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중심으로 과천 상인들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을 걷

어 붙였다. 

민선 6기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시

대를 맞이해 가만히 앉아 무작정 과천시의

지원만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 교육 및 상품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이 ‘상인들의 자구노력’이라는 강한 믿음

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인 맞춤형 교육 108명 수료

그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상인 맞춤형 교

육이다. 정확한 상권진단과 함께 업종별 교

육 및 분임식 토의, 선진지 견학, 점포 컨설

팅 등 체계적인 상인교육을 통해 각 점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교육은 외식업과 의류잡화, 기타(통신기

기 판매업과 부동산 및 학원 등) 3개 그룹으

로 나눠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

레이스 호텔 6층 여성비전센터 교육장에

서 각 반별로 10회씩 총 30회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상인은 외식업반 55명,

의류잡화반 36명, 기타반 47명 등 총 138

명이다. 이중 70% 이상 출석한 108명이 수

료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18일 시청 대

강당에서 열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

화 컨퍼런스 수료식’에 사기막골 감나무집

전진자 대표를 포함해 80명의 수료자만 참

석해 수료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용인송담대 김강규 교수 자문관 위촉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정리한 영상물 시

청 및 소감문 발표, 위촉장·수료증·공로

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장은 과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관

역할을 하게 될 용인송담대학교 유통과 김

강규 교수에게 수여됐다.

벽산상가 ‘고장난기억’ 김경수 대표와

제일쇼핑 ‘CoCo’ 김명숙 대표, ‘제일텔

레콤’ 윤기만 대표 등 3인이 공로장을 받

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이 참석해  바쁜 와중에도 틈

을 내 5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인들에

게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점포 컨설팅 등 실질적인 교육 받아

상인들은 이번 교육에서 상인·상품·

상점·전략 등 상가 활성화 4개 요소 및 업

종별 교육, 분임식 토의, 점포 컨설팅 등 실

제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

을 받았다.

이중 한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놓는 브레인스토

밍(Brain storming) 기법을 통한 분임식

토의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방적인 강사

위주의 교육에서 자유롭고 온화한 분위기

에서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

면서 그중 좋은 힌트나 아이디어를 찾아내

는 방식이다.

외식업과 의류업 분야 30여 개 점포를 대

상으로 메뉴,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점포 컨설팅 교육도 상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등 선진지 견학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상권 활성화에 성

공한 선진지 시장 견학 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았다. 지난 6일 실시된 선진지 견학에는

총 75명의 상인이 참가해 속초관광수산시

장과 주문진수산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업종군집화 성공 사례 등을 직접 눈으로 확

인하고 돌아왔다. 

견학 참가자들은 종합시장과 수산시장,

어판장, 건어물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

들이 모여 있는 종합수산물 쇼핑단지인 주

문진수산시장을 둘러보고는 “굉장하다.…

상인 조직화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다

양한 소감을 쏟아냈다.

이처럼 선진지 견학은 과천 상인들에게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

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상인 간 결속

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90% 이상이 ‘만족 한다’ 답변

교육 결과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만족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인 교육 참여자

1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했다’고 응답

했다. 또 강사의 수준이나 상권 활성화 및

상품 다양화, 상인 조직 활성화 도움 정도

에 대해서도 90% 이상이 ‘만족 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진행을 맡은 ㈜한국유통

기술개발원 권영식 박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론교육은 물론 점포의 경쟁력 향상

을 위한 1:1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

종별 컨설팅 및 특화점포 개발을 통해 이미

지 제고는 물론 직접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현장 맞춤형 교육도 병행

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에이스침대 이춘희 사장

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은 너

무 오래돼서 아무 쓸모가 없을뿐더러 그동

안 제대로 된 교육 기회가 없었는데 큰 도

움이 되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느슨

해졌던 자구 노력에 대한 고삐를 다시 바짝

조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은

하반기에 단기간 형식으로 한 차례 더 실시

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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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상권 활성화, 상인들이 직접 나섰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컨퍼런스 수료생 100여 명이 지난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수료식을 마친 뒤 ‘과천 최고’를 외치며 엄지손가락을 높이 치켜들고 있다.

민선 6기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시대 본격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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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분야, 20년 이상 실무종사자 초빙

요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위한 교육은

정보 욕구력을 충족시키고 실제 점포 운영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

졌다.

강의 진행을 위해 20년 이상 요식업에 종

사한 실무종사자를 교수로 초빙한 점도 돋

보였다. 이중 한 사람이 동원대학교 호텔경

영과 김성옥 교수다. 김 교수는 요리관련 기

능장 국내 최다 보유자로 기네스북에 등재

되기도 했다. 현재는 채널 A 먹거리 X 파일

자문역으로 고정출연하고 있다.

교육은 집체식 이론 교육 후 요식업에 종

사하는 사장들과 함께 현장으로 나가 직접

컨설팅 지도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 방문 지도 컨설팅은 이론 교육을 담당

했던 교수가 맡았다. 이론 교육과 더불어 직

접 현장에 나가 음식점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해서다.

컨설팅을 받은 새서울프라자 무교동서린

낙지 정순선 사장은 “메뉴에서부터 인테리

어까지 평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구체적

으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소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들고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의류패션, “고객의 심장을 뛰게 만들라”

과천 중심상가 상점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 및 패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은 이론중심의 대학 교수들의 강

의가 아닌 동일 업계 종사하고 있는 현장 전

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이론식 교육

을 진행한 후 현장 전문가인 교수들로부터

매장 상품 진열과 분위기 개선에 관한 맞춤

형 컨설팅 작업을 병행한 점이 돋보였다. 가

장 먼저 현장전문가 김태철 교수가 나와 ‘유

통환경의 변화와 상점가의 혁신적 변화’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상인들에게 하루 매출액을 어

느 정도 예측하고 판매하고 있는 지, 인터넷

등에서 유사제품의 가격정보를 수시로 확인

하고 있는 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지 등 점포 진단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판매원 자신을 먼저 판

매하라’와 ‘진열보다 연출을 우선하라’는

판매 10계명에 실제 사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도 상인들의 귀를 쫑긋

하게 만들었다. 

대덕대학교 이경형 교수의 ‘변화와 혁신’

에 대한 강의와 정회연 교수의 ‘매출이 증가

하는 색은 따로 있다’라는 강의도 상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서울프라자에서 숙녀복을 판매하고 있

다는 한 수강생은 “강의가 재미있으면서도

핵심 위주로 이뤄져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최연수 교수의 강의 내용 중 ‘내가 파는 상

품,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기타업종, 점포 분위기 쇄신에 중점

기타반은 통신기기 판매, 문구류, 학원, 미

술품 등을 취급하는 상인들로 구성됐다. 따

라서 어느 한 품목에 맞춰 커리큘럼을 편성

하기 보다는 침체된 상가 및 점포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이 진행됐다.

쇄신을 위한 상품 진열과 상품다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교육

의 핵심이다. 이질업종으로 구성된 기타반

에서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별점포의 상인

활동 참여방식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

졌고, 고객유입을 위한 핵점포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벌던 시대는 지났다 …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요즘 과천에 ‘상인도 공부를 해야 살아 남는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인교육 덕분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상인교육’은 외면받

기 일쑤였다. 상인들이 그저 그런 뻔한 내용의 집체교육을 연상하고 대부분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또 효과도 없는 교육을 하는 구나’ 하면서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이번 ‘상인교육’은 달랐다. ‘컨퍼런스(협의)’라는 의미에 맞게 요식업, 의류 및 패션,

기타 등 3개 분야로 나눠 상인들의 관심도를 높인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또 업종별

전문교육과 상인들의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토론식 강의로 진행된 점도

독특했다. 교육 후 직접 점포를 찾아가 컨설팅을 해주는 등 이론과 실질적 점포 운영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신선했다. 교육을 받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든 것.

이로 인해 앞으로 과천시는 상인조직의 역량강화와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 상인사회

에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과천 관내 상

인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 ㈜한국유통기술개발원 권영식 박

사의 도움으로 교육 내용과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이 이론과 토론식 강의 및 선진지 견학, 현장방문 지도 컨설팅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과천 관내 상인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인교육 참가자들이 이론 교육을 받은 후 담당교수로부터 현장 방문 지도 컨설팅을 받고 있다.

‘상인교육’ 열기 후끈

강의 듣고 토의하고… 우수 시장 견학하고…

콕콕 짚어주는 강의 쏙쏙
매출 증대 자신감 심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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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현대상가에서 통신기기를 판매하

고 있는 장민수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침

체된 과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보

았고, 상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고 거듭 강조했다. 

강의 횟수 늘어날수록 참석자 수도 증가

수강생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4주 내내 강

의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강의가 끝난 뒤

에는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한국유통기술개발원 권영식 박사는 “수

년간 상인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번

과천시 상인 교육 컨퍼런스처럼 열기가 뜨거

운 곳은 근래 처음이다”며 “더욱 놀라운 사

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선 교육회차가 거듭될

수록 참석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 과

천은 반대로 참석자 수가 점점 늘어난 점”이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이 예전과는 다르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변화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는 반증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그

는 “이번 교육이 기존 상인교육과 크게 차별

화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인들 모두 ‘과

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두 팔 걷어붙

이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최

고조에 달한 것 같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

한 이번 교육이 과천 상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계속

해서 공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는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구심점 만들기 위한 ‘상인회 조직’ 필요

침체된 과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

안으로 상인들 간 구심체 역할을 할 ‘과천시

상인연합회’ 등 상인조직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침체된 상가의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과천시 일반 상업지구 내 450

여개의 상점들 가운데 상인회가 조직된 곳은

별양동 새서울프라자가 유일하다. 제일쇼핑

은 빌딩 및 상가 관리전문업체인 동은유통

(주)가 상인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나머

지 상가들은 관리사무소가 상인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관내 상업 지구 전체

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상인회를 조직 운영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말부터 ‘주말문화장터’ 개장 

과천시 상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의

다양성 문제와 일반시민들의 무관심이다. 

