대

3 ㈜인○○텍 과천 프로그래밍 기술자 2명 주5일 근무, 09:00~18:00
월 240만원

관련계통 전공자
관련경력 2년이상

4 ○○서비스 서초 퀵서비스 접수상담원 2명
주5일 근무, 월 130만원 
09:00~18:00, 10:00~19:00 
11:00~20:00

장기 근무자 우대
남녀무관

5 ㈜○○씨테크놀로지 과천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 2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2,000만원

전자정보통신전공자
운전가능자 우대

6 ○○건드릴 군포 건드릴 NC작업자 4명 주5일 근무, 08:30~17:00
월 140만원

신입 지원가능
경력자 우대

7 ○○환경자원 과천 운전 및 배송 2명
주6일 근무, 월 180만원
평일 07:00~18:00
토   07:00~14:00

2.5톤 트럭 운전가능자
장기 근무자 우대

8 ○○칼국수 서초 주방 보조 2명 주6일 근무, 11:00~22:00
월 140만원 장기 근무자 우대

9 ㈜협○ 안양 영업 및 영업관리자 2명 주5일 근무, 08:30~17:30
월 200만원

영업근무 경력자
자차소유자 우대

10 ○○드바인 안양 헤어 디자이너 3명 주5일 근무, 10:00~20:00
월 200만원

청년층우대
남녀무관

11 샤○○트 과천 자동차 광택기사 3명 주6일 근무, 토요 격주휴무
월 150만원

인근거주대 우대, 청년층 우대
남녀무관

12 ○○플라워 과천 온라인쇼핑몰 판매원 1명 주6일 근무, 09:00~18:00
월 150만원

마케팅경력자 우대
포토샵,블로그 운영가능자 우대

13 ㈜○○전자통신 안양 PBA 납땜 2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1,700만원

관련경력 3년이상
인근거주자 우대

14 ○○낙지 과천 홀써빙 및 영업관리 3명 주6일 근무, 10:00~22:00
주말근무자도 모집, 월 17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15 ㈜○○케이알 과천 실내식물 관리사원 3명 주6일 근무, 08:00~18:00
주5일 근무가능, 월 180만원

트럭 운전가능자
산림,원예학 전공자, 남녀무관

16 ○○노인복지센터 과천 사회복지사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월 110만원

사회복지사
자차소유자 우대

17 ㈜대보○○통신 과천 교통정보센터 운영요원 3명

1조 : 08:00~15:30 
2조 : 14:30~21:30 
3조 : 21:00~익일 08:00 
4조 : 휴무, 연봉 2,200만원

정보통신공학전공자
운전가능자, 남녀무관

18 ㈜멘○스 안양 전자시험요원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1,80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청년층 우대

19 ㈜○플러스 과천 대형차량기사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월 20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대형차 운전경력1년이상

20 ㈜모닝○ 강남 인바운드 상담원 2명 주5일 근무, 09:00~18:00
월 140만원

상담경력자 우대, 청년층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21 ㈜○○푸드 안양 주방보조, 홀써빙 4명 주6일 근무, 10:00~22:00
월 18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22 ㈜○케 군포 일반 사무원 1명 주5일 근무, 09:00~18:00
연봉 1,800만원

영어회화 가능자
청년층 우대

23 ㈜○○종합조경 과천 경리회계 사무원 1명 주5~6일 근무, 09:00~18:30
연봉 2,000만원

건설업경력자 우대
회계프로그램가능자

24 ○○○디자인 과천 광고물 디자인 1명 주5일근무, 09:00~18:30
월 170만원 관련근무 경력자우대

25 ㈜더○○○솔루션 서초 빌딩 경비원 2명 격일제 07:00~07:00
월 110만원

장애인 병행채용, 경력자 우대
장기 근무자 우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움

카드’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발급하며, 직

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고용노동부)

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훈련비의

55%~75%를 정부가 지원하고 25%~45%는 본

인부담.

- 우리시에서는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자부담)에

대해서 1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 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 1

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

•교육비 신청시 준비서류는?