또한 일반상업지역내 상가에 의류 및 패션

그리고 음식점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

반 시민들에게 의류 및 패션, 기타 품목도 중

요하지만 더 중요한 품목이 우리 생활에 없

어서는 안 될 1차 생필품이란 사실을 간과하

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과천상권내의 1차 식품(농산, 축산,

수산)의 비중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는 주

변지역 11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과천시민들의 중심상가 이용 기피 현상을 더

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말부터 매월 격주제

로 중심상가 지역 내 주말 문화장터가 운영

될 예정이다. 주말 문화장터 운영을 통해 과

천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1차 상품 등 풍

부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니 벌써부

터 기대가 크다.

한편, 과천시는 상인의식 개혁을 위해 오

는 8월부터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

자 지원 조건에 ‘상권 활성화 교육 이수 의무

화’ 조항을 새로 추가시키기로 했다. 

상인도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교육에 참가한 새서울쇼핑의 한 의류매장 주인이 지도교수로부터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

우선 과천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물

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과천시와 한국유통기술개발원에 깊

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지금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과천청사이전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

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과거의 영

화에 사로잡혀 이 변화의 흐름을 놓

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 빠른 변화의 흐

름에서 낙오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은 모든 것

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장

사패턴을 고집하면 미래는 암울할 뿐

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특히 상가 활성화를 위한 점포 개선

과 매장 디스플레이와, 마케팅 등 많

은 것을 배웠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

고 가만히 앉아

서 ‘과천은 인구

가 적다’는 둥

‘다들 쇼핑하러

서울이나 안양으

로 나간다’는 둥

하면서 소비자들만 탓해선 안 된다. 

과천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안양이

나 서울시민들을 과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상품을 특화시키고 차별화

된 서비스를 펼친다면 자연 매출도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번

교육에서 얻은 성과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은 생각을 바

꾸게 한다’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참

으로 유익한 교육이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

진다’고 한다. 우리 모두 지역경제와

과천 상권을 회복하는데 다 같이 힘

을 모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 정금주/새서울프라자 ‘정금주한복’ 대표

상인교육 참가 소감문

지금 과천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 이유는 청사 이전 및 단지별

재건축에 따른 인구 감소, 상가건물

의 노후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다 거대 유통점

이 과천에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악재의 연속이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에서 기존 상권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나를 비롯한 많은 상인

들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컨

퍼런스’ 교육현장으로 이끌었다. 

비록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

만 이번 교육을 통해 전통시장의 문

제점, 상인조직의 필요성, 상품의 디

스플레이 기법, 친절서비스 강화, 고

객 관리 등 살아 숨 쉬는 많은 정보를

습득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

각한다.

하지만 제아무리 유능한 교수님들

이 열성적으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

도 우리 상인들의 의식 변화와 하고

자 하는 의욕 내지는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

미가 없다고 생

각한다. 

다시 말해 지

금 배운 교육 내용을 자신의 업종에

적절히 반영하고 고객 중심의 매장

운영과 꾸준한 자기 개선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특화된 상품개발과 질 높은 서

비스 개선을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

하고 정확한 정보습득은 물론 매장

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매출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

지리라 생각한다.

‘지구상에 살아남는 것은 강한 것

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라

고 말한 찰스 다윈의 말이 생각난다.

생각을 바꾸고, 경영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지역 상권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 모

두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고 본다.

정보가 살아 숨 쉬는 감동의 ‘상인교육’

▶ 이춘희/새서울프라자 ‘에이스침대’ 대표

점포 컨설팅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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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협박 범죄(검찰)처벌 기준 강화

•적용 시기 : 7. 1(화) 시술분부터 

•적용 대상 : 만 75세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2014년(75세이상)→2015년(70세이상)→2016년(65세 이상) 적용

※ 현재 시행중인 75세 이상 노인틀니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동

일하게 하향 조정

•급여 적용 원칙 및 개수 : 1인당 평생 2개만 적용 됨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본인 부담률 : 1종 수급권자  20%, 2종 수급권자 30% 

•부분틀니 중복급여 :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 적용

•신청 :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 치과 발행’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달라지는 의료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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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 방학특강 ‘향교리빙’ 선비 모집 

과천향교(전교 이희복)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전통문

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보급을 위해 1박 2일 향교 체

험교육을 실시한다.

•일　　정 : 8. 11(월)~8. 12(화)

•장 소 : 과천향교, 청주향교 및 청주 고인쇄(古印刷) 박물관           

•대 상 : 과천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 추천 3~6학년(각 학교당 4명)

•참 가 비 : 무료    

•신청기간 : 7. 28(월)~7. 31(목) 

•신청방법 :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 추천서 및 신청서를 E-mail(happ

y2944@naver.com)로 신청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8월 교육안

강의명 일시 내용 수업료 대상 강사

선생님 식생활교육 함께해요
8. 2(토)

10:00~12:00
자연을 닮은 요리
- 우엉잡채, 들깨순두부탕, 요술양념 만들기

-
학교선생님

12명

김인숙
(친환경요리전문가, 종로
에코밥상 메인요리사)

찾았다! 우리마을 요리짱!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요리

8. 11(월), 18(월)
10:00~12:00

쉽게 배우는 우리밀 베이킹
- 우리밀 식빵을 활용한 에그타르트, 통밀 미

숫가루 비스킷

10,000원
(선착순)

과천시민
12명

이상미

8. 20(수) 
10:00~12:00

카페요리 따라하기
- 로즈마리 웨지감자, 토마토 바질 샐러드

김현주

궁중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계절밥상

8. 19(화) 
10:00~12:00

더위를 가시게 하는 향토음식
- 초계탕, 상추쌈차림

이정숙
(궁중요리전문가)

직장인을 위한 식생활수업
8. 1(금) 

19:00~21:00
자연을 닮은 요리
- 우엉잡채, 들깨순두부탕, 요술양념 만들기

김인숙
(친환경요리전문가, 종로
에코밥상 메인요리사)

청소년 방학특강
8. 5(화), 2(화)
10:00~12:00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수업
- 캐릭터주먹밥, 볶음밥퀘사디아

-
중학생 20명

(두 번 강의 모두
참석 가능한 친구)

식생활강사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

대상자
등록신청

보장기관
(과천시청)

대상자
등록확인

치과
병·의원

시술
동의

환자

시술

치과
병·의원

시술결
과 등록

치과
병·의원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

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

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

•장　소 : 시민회관 소극장

자료제공 : 교육청소년과 3677-2933

과천아카데미 8월 강연 안내

구분 강연일정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221강
(제12회)

8. 20(수)
10:00~12:00

아주 특별한
행복

목사
교
양

장 경 동

과천숲길에서 행복 찾기 참가자 모집

숲 해설과 함께하는 ‘숲길탐방’ 과천의 숲길에서 힐링을 느

껴보세요~~

•일　　정 : 8. 27(수) 10:00 

•집결장소 : 용마골입구

•숲길탐방 : 과천숲길5코스 용마골탐방로(용마골입구~용마샘~과

천배밭입구) (약 2시간)

•모집기간 : 7. 25(금)~8. 22(금)

•대　　상 : 과천거주 시민 선착순 25명(보험가입)

•준 비 물 : 물, 간편한 복장

•신　　청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503-8228)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주　　관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복지여성분과

※숲길탐방 일정 9. 16(화), 10. 22(수) 숲길탐방 상세일정은 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장　소 :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교육관 3층(구 문원동사무소)

•신　청 : 010-3834-1087(문자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 방학특강’은 과천시자원봉사센터(http://www.gcvc.org)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재료 수급이 여의치 많을 경우 요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요리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합니다.

죄명
폭행·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원인 제공

피해자·가해자
비슷한 원인 제공

피해자 잘못
없는 경우

폭
행

경미한 폭행
(멱살 잡고 흔드는
경우, 가슴과 몸을
밀친 경우)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폭행
(손으로 뺨 또는 주
먹으로 얼굴 1~2
회 때림)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
(뺨·얼굴을 주먹으
로 수차례 강타, 넘
어뜨려 발로 밟고
차는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상
해

기본 원칙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전치 2주 초과 경우
초과 주당

30만원씩 가산
초과 주당

50만원씩 가산
초과 주당

100만원씩 가산

죄명 구분
범행동기에

참작 사유 있을 때
참작 사유 없을 때

협
박

경미한 협박
(협박 내용 경미하거
나 실행 가능성 낮음)

50만원 미만, 기소유예 50만원 이상

보통 정도 협박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중한 협박
(협박 내용이 중하고
실행 가능성 높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가족(15팀) 일반(15팀) 기업(15팀)

팀 구성
원칙

1~3세대 가족
구성원

자원봉사단체, 관변단
체, 지인 등으로 구성

과천 지역내 위치한
기업 임직원

팀 구성
인원

3인 이상~5인 이내 4인 이상~5인 이내 4인 이상~5인 이내

소요 시간
및 과정

송편 빚기 30분, 송편찌기 30분, 작품 데코레이션 20분,
심사 10분

심사기준

- 맛, 모양, 팀 구성원의 화합정도 심사

- 팀당 25~30개의 송편으로 작품 출시함(갯수 충족의 원칙) 

- 모양 : 창의적이고 예쁜 송편, 데코레이션의 점수 좌우

- 맛 : 재료는 동일, 속의 양에 따라 맛 좌우

시 상
금상 : 상장과 50만원 상당의 부상(1팀씩)

은상 : 상장과 20만원 상당의 부상(1팀씩)

동상 :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부상(1팀씩)

대회 
주의사항

- 정해진 시간준수

- 참가 신청 시 팀명 제출

- 출품작에 대한 작품명과 작품에 대한 설명 기재 후 출시

나 눔 ※ 만든 송편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사랑의 송편빚기 경연대회’ 부문별 참가 안내

“사랑의 송편빚기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에서 ‘사랑의 송편빚기 경연대회’

참가시민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3일(수)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시까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야외공연장

에서 열린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축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감 및 고독감을 해소하

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나눔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취지이다. 

과천 지역주민 및 기업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날 만든 송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량 기부된다.

모집 인원은 3개 부문 각 15개팀으로, 참가비는 1인당 5천

원(3인 가족 15,000원)이다.  송편을 맛있게, 예쁘게 만든 3팀

에게는 금상(상장과 50만원상당 부상)과 은상(20만원 상당 부

상), 동상(상장과 10만원 상당 부상)이 수여된다.

문의 : 종합사회복지관 507-6319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실시 (2014. 7. 1 시행) 

•급여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 부담률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1종), 30%(2종)

•신청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치과 발행’ 제출 동 주

민센터에 제출  

•중복수혜 확인 : 틀니수혜 7년이내 전산등록 자동차단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절차 및 방법(의료급여 수급권자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부분 · 완전 틀니 급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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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정보마당 52014년 7월 25일(금)

•신청방법 : 전화접수 (502~1318) 후 온라인 입금(농협: 317-0004-

1821-91 / 예금주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강의를 취소할 경우 개강일 3일전에 취소하여야

하며 수업이 시작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모든 강의에 대한 수강료는 현금과 카드결재가 안되므로 통장으로

계좌입금 하셔야 합니다.

※ 강의 일정과 강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소인원은 10명으로, 10명 미만시 폐강이 될 수 있습니다. (폐강시

참가자 전액 환불)

•신청기간 : 8. 4~8. 25(선착순 전화 접수)

문의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502~1318 / http://www.gc1318.or.kr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안내

시간제 보육시설 안내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하반기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하반기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모집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프로그램’ 운영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과천시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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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관악산길 58 (온온사, 과천초등학교 옆)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정원 접수기간 참가비

가족

문화

가족사랑의 날
가족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
는 문화 체험프로그램 

매월 3번째 주 수요일
유치부(홀수), 초등학생
(짝수) 자녀를 둔 가족

15가족
매월 1일~두번
째 주 수요일

가족당 
5.000원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가족사랑 인식고취를 위한 그림
그리기 및 문화체험

9. 13(토) 
10:00~12:00

유·초등부 자녀를 둔 가족 30가족 ~8/29(금) 무료

다문화 표어 그리기
대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표어
그림그리기

9. 13(토) 12:00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
학생이면 누구나

- ~8/22(금) 무료

부모자녀 힐링캠프 부모와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7. 26, 8. 2(토) 
10:00~16:00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5가족/30명 ~7/23(수)
가족당 

20,000원

1/3세대 소통문화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문화 소통
체험

8. 21~9. 11(목) 
15:00~17:00

조부모 및 손자녀 6가정/12명 ~8/14(목)
가족당

20,000원

갱년기부부프로그램 갱년기 극복과 관계개선프로그램
9. 23~10. 14(화) 
19:30~10:00 
10/17~18 캠프

50~60대 부부 15가족/30명 ~9/16(화)
부부당

30.000원

가족

교육

건강가정특강 행복한 가정 만들기
8. 21(목) 
19:00~21:00

과천시민 50명 ~8/16(토) 무료

건강가정특강 자녀리더십 힐링 특강 
9. 18(목) 
19:00~21:00 

과천시민 50명 ~9/13(토) 무료

예비/신혼부부교육
결혼과가정 교육, 부부이해 교
육 등

9. 6(토) 
10:00~16:00   

결혼예정이거나 결혼
1~3년 이내 부부

20명 ~9/13(토) 2만원

가족

상담

행복가정경영 
STORY

- 행복가정 그 의미를 찾아서
- 나에게 맞는 행복가정 원포

인트 솔루션

9. 4, 10. 16 (목) 
19:00~21:00

성인 혹은 부부 15명 ~9월 없음

상담 개인, 가족, 부부 상담 연중 청소년~성인 - 수시접수 개인
25,000원

가족
35,000원놀이치료 놀이치료, 부모상담 연중 유아~아동 - 수시접수

심리검사
성격, 인성, 지능, 학습, 진로 등
심리검사

연중 유아~성인 - 수시접수
5,000원
10,000원

가족

돌봄

육아나눔터 나눔터 내 장난감, 도서 이용 연중 영유아, 초등생 가족 - 수시접수 무료

아버지-자녀가 함께
하는 토요돌봄

신체할동, 공예활동, 요리활동 등
9월~12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00~13:00

초등자녀와 아버지 20명 ~8/30(토) 2만원

구분 이용 시간 인원 문의

부림 엄마랑아이랑
(시간제보육)

월~금
9:00~18:00

시간당 
최대 9인

가족여성플라자
3층(6959-2646)

문원 엄마랑아이랑
(시간제보육)

월~금
9:00~18:00

시간당 
최대 6인

과천문화원 1층
(6959-2645)

주제 일시 대상 장소 수강료 내용 강사

사티어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9. 15(월)~11. 3(월) 
매주 월요일(총 8회기) 
10:00~13:00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20명

청소년
수련관
4층

토의실

40,000원
(교재비
별도)

- 사티어 이론에 입각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 15만원상당의 강좌이며, 과천시청에서 교육비

가 지원되어 4만원에 수강되어지는 것임.

김상임(한국사티어변형
체계치료학회 수퍼바이
져, 독일함부르크 교육
학박사)

청소년의 심리이해를
통한 부모교육

9. 16(화)~11. 4(화) 
매주 화요일(총 8회기) 
10:00~13:00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심리이해
-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과 양육방법

김충희(부부 및 가족상
담 전문가)

•모집일정 : 7. 21(월)~8. 29(금) 18:00까지   

- 참조 : 평생학습 통합시스템(www.gcedu.go.kr), 과천시여성비전센

터 홈페이지(www.gcwom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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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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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강좌 교재비, 재료비, 자격시험 응시료 등 별도입니다.

※교육요일은 기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방법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www.gcedu.go.kr)

문의 : 과천시여성비전센터 3679-2007~9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운영하고 강좌 수료 후 지역강사로 활동하는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합니다.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오니 2014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많은 여성들

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과천시여성비전센터 하반기 취업전문 강좌 수강생 모집

강좌명 모집인원 모집연령 운영기간 교육요일 교육시간 수강료(원) 장소

EM강사양성과정

20명

1955년~
1994년생

9월~11월

화(주1회/총12회) 10:00~13:00 60,000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창의활동수학 화, 목(주2회/총20회) 10:00~13:00 90,000 가족여성플라자 햇살마루

오감놀이지도사자격증 과정 수(주1회/총12회) 09:30~12:30 60,000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푸드표현상담사3급자격증 과정 목(주1회/총12회) 09:30~12:30 60,000 가족여성플라자 누리마루

인문학콘서트(고궁탐방)

15명

미정(격주1회/총6회) 09:00~13:00 60,000 야외

인문학콘서트(생태탐방) 미정(격주1회/총6회) 09:00~13:00 60,000 야외

영양김치담그기 2기 월(주1회/총12회) 09:30~13:30 60,000 가족여성플라자 요리마루

제빵자격증과정 2기 화(주1회/총12회) 09:30~13:30 90,000 가족여성플라자 요리마루

※휴관일 : 토요일, 법정공휴일,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구분 이용 시간 인원 문의

중앙 엄마랑아이랑
(시간제보육)

월~금
9:00~19:00 시간당 

최대 20인

과천시설관리공단
2층
6959-2647토

9:00~18:00

※과천시민회관의 문화공연에 따른 시간연장가능(단, 등록된 공연

에 한하며 반드시 1일전 사전예약 및 당일공연 티켓제시 필수) 

※휴관일 : 법정공휴일,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용대상 : 생후 12개월 이상~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15

개월 미만 : 최초 이용일 아기수첩 또는 주민등록등

본 지참)

•이용시간 : 1일 3시간

•이용요금 : 시간당 3,000원 

•요금할인

- 1순위(시간당 1,500원) : 법정수급자, 차상위계층, 세 자녀 이상 가

정의 영유아(셋째아만 적용), 장애부모(1,2급)가정의 영유아,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 2순위(시간당 2,000원) : 결혼이민자 가정의 영유아, 입양된 가

정의 영유아, 조손가족

※요금할인 대상은 과천시 거주자에 한함.

※관련 서류 제출 시 요금할인 적용(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한부

모가족증명서, 다자녀사랑카드(셋째아만 적용)

※이용시간 내 10분당 500원(분 단위의 시간은 절상한다)

※1일 최대 3시간만 할인 적용(3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

•이용요금 계산방법

- 1시간당 3,000원

- 3시간 내 이용했을 경우

예) 2시간 10분 이용시 = (1시간 × 3,000원) × 2시간 + 500원(10

분 초과금액) = 6,500원

-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예) 3시간 10분 이용시 = (1시간 × 3,000원) × 3시간 + 1,000원

(10분 초과금액) = 10,000원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educaregc.or.kr) 사전예약  

※‘엄마랑아이랑(시간제보육)’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원 초과 시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이용이 불

가합니다(정원 미달 시 수시접수 가능)

•‘엄마랑아이랑 일지 수첩’ 제공 : 엄마랑아기랑(시간제보육)에서

는 영유아의 흥미 및 연령을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영유아의 놀이 모습을 수첩에 간단한 메모와 함께

기록하여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란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간,

장소의 제약없이 온라인(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아동의 입

소대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함

•대상 어린이집 : 입소순위를 적용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입

소대기 신청가능(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서울소재 어린

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이용)

•이용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 care.go.kr)에 접속하여 입소 신청

2. 어린이집 방문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 신청

- 신청 어린이집 수 : 제약없이 복수선택 가능

- 입소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2

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 보다 우선

될 수 없음

•상담 및 문의 : 부모상담 1566-0292 / 어린이집상담 1566-0233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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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봉사를 실천하는 과천상록봉사단은 지

난 5월 공무원연금공단 주최 ‘퇴직공무원 자원봉

사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상록봉사단 부총무를 맡고 있는 장철희씨가

‘오늘 나누면 내일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공

모전에 참가해 단체부문 우수상에 입상하는 영예

를 안았다. 