- 수료증 및 수강증명서

- 수강료 납입증명서(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명

시되어 있는 서류)

-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결제 확인 영수증)

- 통장 사본(교육비 입금 받을 통장)

※ 자세한 사항 문의 : 과천일자리센터 (3677-2869,

2833)

- 과천시민에 한하여 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과천일자리센터에서 구

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원대상 교

육인지 사전에 확인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7. 14 ~7. 22 

•사업기간 :9. 1~12. 19

•인　　원 :75여명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인표,

건강보험증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과천시민으로서

재산이 1.35억 이하인 자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내역은 홈페이

지 공고란 참조 바랍니다. 

*상기업체 이외에도 다수업체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분은 과천일자리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 차순미/이형도  전화번호 : 3677-2869/2833

구직을 원하시나요?

구인을 원하시나요?

‘과천시일자리센터’로 연락주세요

전화 : 3677-2869
홈페이지 : gc.into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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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친정부모 방문 지원

과천시는 지난 5월

21일(수)~28일(수)까

지 과천시건강가정지

원센터 주관 하에 3년

이상 한국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 3년 이상 해외 친정부

모와 만나지 못한 2가정(캄보디아, 베트남)을 선발, 이들

의 친정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지원내용은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발급부터 항공

권, 숙박, 식사, 차량 뿐 아니라 덕수궁, 63빌딩, 서울대

공원 등 한국 문화 체험 및 가족사진촬영, 기념품 지원 등

이다. 또한 한국 방문 축하를 위한 과천시립교향악단의

‘다문화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했다. 한국으로 시집 온

딸에 대한 걱정을 덜고 추억을 안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

을 경감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

과 외로움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와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의 한국 적응과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지속

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여자의 휴식과 자기치유 워크숍

과천시 여성주간을 맞

이하여 휴식이 필요한 여

자들을 위한 특급휴식법

특강 ‘그만둬도 괜찮아’

의 저자 유재경과 나를 들

여다보고 나에게 필요한

안식처를 만들어보는 자기치유 워크숍이 열린다.

•내용 : 쉬지 못하는 여자의 속성, 인생길 반 고비에서 길을 잃

은 여자에게 필요한 휴식이란, 이를 위해 덜어내고 더할 것

등에 대한 특강 후 나를 들여다보고 자기 치유를 돕는 미술

치료 워크숍 경험 

•대상 :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

•일정 : 7. 5(토) 10:00~12:00

•장소 : 그레이스호텔 6층 여성비전센터 별관 강의실

•참가비 : 5,000원 / 입금선착순 20명(재료비 포함, 5명 선정

하여 책 증정)

•신청 : 정선혜(010-5070-3831)에게 문의 후 참가비 입금

- 입금계좌 : 우리 1002-348-076381 /최진희(나유 미술치료) 

•7. 5(토) 10:00~12:00 워크숍 참가자 자녀를 위한 미술치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친구들아, 나는 이렇단다’(자기탐색과

사회성 향상을 돕는 과정)-초등학생 대상 (참가비 2,000원/

아동1인당) 

•주관 : 나를 들여다보는 미술치유 동아리 

•후원 : 과천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안내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 가족이 건강하

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접　수 : 홈페이지 gchfsc.familynet.or.kr

•위　치 : 관악산길 58(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의 : 503-0070

과천사랑 여성·아동 132014년 6월 25일(수)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식

프로그램 일시 대상 이용료 비고

영어로 놀자! 
영어스토리텔링

7. 1~9. 30 
매주 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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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0개월
30~36개월

84,000원
(12주분)

각 7팀

영유아
1명
+

보호자
1명

말랑말랑 
오물조물 
점토놀이

7. 1~9. 30
매주 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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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6개월
37~48개월
49개월이상

84,000원
(12주분)
재료비 별도

우리아이 
면역력 업! 
베이비마사지

7. 2~9. 24 
매주 수 (12주)
7. 3~9. 25 

매주 목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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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개월
2~7개월

36,000원
(12주분) 
타올, 오일
또는 로션
준비

몸도 마음도 
쑥쑥! 
아이쑥쑥체육

7. 2~9. 24 
매주 수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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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6개월
27~40개월
41개월이상

84,000원
(12주분)

배우고 
이야기하는 
베베뮤직 톡톡

7. 3~9. 25 
매주 목(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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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개월 
6~12개월 
13~18개월 
19~28개월

77,000원
(11주분)

7. 4~9. 26 
매주 금(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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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개월 
13~18개월 

77,000원
(11주분)