‘과천상록봉사단’은 2003년 3월에 창설한 이

래 현재 8개 부처 은퇴공무원 23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직생활을 한 지식과 경험

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윤번제로

365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상록봉사단, 은퇴공무원 봉사 우수사례 공모 입상

왕송교회(담임 목사 길요나)가 지난 5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만원 상당의 신라면 60

박스를 갈현동 주민센터에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갈현동 주민센터는 왕송교회에서 기탁한 물품

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등 저

소득 60가구에 전달했다. 

길요나 목사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물품을 기탁하게 됐다”며 “힘

이 닿은 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

리고 싶다”고 말했다.

왕송교회, 갈현동 주민센터에 신라면 60박스 기탁

어르신들 감동시킨 천원의 배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 가보니

지난 11일 과천시노인복지관 구내식당.

160여 석의 식당에 남녀 어르신들이 환한 표

정으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날은 2

천원이던 점심값이 7월부터 1천원으로 돌아

간 지 11일째 되는 날이다. 

배식은 매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한

다. 배식이 시작된 지 한 시간이 넘었음에도

식당은 빈자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북

적거렸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평소보다 오늘

(?)은 한산한 편이라고 한다. 복지관 유화근

과장에게 이유를 물으니 “오늘 분명 무슨 행

사가 있는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말

이 딱 맞았다. 알고 보니, 같은 시각 과천동 마

당놀이 한식집 김귀환(68) 대표가 과천 관내

경로당 회장단 40여명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있었다.

이날 노인복지관 점심 메뉴는 보리밥에 상

추 겉절이와 돼지고기 고추장볶음, 김치, 청

포묵야채무침 등이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

색이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 을 두루 갖춘 식

단이었다. 

혼자 살기에 거의 매일 이곳에서 식사를 한

다는 허병욱(89세·9단지) 할아버지는 “점심

값이 내려서 요즘은 맘 편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동에 사신다는 김순옥(75세) 할머니는

“돈 버는 사람들에겐 1,000원이 우습겠지만

동전 한 푼이 아쉬운 우리에겐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감동이라도 한듯 눈물까지 글썽거

렸다.

점심값을 낮추면서 식당 이용객이 평소보

다 약 100명 가까이 늘었다. 연일 푹푹 찌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무료

급식 인원(290명) 포함 평일 기준 620명에 이

른다. 

유화근 과장은 “점심값을 내리던 첫날에는

식수인원이 700명 가까이 되었고 복날 반계

탕을 할 때는 1,000여명 가까이 된다”며 “정

해진 양 외에는 일절 배식하지 않는 다른 복지

관과 달리 밥이나 반찬을 얼마든지 더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개관한 노인복지관 구

내식당은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부부가 둘 다 이

용할 수 있다. 

점심값 낮추자 1일 100여 명 가까이 증가

음식의 질도 예전 그대로… 어르신 ‘호응’

과천경찰서 ‘체감안전도’ 평가 1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전화설문 조사 결과

과천경찰서가 ‘2014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1위를 차

지했다. 과천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찰청에서 경기

도 내 4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안전도 평가에서 최우

수 경찰서로 꼽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2월 11일부터 3

월 17일까지,4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각각 2차례에 걸쳐 전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내용은 범죄 안전, 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 경찰의 노

력수준, 학교폭력·성폭력 안전수준, 우범지역 범죄예방 활동 수

준 등이다. 이에 대해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위해 집

집마다 순찰을 돌면서 대문 손잡이에 걸 수 있는 고리형 이심전심

순찰카드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

적으로 발굴해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시간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비롯해 위기상황에 대

처할 수 있는 청소년 호신술 교실, 위기청소년 드림프로젝트, 독거

장애여성 돌봄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클린-과천 위한 ‘도로입양’ 봉사를 아시나요?

‘과천가족봉사단 총 4개 기수 25가족 참여

지난 6개월간 도로 위 쓰레기 300kg 수거

과천시 ‘클린-과천’구현의 일환으로 과천시와 기관 및 시민사

회단체가 ‘도로입양’ 봉사를 실시해 주목되고 있다.

도로정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도로입양

봉사활동에는 총 4개 기수(6기 한마음 가족, 8기 꿈나눔 가족, 10

기 맑은누리 가족, 12기 우아한 가족) 25가족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로 2년째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처 닫지 못하는 상습폐기물 투기지역의 도로를 입양하

여 구석구석을 관리하고 정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

선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 위험하고 힘

들 법도 한데 도로입양 봉사에 참가한 한 중학생의 아버지는 “도로

입양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됐고 대화 시간이 많아져서 보람을 느낀다”며 흐뭇해했다.

한 초등학교 여학생은 “전에는 별생각 없이 길거리에 과자봉지

를 버리곤 했는데, 직접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고부터는 함부로 버

리지 못하게 됐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반해 어떤 봉사자들은 한 번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15~2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3~4주가 지나면 여

전히 같은자리에 생활쓰레기부터 각종 폐기물들이 널려 있는 것

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4개 기수의 가족봉사단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회

(116명 활동)에 걸친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300kg이 넘는 폐기물

을 직접 수거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상습투기지역에 안내 표지

판 설치, 캠페인 활동 등 과천의 환경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할 계획이다.

과천시자원봉사센터의 한 관계자는 “가족봉사단의 작은 날개

짓이 과천시민들에게 큰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져 깨끗하고 아름

다운 과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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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여성

들의 모임인 AWCKOREA(회장

Elaine Seymour)이 푸르메재단에

서 운영하는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곽재복)에 노령장애인의 소득

증진 및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시범

사업진행을 위해 2천여만원을 기부

했다.

AWCKOREA는 주한미국여성들

의 모임으로 1965년에 창설되어

120명의 회원이 문화, 사회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자원

봉사 및 기부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용산미

군기지 내에 중고샵을 운영하며 이

곳에서 발생되는 수익금과 회원들

의 기부금을 모아 매년 사회복지기

금을 조성하여 한국의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후원도 단순히 기금만 전달

하는 것이 아닌 노령장애인들의 소

득창출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기

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이

번 시범사업은 60세 이상의 청각, 지

체장애인 20명이 참가하여 신체적

제한이나 계절, 장소에 관계없이 자

동화된 LED 수경재배기법을 활용

하여 무공해 채소를 재배하고, 버려

지는 커피찌꺼기를 모아 퇴비로 재

활용하는 친환경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복지관은 지난 5월 28

일 장애인, 후원자, 과천시, 푸르메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범운영 중인 AWCKOREA 정원(공

동작업장사업) 오픈식을 열고 향후

과천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

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장애인들은 “고령의 나이에

새로운 방법으로 식물도 키워보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라는 인사를 전

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

최현주 팀장은 “이번 사업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60세 이상 노령 장애인

이 전체 장애인의 49.7%에 달하는

시점에서 노령과 장애라는 복합적

인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소득창출

프로젝트”라며 “노령 장애인의 생

산적 사회참여는 물론 첨단 IT기술

이 결합된 새로운 농업모델을 제시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

했다.

한편, 이곳에서 재배하고 하고 있

는 친환경 쌈채소류는 현재 복지관

휴게공간 및 지역사회 카페에서 판

매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장애

인 재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과천사랑 종합 72014년 7월 25일(금)

장애인복지관에 ‘노령 장애인 공동작업장’ 오픈
주한미국인 여성 모임 AWCKOREA 지원으로 5월~12월까지 운영

민속 5일 장터와 문화유적 답사

“전국의 이름 있는 민속 5일 장터 및 그 지역문화유적

을 답사하여 지역문화를 배우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

씬 풍기는 재래장터의 아기자기한 맛을 느껴보세요!!”

과천문화원(원장 이영구)이 과천 관내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2014년도 제12회 민속5일장터와 문화유적답

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는 1·2차로 나눠 오는 9월 30일(화)과 10

월 31일(금) 충남 부여장터와 부소산, 백제문화단지를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20,000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내달 24일(일) 오전 10시-11시

까지 과천문화원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추첨은 과천문화원 지하1층 관악홀에서 오전 11시

실시된다. 추첨 인원은 1차 75명, 2차 75명을 모두 합해

150명이다. 

11시 이후 도착자는 추첨이 불가하다. 단 참가 인원

미달 시 8월 25일(월) 09:00부터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문화원 사무국(504-

6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린이 향토사 방학교실

과천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어린이 향토사 방학교실’을 운영한다. 향토사 방학

교실에서는 전래놀이와 만화 그리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더불어 과천의 역사와 문화

를 자연스럽게 배워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향심

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학교실은 ‘문화로 놀자’와 ‘과천스토리 만화

책 만들기’ 등 2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문화로 놀자’는 초등학교 1~3학년 20명을 대상으

로 오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3회(월·수·금) 총

10회 오전 10시~12시 수업한다. 교육 내용은 정서발달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 등이다.

과천의 민담 등을 직접 만화로 그려 과천의 역사와 문

화를 배우고 만화책으로 제작하는 ‘과천스토리 만화책

만들기’는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 2회(목·금) 총 8회 오후 1

시~3시30분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재료비 20,000원 별도)이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과천문화원 향토사 담당자(504-6513)에

게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과천시보건소는 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과천시보건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과천지역의 보건문제를 파악하

여 통계를 산출하고 주민건강지표를 근거로 통합평가

표를 생산하여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표본 추출한 만19세 이상 과천시민 900

명다. 조사 내용은 질병 경험률, 건강 행태 등 230개 문

항이다.

장애인복지관에 노령 장애인 공동작업장 오픈

맛있는 음식, 즐거운 식사 

음식점의 깨끗한 주방에서 시작!

♣ 개방된 음식점 주방, 투명해서 좋아요!

♣ 청결한 음식점 주방, 깨끗해서 좋아요!

♣ 남은 음식 재포장, 서비스가 좋아요!   

⦁ 주방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주방 설치하기

⦁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기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기 

⦁ 위생모·위생복 착용,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손님에게 남은음식 포장하여 제공하기

열린 청결주방 사진
＆아이디어 공모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열린 청결주방

사진＆아이디어 공모전’이 이달 말일까지

실시된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아이디어 2

개 분야이다. 

사진 공모전은 음식점 주방의 위생과 안

전성을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열린

주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작

품이 해당된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음식점

주방문화를 개선한 사례로서 동종업계에

모범이 되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아이디어

야 한다. 

전국외식업 영업자 및 일반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무료(1인 2

작품까지 가능)이다.

공모 작품은 소비자 TV 홈페이지(www.

ctvkorea.com)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TV 사진공모전 담당

자(070-4012-3671), 아디어공모전 담당

자(02-1644-7936)에게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3677-2234

60세 이상 청각·지체 장애인 20명 참가

LED수경재배 기법으로 친환경 채소 재배 

복지관 휴게 공간 및 카페 등에서 판매 중

T I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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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이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였다. 참가하
고자 하는 청소년과 가족들은 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 열린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세
부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정 참가비 대상 및 인원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 축제

8. 24(일) 무료~3,000원 모든 청소년 및 가족

자매도시 장성 
자연(힐링)캠프

8. 30(토)~31(일)
1박2일 미정 초등4학년~중등2학년

클라이밍 정규강습

평일반
9.15(월)~10.8(수)

주말반 
9.13.(토)~11.8.(토)

청소년 30,000원
성　인 50,000원

청소년 초등4학년~만24세이하
성인  만24세초과~1954년1월

※상기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비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2014년 7월 25일(금) 과천사랑교육·청소년

토리아리아카데미 청소년 29명은 지난 5일
1박2일로 야영대회를 다녀왔다. 

2014년 제3회 성큼성큼 청소년 야영대회는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연합 야영프
로그램으로 경기도 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청
소년야영장이 주관하여 경기지역 8개 기관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소통 ‧ 리더쉽이 함께하는 청소년 야영대회’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야영프로그램은 체험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
공, 야영활동을 통한 개척정신과 자립심을 길
러주고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참가 청소년들은 이번 야영대회를 통해 모험
챌린지 활동뿐만 아니라 과정활동으로 양궁체
험과 응급처치활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마
련되어 자신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배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특히 조별마다 1일차 저녁과 2일차 아침을

직접 계획하고 협동하여 조리함으로써 자발성
과 책임감, 성취감을 길러주는 행복한 시간이
었다.      

이번 야영대회를 통하여 토리아리아카데미
학생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중심에 설
수 있는 리더쉽을 기르고 더불어 대한민국 모
든 청소년들의 푸른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었다.

문의 : 토리아리아카데미 2150-3980~1

자립심을 키우고 즐거움을 나누다!
토리아리아카데미, 성(成)큼 성(成)큼 청소년 야영캠프에 다녀와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과천 자매도시인 장성을 찾아 이틀 동안 역사와 자
연 그리고 산림치유까지 경험 할 수 있는 체험캠프를 진행한다. 

홍길동의 고장인 장성에서 실제 인물로 생존했던 홍길동의 역사적 사실
에 대해 학습하고, 우렁이 잡기와 밤하늘 별자리 탐구, 축령산 산림치유까
지 학습과 힐링을 동시에 느끼고 체험 할 수 있는 캠프에 참가해보자.

•캠프일정 : 8. 30(토)~31(일) / 1박2일

•장　　소 : 전남 장성일대

•대　　상 : 관내 청소년 40명(초4~중2)

•참 가 비 : 추후 공지

•신청기간 : 8. 1(금)~10(일)

•신청방법 :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신청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뜨거운 여름 더욱 뜨거운 청소년들의 축제가 시작된다. 청소년수련관에

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소년 축제를 개최한다. 다양한 체험

활동과 공연, 이벤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여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축제에 참가해보자.

•축제일정 : 8. 24(일) 10:00~17:00

•장　　소 : 청소년수련관

•대　　상 : 청소년이면 누구나 그리고 가족까지

•참 가 비 : 무료~ 3,000원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2150-3931~3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8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홍길동의 고향 자매도시 장성을 찾아서! 
홍길동이 실제 인물? 별자리·생태탐구와 산림치유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신나는 청소년 축제!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피아노의 숲

애니/100분
전체/자막

8월 5일(화)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연/리골레토

오페라/116분
전체/자막

8월 12일(화)

앨빈과 슈퍼밴드 2

애니/88분
전체/더빙

8월 19일(화)

트랜스포머2 ; 
패자의 역습

S.애F/149분
12세 이상관람/자막

8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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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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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there was a tree… 

and she loved a little boy. 

And every day the boy would come

and he would gather her leaves

and make them into crowns and play kings of the forest. 

He would climb up her trunk

and swing from her branches and eat apples. 

And they would play hide-and-go-seek. 

And when he was tired, he would sleep in her shade.

And the boy loved the tree…

very much. And the tree was happy. 

But time went by. 

And the boy grew older. 

And the tree was often alone.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나무는 한 작은 소년을 사랑했어.

매일 소년은 나무에게도 와서 

나뭇잎을 모아 

왕관을 만들어 숲속의 왕 놀이를 했어.

소년은 나무 둥치를 타고 올라

가지를 마구 흔들고 사과를 먹었지.

숨바꼭질 놀이도 했고.

지친 소년은 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들었어.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어

아주 많이.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어. 

세월이 흘렀지.

소년은 나이가 들었고,

나무는 자주 홀로 남아있어야 했지.

For every foreigner living in Korea,

the first step to settling into this techno-

logical advanced country should be a

smart step.  There’s no better way to

join the community than to get your

first smart phone in Korea.  In Korea,

for a foreigner, it is a great way to begin

to operate using the Korean language.

On any smart phone there are a multi-

tude of apps to choose from.  However,

in Korea, Korean apps have proved to

be the most useful.  It might be a little

daunting at first, but familiarize yourself

with someone basic Korean vocabulary

and you’re all set to go!

Aside from the obvious communica-

tion platform that is Kakao Talk, smart

phones are as equal as your wallet in

this country.  The ability to use public

transport by swiping your new smart

phone is a convenient way to travel.

You can pop into your local bank and

set up your phone to deal with all your

banking needs through your banks mo-

bile app.  Reserve and pay for your seats

at the cinema using your local cinema’s

app.  Navigate your car, bus, cycle or

walking route using any Korean map.

Better still most online shopping sites

will allow you to use your smart phone

to pay for items using your mobile’s

monthly budget (usually around

400,000\).  And of course, let’s not for-

get that every smart phone has its own

in built TV.  It is no wonder that almost

every adult has their head down using

their multi-purpose smart phones while

they travel the metro, relax at a coffee

shop or even take a break from conver-

sation with friends.   

It does seem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slowly catching up.  Although, net-

works abroad don’t fully recognize the

over-use of smart phones quite yet as

they still supply customers with ONLY

one battery per smart phone.  As a very

famous Korean phone manufacturer

puts it as their default screen saver,

smart phones can be a “life companion”

indeed.

OUTSIDER’S VIEW ON KOREA

ENGLISH BOOK BAG <11>

“I wish I could give you something… but I have
nothing left. I am just an old stump. I am sorry…”
“I don’t need very much now, just a quiet place to
sit and rest.” 

“난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데, 이제 가진 게 아무것
도 없어. 그저 늙은 그루터기일 뿐이라. 미안해…”
“난 필요한 게 별로 없어, 그저 잠시 앉아 조용히 쉴 수
있는 곳만 있다면.”

평생 모든 것을 내어 준 나무는 결국 그루터기로 남아
소년의 쉴 곳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합니
다. 이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쉘 실버스타인의 일생일대의 꿈
은 야구선수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멋진 야구선수가 되
면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인
데요. 그는 곧 자신이 야구에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오히려 그는 음악과 미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
술적 재능을 타고 났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고 다
양한 경험을 쌓아갑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던 시절 재외군인들을 위한 잡
지에 만화를 기고하면서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
다. 유명한 컨트리 가수 조니 캐시(Johny Cash)의 <A
Boy Named Sue>와 로레타 린(Loretta Lynn)의
<One’s on the Way> 등의 다양한 히트곡을 작곡하기
도 했으며, 영화음악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를 아동 그림책의 세계로 초대한 건 한 그림책
편집장의 노련한 안목 때문이었죠. 그림책 편집장이었
던 노스트람 여사는 다재다능한 셸 실버스타인 속에 깊
이 내재된 문학적 기지와 해학,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을
그림책에 쏟아 놓도록 유도했고, 셸 실버스타인은 두 작
픔 만에 단연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바로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그 두 번째 작품이었습
니다.

주요 작품 소개

<A Light in the Attic> 다락방의 불빛

“만약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42년이나 기한이 지났다면, 어떡하면 좋을까? 벌금을 물어야 할까? 도대체 벌금은 얼
마나 될까? 반납해야 할까, 도로 숨겨야 할까?”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 <다락방의 불빛>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 어른, 노인들, 어
느 누구도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숨겨진 보물 같은 순간들을 그림과 시로 담고 있다. 

<Every Thing on It> 세상 모든 것을 담은 핫도그

세계적인 그림 작자, 만화가, 컨트리 음악 작곡가로 많은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던 셸 실버스타인은
1999년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다. 그가 남긴 마지막 그림과 글들을 모아 유고작품집으로 소개한 책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을 담은 핫도그>. 
핫도그를 주문하면서 “모두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큰 실수였지 뭐야. 앵무새를 넣은 핫도그가 나왔거든. 
밧줄 구멍이 뚤려 있는 돛대, 손목시계, 멍키 스패너, 갈퀴도 들어있었어…
재미있고 기발한 삽화와 함께 실린 시를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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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tle in the Smart Way

About the Author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쉘 실버스타인

Shel Silverstein

숨어 있는 아이의 일상을 발견한 에즈라 잭 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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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우편물 왔어요. 청첩장인거 같아”

학교에서 돌아온 딸 아이가 우편함에 꽂혀있던 뭔가를 갖

다준다. 정말 청첩장이었다.

“누가 결혼하나보네”생각하며 겉봉의 발신인을 보니 여

고시절 친했던 동창이었다.

유난히 일찍 결혼한 친구. 마음씨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여고동창. 문학소녀라서 글 쓰기와

책 읽기를 참으로 가까이 했던 나무랄데 없는 친구였다. 