아이러브맘
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7. 4~9. 26
매주 금(11주)

09:40~10:20 24~36개월
33,000원
(11주분)

신나는 
몰펀세상

7. 4~9. 26
매주 금(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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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5개월
46~54개월
55개월이상

77,000원
(11주분)

육아 지원 프로그램 안내내달 4~5일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과천시여성비전센터 소식

아이러브맘카페 소식여성! 가족과 행복한 세상을 열자~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접수 인원

아동기 
부모교육 

자녀발달, 심리, 
양육방법 등

초등 자녀를
둔 부모 

7. 8~7. 29
매주화

10:00~12:00 

~6. 30(월)
까지

20명

아버지
학교

아버지의 영향력,
사명,역할 등

자녀를 둔 
(예비)아버지

6. 28~7. 19
매주토

14:00~18:00

~6. 27(금)
까지 

20명

건강가정
특강 

건강한 가정 
만들기

과천시민 
누구나 

8. 14(목)
19:00~21:00

~7. 31(목) 30명

남 성 문 화
자조모임
‘신남(新男)
교실’

‘볼링’ 자조모임 관내 
거주하는
성인남성

7. 17(목)~
19:30~21:00

~7. 10(목)
까지

8명
‘영어회화’ 자조
모임

7월 가족
사랑의날

가족 티셔츠 
만들기

5~7세 자녀를
둔 가족

7. 16(수)
19:00~21:00

7. 1~11까지
인터넷신청

10가족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감성캠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레크리
에이션, 강연, 소
통체험 등

중등부 자녀를
둔 가족

7. 26(토)
10:00~16:00

~7. 18(금)
까지

15가족

고등부 자녀를
둔 가족

8. 2(토)
10:00~16:00

~7. 25(금)
까지

15가족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중국 ‘괴물연이야기’
인형극

5세~7세
아동과 보호자

7. 30(수)
15:00~16:00

7. 21(월)~
선착순

15가족

그룹미술
치료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

성인
7. 10~8. 21(목)
10:00~12:00

6. 30
선착순

-

상담 부부, 가족, 개인 상담 청소년~성인 연중 상시모집 -

부림아이러브맘카페

프로그램 일시 대상 이용료 비고

아이러브맘
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7. 7~9. 29
매주 월 (11주)

13:30~14:10   37~48개월
33,000원
(11주분)

각 5팀

영유아
1명
+

보호자
1명

와글와글
퍼포먼스미술 

7. 1~9. 30
매주 화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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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개월
18~27개월
28~38개월 

84,000원
(12주분)
재료비 별도

유리드믹스
7. 2~9. 24

매주 수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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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개월 
2~18개월
12~18개월

84,000원
(12주분)

노리토리
7. 3~9. 25

매주 목 (12주)
13:30~14:10
14:20~15:00

6~12개월
13~17개월

84,000원
(12주분)

베이비싸인
스쿨

7. 4~9. 26
매주 금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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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개월 
14~20개월

77,000원
(11주분)

문원아이러브맘카페

•수강신청 : 6. 16(월) 10:00~ 홈페이지 가입 후 육아지원 프로

그램 신청

•장　　소 :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3층 부림아이

러브맘카페 교육실

•수강신청 : 매주 셋째주 월요일 10:00~ 다음달 프로그램 접

수 가능(6. 16 / 7. 21 / 8. 18) 홈페이지 가입 후 부

모교육 프로그램 신청

•장　　소 :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3층 부림아이

러브맘카페 교육실

•수강신청 : 6. 16(월) 10:00~ 홈페이지 가입 후 육아지원 프로

그램 신청

•장　　소 : 과천시 문원로 40-1 문원문화원 1층 문원아이러

브맘카페 교육놀이실

프로그램 일시 대상 이용료

가
족
지
원

건강한 천연비누만들기 7. 26(토)

10:30
~11:30

24개월 이상 영유
아 자녀를 둔 부모
와 영유아 7팀 

5,000원힐링쿠킹-과일젤리와 영양갱 8. 23(토)

두둥실~풍선아트 9. 20(토)

부
모
교
육

우리아이 사진 예쁘게 찍는 법 7. 19(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명

무료부모가 시작하는 성교육 8. 30(토)

두뇌발달을 돕는 아빠효과 9. 27(토)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내달 4일과 5일 양일간

시민회관 소극장과 시민회관 전시실 등지에서 열린다.

과천시가 주최하고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

는 이번 행사는 ‘여성솜씨 경진대회’를 비롯해 ‘도전 주

부 골든벨’과 ‘감독초청 영화 상영’, ‘가족장기자랑’과

‘여성주간 기념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

행될 예정이다.

올해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4일 시민회관 소극장에

서 열리는 ‘도전 골든벨’ 퀴즈쇼와 5일 기념식이 끝나고

마련되는 인기강사 ‘오영실 초청 토크콘서트’와 ‘가족

사랑 메이컵 쇼’, 여성민요그룹 아리수 초청공연 등을 꼽

을 수 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주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오영실은 이날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유쾌한 소통과 웃음, 그리고 행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과천시민 20가족이 참가하는 ‘가족 사랑 메이컵쇼’는

2인 이상의 가족팀이 화려한 메이컵을 하고 모델이 되어

무대를 워킹 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이어 마지막 무대

는 여성민요그룹 ‘아리수’의 신명나는 퓨전민요 콘서트

로 장식한다. 또한 과천시민 20가족이 참가해 가족 간 화

합과 끼를 발휘하는 ‘가족 장기자랑’과 ‘이주여성 다문

화 체험’ 및 기타 여성들의 작품전시회가 마련된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프로그램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내용

7. 4
(금)

10:00~12:00
시민회관 로비
& 세미나실 
& 전시실 

여성솜씨경진대회 
시,수필,이주여성백일장 / 사군자,
서예, 한지공예 / 꽃꽂이

13:00~15:00
시민회관
소극장

도전! 주부골든벨
- 여성,가족,안전 관련 퀴즈

15:00~17:00
감독초청 영화상영
- “집으로 가는길” 

7. 5
(토)

11:00~12:00
시민회관
소극장

가족장기자랑 
- 노래, 춤, 악기 등

11:00~17:00
시민회관

소극장 & 전시실
여성단체·동아리 활동체험부스 운영

14:40~15:00

시민회관
소극장

식전행사 
- 백석예술대학교 음악학부 공연

15:00~15:30 여성주간 기념식

15:30~16:40 오영실 토크콘서트

16:40~17:30 가족사랑 메이컵쇼

17:30~18:00
초청공연 
- 여성민요그룹 아리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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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밤, 추사박물관에서 자녀들과 함께 전시 관

람도 하고 같이 추사처럼 서로 붓으로 편지쓰기체

험도 진행한다. 온 가족이 과지초당에서 추사의 예

술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육일정 : 8. 1, 8(금) 19:00~20:30  

•교육대상 : 초등학생 동반가족 (10가족 내외)

•신청기간 : 7. 1(화)~7. 22(화)

•신청방법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www.gcedu.go.kr

•재 료 비 : 없음 ※단, 입장료 있음

문의 : 2150-3650, 3654

추사박물관 소식

여름방학 프로그램 - 아빠엄마와 함께 여름밤 추사박물관 노닐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추사와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
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공예체험을 제공
한다.
•기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시간 : 10:30~12:40 

•대상 : 초등학교 2~6학년 (20명 내외)

•신청 :  과천시 평생학습 통합시스템www.gcedu.go.kr

추사박물관 주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일 교육주제 재료비

7. 19(토) 선비향기가득 미니병풍 만들기 2,000원

8. 16(토)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4,000원

9. 20(토)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3,000원

<추사박물관 소장유물 소개 4>

지난 6월에 5회에 거쳐 진행된 ‘중고등학교 연

계프로그램-학예사직업체험교실’이 성황리에 운

영되었다. 이번 교육은 학예사라는 직업의 업무,

전망, 관련 적성등을 알아보고, 유물을 복원하는

체험, 추사박물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7

월에 3회, 그리고 12월에 8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학예사 직업체험교실 성황리 진행

박 제 가 가  북 경 에 서  사 귄  벗  나 빙 (羅 聘 ,

1733~1799)이 그린 초상의 사진인화본이다. 나빙

은 양주팔괴(揚州八怪 : 청 중기 강소성 양주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8명의 화가)의 한 사람으로 당시

강남을 떠나 북경 유리창의 관음사에 기거하고 있

어서 박제가를 만났다. 