그 친구가 벌써 딸을 시집보낸다는 청첩장을 받고는 놀랍

고 신기하고 기분이 묘했다.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

푸훗…’

그런데 청첩장 내용을 훑어 보다가 그 문구에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지금까지의 그런것과는 달리 진짜배기 ‘모시

는 글’이었기 때문이다. 

순 우리말로 아름답게 만든 청첨장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맛깔난 글귀들을 읽노라니  더 정감이 들었다. 

내용인즉 이랬다.

“두 사람이 다솜으로 만나 미쁨(믿음)으로써 옴살이 되려

합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어른과 아음(친척), 벗들을 모시고

가시버시의 살부침(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두 사람의 앞날에 비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 한살매(평생) 서로 괴오는(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초롭고 살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본 문장이었다.

물론 “근계시하 만물이…”로 시작되는 것을 생각하며 청

첩장을 열어봤던 나로서는 순 우리말 단어들이 무슨 뜻인

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그 말글 하나하나들이 너

무나 정감이 갔고 신선했다.

마치 갓 잡은 생선이 파란 푸성귀 위에서 파닥거리는 느

낌 그대로였다.

솔직히 그 뜻을 잘 몰라 득달같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의 결혼을 축하한 뒤 이런 청첩장은 처음 받아본다며 “역

시 너 답다”고 추켜세웠다. 친구는 피식 웃었다.  그게 제 딸

애의 생각이라며 문구 내용을 토박이말로 바꾸어 알려줬다.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진실과 이해로써 하나를 이루

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지성으로 아끼고 돌봐주신 여러 어

른과 친지를 모시고 서약을 맺고자 하오니 바쁘신 가운데

두 사람의 장래를 가까이에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런 뜻이란다. 

지금까지 청첩장이래야 전문 인쇄소에 맡기면 그저 국화

빵처럼 상투적인 한문 섞어 내용물을 장식해 왔다.  그러다

보니 청첩장을 받아보는 사람들도 그저 “또 납세 고지서 날

아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다. 

하지만 요즘은 청첩장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아름

답고 독특하게 꾸미는 젊은이들이 많다. 보기 좋은 떡이 먹

기도 좋듯, 청첩장 외형도 화려하고 독특하게 하니 받는 사

람의 마음도 새로울 것이다. 

외모를 새로이 하는 마당에 기왕이면 그 안의 내용도 이

렇게 우리 토박이 말로 예쁘게 꾸민다면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고 싶은 마음도 더 생길거라는 생각을 해봤다. 

맛깔스럽고 혀에 착 달라붙는 듯한 우리말의 모시는 글이

더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10 2014년 7월 25일(금) 과천사랑열린마당

원고를 기다립니다  <과천사랑>‘독자의 소리’에 참여할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등 그 어떤 원고나 사진 등 모두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나 사
진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 427-71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기획감사실 홍보팀 <과천시정소식> 담당자 앞 또는 이메일(eun54321@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 3677-2062

▶▶ 이 영 애 (부림동)

▶▶ 강 석 훈 (부림동)

순 우리말 청첩장을 받아본 기분

“캬~악! 퉤!”

이른 아침,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는데 바

로 옆에 선 어떤 남자가 길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소리. 그리

고 뒤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지를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고 휭하니 사라진다.

아침부터 시민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기분은 정말 별로다.

그 쓰레기는 누가 다 치울까. 남들은 곤히 잠들어 있는 새

벽시간에 일어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환경 미화원.

일전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분들의 새벽 시간에 길거리

에 함께 나선 적이 있다. 

“허걱!!” 막상 청소를 하려니 길가에 하얗게 눈더미처럼

쌓여 있는 각종 홍보용 전단지가 눈에 확 들어온다.  한숨이

나왔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마음을 다잡고 빗자루로 전단

지와 담배꽁초가 뒤엉켜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니 이게 장

난이 아니다. 

새벽이슬에 젖어 눅눅해진 전단지가 바닥에 딱 붙어서 시

위를 벌인다.  순간 화가 치밀어 “도대체 자기들이 치우는

것도 아닌데 전단지를 마구 뿌려도 되는 거야? 벌금을 때리

든지 해야지 원!”이라며 한마디 내뱉었지만 아저씨는 묵묵

히 일만 하신다. 늘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겨우 1시간 정도 일을 했을 무렵 허리와 팔 다리가 아파오

고 몸은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그러는 찰나 아저씨가 “좀 쉬었다 할라우?”라시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셨다. 몸에 해로운줄 알지만 노동을 하면서

담배라도 피우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고 하신다. 

“요즘 취업난으로 대졸자들도 환경미화원이 된다고 뉴스

에도 나옵디다. 그래서 화제꺼리가 되지만 워낙에 일이 힘

들어 대부분 중간에 관둬요. 그렇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사

람들이 내가 치운 깨끗한 거리를 상쾌한 마음으로 걷는걸

보면 나도 보람을 느끼지”

아저씨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10분 정도

휴식을 마친 후 다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열심히 전단지와 담배꽁초, 명함 등의 쓰레기를 모아 담고

있을 무렵 아저씨는 초보의 손길을 믿을 수 없었는지 옆으

로 다가와서 내가 흘리고 온 쓰레기를 다시 치우셨다.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 우리는 휴식

하면서 담배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못 피워요. 국민의 세금

을 받고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놀고 있다고 민원을 넣거

든….”

“아~네.”

어느 덧 오전 7시가 다가오면서 동이 터오고 우리는 마무

리 작업에 충실했다.  거리는 반짝반짝 깨끗해졌다. 

그동안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을 기꺼이 치워주는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상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오늘 다시

금 환경미화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본다.

이른 새벽, 길거리에 나서 보니…

독자 편지

사랑

미쁨(믿음)으로써… 어른과 아음(친척), 벗들을 모시고 가시버시의

살부침(인연)을 맺고자… 저희 두사람 한살매(평생) 서로 괴오는

(사랑하는)마음으로 의초롭고 살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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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과천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에 갔었

다. 갑자기 닥친 폭염으로 무더웠지만 상당히 많은 청

중들이 연주홀 객석을 찾아왔다.

오늘 연주회는 종전의 정기연주회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랐다. 특별히 과천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의 연주와 출연이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래밍의 짜임새나

연주곡목 선정에 있어서 정기 연주회 때 보다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수준

높은 연주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과천시민을

위한 배려와 세심한 생각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최재혁의 바이올린 협주곡

초연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문화적 행사라고 본다.

그리고 아마추어 지휘자로써 서태룡의 객원지휘도

그런대로 재미있었다. 아마추어로서 그 정도 지휘를

하려면 얼마나 애썼을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클래식 음악회에서 협연이나 개인연주까지는 아마

추어가 훌륭하게 잘 소화해 내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 지휘는 확실히 전문가 몫이고 프

로페셔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과천시행의 기획연주회는 테마 자체가 각양

각색이었지만 모든 연주의 중심에는 안톤 드보르작

이 있었다. 드보르작은 앞머리가 훌렁 벗어졌고 얼굴

의 절반 정도는 온통 수염으로 덮여 있어서 일견 위엄

있어 보이긴 하였지만 그의 성품은 겉모습과 많이 달

랐다고 한다. 너무 말이 없어서 벙어리 같았다고 하

고, 천진난만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애 같았던 것

같다. 

증기기관차에 매우 흥미를 갖고 있어서 시간만 나

면 기차 정거장으로 달려가 기관차를 어루만지며 너

무 멋있다고 즐거워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드보르작은 프라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

의 푸줏간집 맏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짖는 드보르작

이 가업으로 푸줏간을 이어가 주길 바랐다. 그래서 푸

줏간 경영에 필요한 면허증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는 독일어를 배워야 했다. 그때 만난 독일어 선생이

마침 유능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 악기

의 주법과 음악이론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하마터면 드보르작은 푸줏간에서 고기를 자르고

뼈를 도려내는 기술자로 일생을 바칠 뻔 했다. 다행스

럽게도 그 독일어 선생과의 인연으로 지금 우리들은

드보르작의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

람들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누구든 코를 가진 사람

이라면 모두가 그의 교향곡 9번에서 미국의 냄새를

맡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체코슬로

바키아, 보헤미안의 체취일 것이다.  제9교향곡을 부

제로 보통 ‘신세계’라고도 하는데, 이 교향곡은 반드

시 ‘신세계로부터’ 또는 ‘신세계에서’라고 해야만

한다.

드보르작은 이 교향곡에 아메리카인디언이나 흑인

영가의 선율 그대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선율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그의 고향인 체코

슬로바키아적인 것을 쓰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게 때

문에 그의 제9교향곡은 아메리카라는 신세계의 모습

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메리카

로부터 자기 고향 체코슬로바키아에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착실하게 성장해온

과천시립교향악단에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로 빛날 것을 기대한다.

과천시향 기획연주회 ‘각양각색’을 보고

독자 편지

현재의 직장에 다니기 전에 잠시 있었던 회사에서 있었

던 황당 해프닝이다.

우리 팀은 회식 후 노래방 가는 게 사실 고역이었다. 그

이유는 우리 부장님 노래실력이 거의 충격적일 정도로 음

치였는데(노래야 못할수도 있지만) 문제는 자신의 노래실

력에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채 기본이 내리 3곡

이라는 점이였다.