나빙이 그린 박제가는 41세로 손에 부채를 들고

넓은 깃털을 단 전립을 쓴 군관 복장으로, 인물 내

면에 흐르는 맑은 성정과 단아한 이미지를 사실적

으로 표현하였다.  박제가는 스스로 자신의 생김새

를 “물소 이마에 칼날같은 눈썹을 하고, 눈동자는

검고 귀는 하얗다”고 묘사한 바 있다.  

나빙의 월매도와 이 박제가 초상은 최근 시화첩

‘치지회수첩(置之懷袖帖)’의 일부이며 원본도 현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첩은 청나라 사람들과 박

제가의 전별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표제는 묵경 이병수(伊秉綬, 1754~1815)가 썼

는데, 이별의 징표로 내민 꽃가지를 차마 버리지 못

하고 소매 속에 간직한다는 의미로 이별의 아쉬움

을 잘 표현하였다. 

신나는 여름방학, 과천시추사박물관에서는 과

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우선대상으로 우리 역

사 속 외교문화를 이해하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관찰력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교육이 진행

된다. 많은 참여 바란다.

•교육일정 : 8. 2, 9, 16(토) 14:00~16:30  3회 연속 교육 

•교육대상 : 초등학교 4~5학년 25명(과천거주학생우선)

•교 육 비 : 없음

•신청기간 : 7. 1(화)~10(수) chusamuseum@naver.com

신청서 발송(신청서는 과천시 추사박물관 홈페이지 참고) 

여름방학 프로그램 - 역사 속 우리 문화, 나는 문화외교관 

일정 1차(8. 2) 2차(8. 9) 3차(8. 16)

교육장소 과천시추사박물관 교육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과천시추사박물관 교육실

수업방식 시청각 - 전시관람 - 체험 현장교육 - 모둠별 탐방 만들기 활동 - 모둠별 토론 및 발표

수업내용
역사 시대별 외국과의 외교·교류
관계 교육 및 추사를 중심으로 조선
시대의 외교문화 이해

각 모둠별로 신라, 고구려, 백제, 고
려, 조선을 담당하여 각 나라별 역
사, 문화, 문화재 전시 관람

모둠별로 담담 나라의 외교관이 되
어 외교홍보보드를 제작하고 발표
및 토론  

지난 5월 31일 토요일, 추사박물관에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재에

열의와 관심이 있고, 학예사와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관 분야의 4명의 젊은 학예

사를 초빙하여 박물관학에 대한 다양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자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성북구립미술관 김경민 학예사는 미술관의 전시 기획과 운영을 주

제로 성북구립미술관의 기획전과 관련된 숨은 일화를 심도있게 소개

해주었다. 호림박물관 서지민 학예사는 사립 박물관의 현황과 필요

성 및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독립기념관 정현희 학예사의 강의는 박물관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을 비롯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과정을 상세히 알아 볼 수 있

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추사박물관의 허홍범 학예사가 전시의

제작과정 및 추사에 대한 평가의 흐름과 추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기획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30명 내외의 교육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익

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물관·미술관의 

젊은 학예 인력과의 대화 마무리   

나빙이 그린 박제가 초상 羅聘畵‘朴齊家肖像

나빙, 10.4×12.2, 1790년 / 사진인화

추사박물관에서는 운영 활성화 및 과천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시간

을 연장한다. 연장 운영 중에는 전시관람 및 상설체

험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일시 :  7. 4, 11, 18, 25(매주 금요일)

•운영시간 : 기존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매주 금요일… 21시까지 운영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열다섯�번째�이야기

아이 셋과 함께 자활을 꿈꾸며 살고자 하였던 한 부모 가정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힘이 없었다.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일자

리를 제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때

대상자에게 우울과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6개월 이상의 치료

가 필요하며, 근로를 할 경우 더욱 심해진다는 의사 소견대로

약을 복용하면서 일을 하면 건강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무한돌봄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 과정으로 바리스타 교육

을 적극 소개하였으나 순탄치

않았다.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받아보

니 대상자가 원하는 바리스타 교

육이 자격증 취득 후에 실제 취업까

지 이어지는 경우가 희박하다보니 잘 승인

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승인 받기 위해 고용지원센터 상담사와 대상자가

함께   성공 가능한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격증 취득 후 고용을

해줄 수 있는 커피전문점을 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대상자의 비전 제시를 통해 고

용지원센터에서는 단순한 바리스타 교육이 아닌 그보다 한 단

계 높여 바리스타 메니저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현재 대상자는 바리스타시험 필기에 이어 실기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하였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을 통해 자

립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오늘도 대상자는 매일 매일 커피 만드는 교육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울과 공황장애를 커피향으로 이겨내며 아이들

과 함께 희망찬 미래에 한 발짝 바짝 다가서고 있다.