그날도 우리는 신입사원 환영회가 끝난뒤 노래방에 갔

는데 예상대로 부장님이 마이크를 잡고선 열창(?)을 시작

했다. 노래방이 떠나갈 정도의 고함소리에 가까운 정수라

의 ‘아, 대한민국’을 1차로 발사한 뒤, 음정무시 박자 무시

로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에 이어 태진아의 ‘미안 미안

해’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오늘 좀 늦겠다 싶어 집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주머

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더니 버튼이 어떻게 눌렸는지 부장

님 노래 소리가 녹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른 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녹음해 보자, 이런 노래 듣기도 힘든데’

하는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 나는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들어보니 워낙 황당한 창법이고 해

괴망칙(?)한 노래여서 아예 휴대폰 알람 멜로디로 저장을

해뒀다. 내 생각으로는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싫어서라도 아

침에 벌떡 일어날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ㅎㅎ  

그 후 보름쯤 지났을 때 납품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

게 됐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부장님을 포함해 두 회사 직

원들 여러 명이 섞여서 근처 모텔에서 3차로 맥주까지 마

셨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쓰러져 잠이 들고, 나도 다음날 고향

의 어머님을 찾아뵙기로 계획이 돼 있어서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7시,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깨어 눈을 뜨고 정

신을 차려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휴대폰 알람소리는

다름 아닌 부장님의 열창(?) 목소리였던 것이다. 이런 사실

을 알리 없는 납품업체 팀장은 “엥? 이거 뭐야? 어디서 이

런 돼지 멱따는 소리를 알람으로 만들었어?  이거 완전 마

후라 터진 트랙타 소리네” 라며 충격적인 맨트를 날렸다.

‘헉, 돼... 돼지$#^%^& 며.... 멱따는 !!! 소리??? 마후라

터진 트...랙타??!!!’

그 상황에서 ‘이거 내 노랜데!’라며 앞으로 나설 수 없는

우리 부장님. 그리고 ‘이거 우리 부장님 노랜데요’라며 해

명할 수 없는 나의 난감함. 우리 둘은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처럼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돼지 멱따는 소리’ 덕분에 다들 일찍 잠을 깨어 근처 뼈

다귀 국밥집에서 아침 해장식사를 마친 뒤 막 헤어지려는

찰나 부장님이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다. 순간 나는 오줌

이라도 저릴 것 같은 불안감에 떨며 멈칫 섰다.

“허허, 그래도 내 노래실력을 알아주는 건 임 과장 밖에

없어. 그걸 녹음해서 알람으로까지 만들어 들고 다니니 말

이야. 역시 직장 생활은 짬밥이야. 푸하하하.”

‘앗! 이런 걸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나????’ 이후 나는

그 회사를 그만 둘 때까지 해피데이의 연속이었다. 

▶▶ 임 중 선 (별양로)

꿈보다 해몽

기획 의도는 좋았으나 기대에 못미쳐

▶▶ 박 영 근 (클래식 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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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4년 7월 25일(금) 과천사랑열려라! 취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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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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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니 시 거주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구인·구직신청 접수 및 처리

▶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자 상호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제공

▶ 각종 취업정보 제공

▶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 직업훈련과정 정보제공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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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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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청1층 일자리센터 3677-2869/2833 

NO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
인원 근무조건 자격요건

1 ○○시스템 과천 물품관리사원 2명
주5일근무, 09:00~18:00
월 250만원

운전가능자, 청년층 우대

2 ㈜○○유통 과천 영업,매출 및 수금관리 2명
주5일근무, 08:30~18:30
연봉 2,00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3 ㈜이라이트○○ 과천 부동산 교육담당사무원 1명

주5일근무, 08:30~18:00
일요일 12:00~17:30
휴무일 협의가능(주2일 휴무)
연봉 1,800만원

공인중개사 우대, 청년층 우대,
남녀무관

4 ㈜○○풍력기계 안양 단순노무, 현장보조 8명
주6일근무, 08:00~17:00
일급 41,680원

인근거주자 우대

5 ㈜○○시스템 서초
네트웍크장비,교환기 PBX구
축및 통신공사 

2명
주6일근무, 08:00~18:00
연봉 2,000만원

정보통신 전공자, 정보통신기사,
관련경력자 우대

6 ㈜○○트로 과천 경리 회계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연봉 2,400만원

기장정리 경력자, 더존 프로그램,
세무사 사무실 경력자 우대

7 ㈜하이○○○ 과천 영업 사원 1명
주5일근무, 08:30~18:30
월 150만원

운전가능자, 청년층 우대

8 ○○○휘트니스 과천 시설 및 회원관리 2명
주6일근무, 10:00~19:00
월 130만원, 인센티브

청년층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9 한국○○○지원센타 안양 웹디자이너 2명
주5일근무, 09:30~18:30
연봉 1,600만원

포토샵,일러스트, 플래시등 프로
그램 능숙자

10 ○○과천점 과천 홀써빙, 주방보조 2명
주6일근무, 09:00~21:00
평일 주1회 휴무, 월 18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 근무자 우대

11 ○○에너지 과천 자재관리 사무원 3명
주5일근무, 08:30~17:30
월 11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청년층 우대,
휴학생 지원가능

12 ㈜해피○○ 과천 경리사무원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연봉 1,800만원

관련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3 ㈜○○언스 과천 주말프로그램 교육운영담당 2명
13:00~익일 17:00(1박2일,토,일)
09:00~18:00(일일캠프 토/일) 
일급 15만원/10만원

관련경력자 우대, 남녀무관

14 ㈜유니○○ 과천 조리원, 홀써빙원 10명
파트타임 일자리(금,토,일 근무)
09:00~18:00 / 08:00~18:00
시간협의 가능, 시급 6,500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 근무자 우대

15 ○○정밀 군포 품질관리 사원 1명
주6일근무,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5:30
연봉 2,50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청년층 우대,
남녀무관

16 ㈜○○이엔씨 과천 기계설비공사업 소장 및 공무 1명
주6일근무, 09:00~18:00
월 250만원

관련경력 2년이상, 건축설비기사,
건설안전기

17 ○○○돈부리과천점 과천 주방장 및 조리사 1명
주6일근무, 09:30~21:00
월 150만원

관련경력자 우대
장기 근무자 우대

18 ○○시스템 과천 사무보조원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시급 5,500원

포토샵 가능자, 컴퓨터 활용가능
자, 남녀무관

19 ㈜에브리○○리테일 군포 경리사무보조, 캐셔 1명
휴무일 협의, 09:00~19:00
월 14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관련경력자 우대

20 ㈜○○○코리아 과천 판매 사원 2명

평일 10:30~20:30
토요일 10:30~19:30
일요일/공휴일 10:30~19:00
휴무일협의, 월 185만원

청년층 우대, 남녀무관, 장기 근
무자 우대

21 ○○실버케어요양원 안양 조리사 1명
주6일근무,10:00~18:30
월 150만원

조리사자격증, 관련경력자 우대

22 ○○Artglass 과천 인테리어 유리공사 1명
주6일근무, 08:00~18:00
연봉 2,600만원

1종대형면허 소지자, 관련경력자
우대

23 ㈜○○○온에어 과천
통신장비설치 및 외주업체
관리

3명
주5일근무, 09:00~18:00
월 150만원

운전 가능자, 관련경력자 우대

24 ○○환경자원 과천 트럭 운전원 2명
주6일근무, 평일 07:00~18:00
토 07:00~14:00, 월 180만원

2.5톤 운전가능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 근무자 우대

25 ㈜○○정보링크 과천
은행 객장안내원(서비스 매
니저)

1명
주5일근무, 09:00~08:00
월 140만원

청년층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우리시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내일배움카

드’직업훈련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는 안양고용센터에서 발급하며, 직업

훈련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일

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훈련비의 55%~75%

를 정부가 지원하고 25%~45%는 본인부담.

- 우리시에서는 내일배움카드 본인부담(자부담)에 대

해서 1인 1회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비 지원

- 지자체, 대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사회

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시 1인 1회 30

만원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

•교육비 신청시 준비서류는?

- 수료증 및 수강증명서

- 수강료 납입증명서(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명시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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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등

록을 한 구직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아카데미는 지원대상 교육인

지 사전에 확인

2014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과천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실시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여러분의 많은 참

여 바랍니다.

•대　　상 : 접수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을 준

비하는 청년층 (만 30세 미만/군필자는 만

32세 미만) 

•모집인원 : 11명

•모집기간 : 8. 18 ~9.  5

•모집기간 : 9. 15~9. 29 (총 18시간 교육: 집단상담 15

시간 / 개인상담 3시간)

•교육내용 : 이력서 및 자기소개 작성법, 진로탐색 및 설

정, 채용동향 분석, 구직계획 수립 등

•신청문의 : 과천일자리센터(3677-2869/2833), 위탁

업체 벽산직업전문학교(031-938-4361)

※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료자에 한해 소정의 참

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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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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법정주의가 시행된

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

록번호 사용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갖게 돼 주

민번호가 아닌 본인확인 수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민번호에 대한 대체수

단으로, 그동안 인터넷상 개인 식별수단으로 사용

돼온 마이핀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

프라인까지 확대하게 됐다.

마이핀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

보를 컴퓨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 없이

MyPIN과 이름만으로 실명인증 수준의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마이핀 제도 도입으로 일상생활에

서 직접 대면으로 본인 확인만 필요할 경우 주민증

만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마이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마이핀을 발

급받아야 한다. 발급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

터를 방문(주민등록증 필요)하거나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마이핀 서비스 도입으로 주

민번호 수집·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정보운영지원팀 3677-2045

정보과학도서관 ‘테마도서전’ 운영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이달부터 분기별로 특정 테마

를 선정하여 관련된 주제의 도서를 모아 비치하여 한눈

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3/4분기엔 ‘8ollow me 카툰세상 만화로 교양하

라’를 주제로 한 40여권의 책을 정보과학도서관 3층 정

보자료센터 내에서 전시된다. 

전시기간은 지난 7일부터 3개월간이다. 도서관은 이

번 도서전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체험 기회를 제공

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 전국 도서관 자원봉사 공모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주최하고 한국

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열린 ‘도서관 자원봉사 공모전’에

서 정보과학도서관 자원봉사자 전미영씨가 우수자원봉

사자로 선정됐다. 

정보과학도서관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인

전미영씨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도서관협회장 명의의 상

장과 150,000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도서관 자원봉사 공모전은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긍심

을 높이고 전국 도서관 자원봉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수련관 등에서 연중 무휴 운영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

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

휴일 제외)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관문‧문원‧주암공원에

서 무료로 진행된다.