“우울? 커피향으로 이겨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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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과천사랑 시정 브리핑 152014년 6월 25일(수)

과천시가 소득과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

득층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3개

월 먼저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증액된 급여를 지급해 임차

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

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추가로 주거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급금액은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

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말일 대상가구에게 통장

으로 입금된다.

한편 이번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에는 과천시를 포

함해 총 23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실 민문기 통합조사팀장은 “과천시가 정부

시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증가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

국 최고의 복지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실 3677-285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

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재

산세는 7월에 한 번 부과된다. 

반면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내면 된다. 재산세 부

과 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

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 지급

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현금카드(통

장) 또는 국내 신용카드 등 모두 가능하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7시~22

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세무과 3677-2186~9

식중독 예방으로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여름철에는 각종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활

동이 활발해진다. 특히 음료, 물 등을 통해 전염되는

각종 수인성전염병에 노출되기 쉽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장티푸스로 보균자의 대소

변으로부터 나온 균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먹을 때

주로 발생한다. 아주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이 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 특히 신

경 써야 한다. 또한 가열되지 않은 음료수나 식품의

섭취로 인한 식중독도 무시할 수 없다. 

식중독의 주된 원인균으로는 포도상구균, 비브리

오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세균에서 분비되는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기 때

문에 음식물 관리나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중독 예방법은  ▲식품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

확인하기 ▲냉장·냉동식품은 장보기 마지막에 구

입하기 ▲식품 운반 시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닿는

곳 피하기 ▲음식 조리 시 속까지 완전히 익히기 ▲

식품을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기 등이다.

알아두면 편해요

별양동 주민센터 소식

별양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상해)와 주민센터(동장 민경종)가

과천 중앙공원의 나무들에 과천시

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을 사

연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이야기, 재미, 감동이

있는 도시’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

민들이 더 잘 교류하고 어우러지기

를 바라는 취지로 작년 4월과 12월,

이야기나무(The story tree) 1·2

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

어 3차로 추가 실시하는 것이다.

이야기 주제는 행복한 일상, 온 가

족을 배꼽 잡게 한 사연,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말, 나를 일으켜

세운 격려, 내게 가장 소중한 추억

등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다. 

분량은 단문 30자 내외, 장문 200

자 이내로 써서 이름(또는 별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문자 및

카카오톡(010-9143-2603), 네이

버 별양동 블로그, 별양동 주민센터

방문 등의 방식을 통해 내달 10일까

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연은 무료로 이야기 잎

새로 제작하여 8월 말경 중앙공원

에 설치될 예정이다. 

별양동 주민자치위·주민센터 내달 10일까지 사연 접수

과천시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 도시 선정

내달부터 대상가구에 주거급여 증가 차액 지급

과천시보건소 소식

여름 방학 바른 자세 운동교실 수강생 모집

과천시보건소는 2013년 7월 29일(목)부터 8월 21일

(목)까지 주2회 4주간(총 8회) 초등학생 3∼6학년을 대

상으로 올바른 자세와 척추건강을 위한 ‘여름방학특강

바른 자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실은 선착순으로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매

주 화·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30분까지 보건소

내 3층 보건교육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바른 자세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과 바른 자세 잡기 균형발달 스트레칭 및 허리강화 운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기간은 오

는 7월 9일(수)부터 23일(수)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보

건소 홈페이지(팝업존)에서 접수 가능하다. 

문의 : 보건소 2150-3859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해 주세요”

과천시보건소가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연무소독을 실시한다.

연무소독은 희석제를 물에 풀어 사용하기 때문에 눈

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약효는 20m이상 퍼짐으로써 연

기로 인한 교통방해가 없는 소독 방법이다. 

또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별로 없으며,

화재나 환경오염 방지 등 유류절감의 경제적인 효과가

뛰어나다. 

동별 연무소독 일정은 ▲월요일 : 과천동(과천대로

왼쪽지역) ▲화요일 : 별양동과 갈현동 ▲수요일 : 과천

동(과천대로 오른쪽 지역) ▲목요일 : 문원동(오전), 중

앙동(오후) ▲금요일 : 부림동과 주암동 순이다. 

아울러 보건소는 유충구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함

으로써 정화조, 하천, 하수구, 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

지에 대해 다른 생태계는 파괴하지 않고 모기유충만 살

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또는 차단시키는 데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모기유충(장구벌레) 서식지 신고는 과천시보건소 예

방의약팀(2140-3832, 010-9109-2553) 또는 홈페이

지(www.ghc.go.kr)로 신고하면 된다.

소아·노인 폐렴구균 예방백신 무료 접종

과천시보건소는 소아청소년(생후 2개월~18세)과 노

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백신을 무료

접종한다.

소아에게 접종되는 폐렴구균예방백신은 단백결합

10가, 13가로 생후 2, 4, 6개월마다 한 번씩 3회 접종한

후 12~15개월 사이에 한 번 더 접종하면 된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은 1회 접종하면 된다.

65세 이상 된 어르신은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을 1회 접종하면 된다. 단 65세 이전에 23가 다당질 백

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한 번 더 접종하면 된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로 가면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와 관내 민간위탁병원(연세소

와청소년과, 이내과, 연세박상학소아과, 과천예일의

원, 연세가정의학과, 이기헌내과, 탑내과 등 7개소)에

서 접종하면 된다.

소아 폐렴구균 접종은 1회당 12~15만원으로 4회 접

종 시 50~60만원이 소요돼 부담이 컸으나 올해 5월부

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져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

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 역시 60%의 사망률

을 나타나고 있고, 수막염 사망률은 무려 80%에 이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만 65세 이상 연령대 폐렴

구균 예방접종률은 15.4%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 215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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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장홍균)는 7.12(토) 과천시민회관 대

극장에서 반도네오니스트 진선, 첼리스

트 예슬, 피아니스트 민세정, 기타리스

트 오상훈으로 구성된 진선콰르텟 공연

을 갖는다. 

사각의 주름상자와 단추로 구성되어

있는 반도네온, 대중에게는 음악을 통해

알려졌지만, 흔히 볼 수 없는 생소한 악

기이다. 

어두운 음색과 강렬한 리듬으로 관능

적인 몸짓을 이끌어내는 탱고의 영혼 반

도네온. 

이번 공연에서는 반도네온을 주축으

로 구성된 콰르텟의 다양한 음악을 경험

할 수 있다. 

7월 12일 한·중·일 아시아 3개국으

로 확대하여, 각국 공연장들이 참여하고

음악을 통해 모든 관객이 교감하고 소통

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일시 : 7. 12(토) 19: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150석 한정)

•공연문의 : 509-7700

과천시립예술단 소식

과천시립교향악단(이하 과

천시향)이 내달 24일(토)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

서 ‘각양각색’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음

악회를 꾸밀 예정으로 큰 기

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김경희 지휘

자의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

으로 시작해 스케르쪼 카프리

오소와 비발디 등 두 개의 트

럼펫협주곡으로 마무리될 예

정이다. 

KBS교향악단 PD출신의 서태룡씨의 지

휘로 드보르작 신세계교향곡 4악장도 선보

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공연 도중 전문연주

자들이 아닌 촉망받는 차세대 작곡가와 아

마추어 성악가 등이 출연하는 ‘각양각색’

의 가족음악회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어

서 더 큰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 출연자는 과천출신으로 현재 미국

줄리아드음대에 재학 중인 최재혁(5단

지·20세)씨와 과천 갈현동에 살고 있는 성

악가 김은숙씨다.

최재혁씨가 직접 작

곡한 바이올린 협주

곡은 과천시립교향악

단의 악장으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재원의 협연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최씨는 과천 청계초

등학교를 나와 과천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으로 유학을 떠나 줄

리어드음대에 입학하

기 전인 2012~2013년 MTNA(Music Teac

hers National Association) 작곡 콩쿠르

시니어 부문 미국 전역에서 2위로 입상하

는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지니고 있다. 

또 한 명의 출연자는 뛰어난 노래실력으

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수차례 공연

한 바 있는 성악가 김은숙(갈현동 거주)씨로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과천시민들의 기대

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연 및 티켓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

무국(507-4009, 4003), 문지방(500-1200

www.ticket.gccs.or.kr)이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단 하루의 음악축제!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7 <진선콰르텟>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장홍균)는 7.25~7.26 양일간 과천시

민회관 대극장에서 가족발레<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를 갖는다. 

가족발레‘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루이스 캐롤’의 원작 소설 ‘이상한 나

라의 앨리스’를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

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상임안무가 제임

스 전의 참신한 해석과 잘 알려진 동화

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과

몸동작으로 어린이와 어른, 발레 입문자

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앨리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재현한 환상의 무대와 숨은 의미

들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현실과 비

현실을 오가며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앨

리스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무

대 위에 펼쳐져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또한 각종 미디어매체에 익숙한

어린이관객들을 위해 소설 속 토끼 굴

대신 TV속 이상한 나라로 빨려 들어가

는 설정으로 어린이관객이 몰입하고 공

감하도록 하였다. 

•공연일시 : 7. 25(금) 19:30~7. 26(토) 17:0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공연티켓 : 전석 15,000원(과천시민할인

전석 10,000원) 

•공연문의 : 509-7700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선정작!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과천시민회관 공연 소식

시민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

과천시립교향악단 제44회 기획연주회 각양각색
내달 24일, 작곡·지휘·협연 등 다양한 연주자들 한 무대에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마원휘)의 제33회 정기

연주회가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연기 후,  오는 7월 19일

(토)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과 챔

버오케스트라와의 합동공연

과 동묘와 뮤지컬, 종교음악

및 유럽의 음악등 다양한 장

르의 음악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게 된다.

마원휘지휘자의 총지휘로 현대무용안무

가 방현혜의 특별지도로 어린이합창단의

밝고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다.

특히 함께 무대에 오르는  청소년연주단

체인 드림챔버오케스트라와 특별 초청된

마술사의 공연과 함께 음악으로 친구가 하

나 되는 멋진 방법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996년 5월에 창단된 과천시립소

년소녀합창단은 국내를 대표하는 최고수

준의 음악적 기량으

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

운 화음과 맑고 순수

한 음악적 정서를 선

사하고 있다.

매년 정기 및 기획

연주회를 열고 있으

며 과천시를 대표하

는 국내외 유수 초청

연주를 통해 문화예

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연 및 티켓 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

무국 (507-4003,4009 http://www.artgc

city.net)이며 전석 2,000원이다(다자녀가

정, 경로, 장애인등은 50% 할인된 1000원

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매 시(문지

방 http://www.ticket.gccs.or.kr) 장 당

500원의 할인).

※ 초대권은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에서

배부 /8세 이상 입장 가능

‘친구되는 멋진 방법’ 내달 19일 오후 5시

시민회관 대극장

과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33회 정기연주회

‘극장에서 쓰는 희곡’ 수강생 모집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장홍균)는 내달 1일부터 8월 26일까

지 ‘극장에서 쓰는 희곡’ 수강생을 모집

한다. 8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민

화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청소

년읽기반(매주 토 10:30~12:00/12회

/50,000원) ▲성인읽기반(매주 수

19:00~21:00/15회/150,000원) ▲성인

쓰기심화반(매주 수 19:00~21:00/15회

/150,000원) 총 3개 반으로 운영된다.

현재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는 윤

조병(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정숙(극

단모시는사람들 대표) 강사와 함께 희곡

의 소재 개발부터 창작과 낭독회 및 희곡

집 제작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500-1213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노래를 통해 삶의 활기를 찾고 스트레

스를 날려버리고 싶으신 분은 과천시민

회관 노래교실을 노크해 보자!

과천CS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

장 장홍균)는 ‘노래교실’ 수강생을 모집

한다. 

노래 강사는 명지대 실용음악과 교수

이며, KBS 희망가요 심사위원 이화숙

과 열정과 정열의 아이콘 박준 2인이다. 

이화숙노래교실은 매주 화요일

(10:30~12:00), 박준노래교실은 매주

화요일(14:00~15:30)에 각각 진행된다.

수시 접수하며,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

이다.

문의 : 5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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