서비스를 받은 한 시민은 “필요한 생활공구를 자유자재로

빌려다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대여 장소의 편리성, 공구

관리상태 및 친절한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공단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과천시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생활공구 사용법과 각종 전기 및 위생기구의 고장

원인과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소한 보수는 공구를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큰 생활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

결과 지금까지 월 평균 40명의 과천시민이 무료로 생활공구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의 대여소 2곳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509-0909

정보과학도서관 소식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이핀(My-PIN) 서비스 도입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관장 장동철)이 지난 16일 문

화체육관광부 주최(사)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내 생애 첫 작가수업’은 도서관의 장서를 매개로 문

예창작 및 독서특화 강좌를 운영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

를 충족하고 독서 및 문예 창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

끌어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로부터 작

가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내 생애 첫 작가수

업’은 청소년반 ‘시인과 함께 시로 꿈꾸기’ 와 성인반 ‘내

마음에 들어온 시’ 등 2개 시 창작 수업으로 나눠 8월부터

12월까지 무료 운영된다.

수업을 진행할 이혜미 시인은 2006년 중앙일보 신인

문학상 당선으로 등단했으며, 2011년 발간한 첫 시집

‘보라의 바깥’(창비)은 문화예술위원회 ‘우수 문학도

서’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고양예고 문예창작학과 실

기교사로 재직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사과정을 밟고 있다.

시인은 작가수업을 통해 ‘성인반은 집중적인 시 창작

과 독서 및 발표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시 세계를 체험토

록 하여 각종 문예지와 신춘문예 등단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청소년반은 문학과 예술 전반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

키고 백일장이나 청소년 문학상 공모 당선을 통해 문학특

기자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좌세부운영일정 및 신청방법은 과천시정보과학도

서관 홈페이지(http://www.gclib.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정보과학도서관 과학문화팀 2150-3032~3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수행기관 선정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은 지난 7월 8일 도서

관장실에서 ‘책 읽는 가족’ 수여식을 개최하여

2014년 상반기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이경

열 가족(원문동), 신호윤 가족(원문동)에게 ‘책

읽는 가족’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했다. 

2014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족구성

원들의 대출기록을 합산하여 연체나 분실도서

없이 대출이 가장 많은 2가족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가족은 온 가족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면

서 부모가 책 읽는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도 어려

서부터 책읽기를 생활화하여 다른 가족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 사

업의 일환으로 가족단위의 독서생활 증진과 도

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

국도서관협회의 후원으로 해마다 ‘책 읽는 가

족’을 선정하며 2014년 하반기에도 ‘책 읽는 가

족’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 정보봉사팀 2150-3012  

원문동 이경열 · 신호윤씨 가족

‘2014 상반기 책 읽는 가족’ 선정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할 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다면, 수집하지 마세요.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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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년 7월 25일(금) 과천사랑시정소식

“이젠 이겨낼 수 있어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 열여섯 번째 이야기과천시추사박물관 소식

대상자를 만나게 된 것은 송파 세모녀의 일이 있은 후 전국적으

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시 한번 가가호호 지하방 세대를 방문

하면서부터였다. 

이번 대상자는 항암치료의 휴유증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깡마른 처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였으나 무한돌봄센

터를 만나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2013년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통해 유방암 판정을 받았

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처음엔  남의 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실

감이 안났다고 한다. 

하지만 수술과 동시에 모두 8번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녀의

시련이 시작되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체력도 약한 데다 남편까지

없는 그는 혼자 힘으로‘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지’가 가

장 큰 걱정이었다.

걱정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치

료비 부담과 아이

학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

르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누군

가의 도움이 절실

히 필요한 상황이

었다. 무한돌봄센

터가 이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센터는 대상가구 긴급지원을 위해 사례회의를 진행했고, 경기

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한 공동모금회 모금액의 일부분을 치료비

로 지원해 주었다.

또한 매달 지역 후원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는 “신앙의 힘도 컷지만 무엇보다 무한

돌봄센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길고 긴 암 투병생활을 절대 이겨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약한 체력으로 긴 투

병을 잘 이겨냈다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또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서도 가슴 깊이 깨달았다는 대상자

가 하루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문의 :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3677-2866

<추사박물관 소장유물 소개 5>

주당(周棠, 1806~1876)은 청대 서화가로, 자는

소백(少白, 召伯), 호는 난서(蘭西)이다. 절강성 산

음(현 소흥) 출신으로, 조선 학자나 서화가들과 교

류가 많았던 인물이다. 

그의 그림은 당대에 이름을 떨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는데 특히 난 그림에 뛰어났

다. 그는 시를 잘 지었고, 전서와 예서를 겸하였고,

인장을 잘 새겼다. 1858년에 『죽석화범(竹石 范)』

을 지었다. 

이 기명절지 쌍폭은 문인화 취향의 산뜻한 품격

을 보여주고 있다. 성방(星舫)이란 사람에게 그려준

것으로, 성방은 장조남(張照南)의 자이다. 그는 감

숙성 고란현( 蘭縣) 사람으로, 봉정대부를 지낸 조

악(祖岳)의 아들로 호는 오정(午亭)이다. 

일찍이 감숙성 난주(蘭州)의 오천서원(五泉書院)

의 주강(主講)을 역임하였다. 1853년 진사가 되어

호부주사(戶部主事)를 30여년 지냈으며 하남사낭

중(河南司郎中)을 역임하였다. 정사에 부지런하였

고, 청렴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기명절지 쌍폭(器皿折枝雙幅)

주당, 19세기, 37.5×28.5(각 폭)

여름밤, 추사박물관에서 자녀들과 함께 전시 관

람도 하고 같이 추사처럼 서로 붓으로 편지쓰기체

험도 진행한다. 

온 가족이 과지초당에서 추사의 예술혼을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육일정 : 8. 1, 8(금) 19:00~20:30  

•교육대상 : 초등학생 동반가족 (10가족 내외)

•신청방법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www.gcedu.go.kr

•재 료 비 : 없음 ※단, 입장료 있음 문의 : 2150-3650, 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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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6(토) 창의력 쑥쑥 마법문자도 그리기 4,000원

9. 20(토) 나만의 추사 위인전 만들기 3,000원

10. 18(토) 선비향기가득 미니병풍 만들기 2,000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거쳐 진행된 ‘중

고등학교 연계프로그램-학예사직업체험교실’이

성황리에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학예연구사의 업무, 전망, 적성 등

을 알아보고, 유물 복원 및 탁본 체험을 통해 관련

업무의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업으로 진

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박물관의 학예연

구사라는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박물관이

라는 문화기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기

회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향후 12월에 8

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 학예사직업체험교실 성황리에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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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 8, 15, 22, 29(매주 금요일)

•운영시간 : 기존 09:00∼18:00  

→ 연장 운영 09:00∼21:00

매주 금요일… 21시까지 운영

자원봉사센터,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지난 7월 8

일(화)부터 9일(수)까지 7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각각 1박2

일에 걸쳐 두 차례 진도(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1차 봉사활동에는 과천 사회봉사 6개 단체 20여명과 서울대 사

회공헌팀 10명이 참가해 가슴 아픈 상황을 견뎌내는 실종자 가족

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지원근무를 하는 관계자분들께 급식과 환경

정리 봉사활동을 했다.

2차 봉사활동에는 과천농협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

원 30명이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

다. 참가자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봉사활동이 희생자 가족들

에게는 물론 현장 지원 근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

라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말했다.

과천282호-재편집_레이아웃 1  14. 7. 28.  오전 10:02  페이지 14



과천사랑 2014 과천토요예술무대 152014년 7월 25일(금)

다양한 장르의 ‘음악여행’으로의 초대!
과천토요예술무대, 8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과천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

과천시민들의 낭만이 있는 밤을 위한 ‘2014 과천토요예술무대’가 8월 9일(토)부터 8월 30일(토)까지 과천시민회관 야외무대에

서 개최된다. 올해 선보일 프로그램은 집시스윙, 국악,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악단 소리향 ‘소리울림’이

무대를 꽉 채울 예정이다. 소리향은 2006년

젊은 국악 전공자들을 주축으로 창단하여

한민족의 얼이 담긴 우리국악을 널리 알리

고 다양한 국악음악과 창작음악으로 대중

들에게 우리 음악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전

파하며, 국악예술 진흥에 도모하고 한류의

대표적인 국악을 다양한 음악활동으로 대

중들과 함께하는 국악공연을 만들어가는

실내악단이다. 

국악관현악부터 국악가요, 사물놀이까지

전통악기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우리의

국악의 매력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고래야’고래야는 4명의 한국 전통음악

연주자와, 1명의 기타리스트, 1명의 월드 퍼

커셔니스트로 이루어진 국악 크로스오버

그룹이다. 고래야의 음악세계는 한국의 색

을 가지고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는 민요와

판소리, 영미의 록, 발칸반도의 집시음악,

슬픔과 흥겨움이 혼재된 남미와 아프리카

의 음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과거의 전통음악과 현재의 음악에 모두

충실하면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들만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클래시칸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로 시작한다. 클래시칸 앙상블은 뉴욕

의 유명 음악대학에서 수학한 전문 연주자

들이  2007년 뉴욕에서 결성한 젊은 음악인

단체이다.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시칸 앙상블은 <젊

은 음악, 재미있는 클래식!> 이라는 모토 아

래 정교하고 아름다운 연주로 관객과 하나

되는 느낌 좋은 클래식 음악회를 선사하고

자 한다. 

이어서 무대에 오르는 ‘윤석철 트리오’는

천재 피아니스트로 불리는 윤석철을 중심

으로 재즈 피플 라이징 스타에 꼽혔던 정상

이(베이스), 김영진(드럼)까지 모두 각 파트

에서 최고의 연주실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재

즈 트리오이다. 

그들의 최근작 ‘Love is a song’이라는

주제로 스탠다드 재즈 뿐만 아니라 힙합과

일레트로닉, 그리고 재즈가 만나는 색다른

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최인영’이 피아노 앙상블로

초대한다. 개성있는 피아니즘을 지닌 연주

자와 작곡자로 알려진 최인영은 2장의 피아

노연주앨범을 발표하며 신인답지 않은 자

유롭고 유연한 음악성으로 주목 받았다. 

이후 최인영은 음악감독 분야에서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영화음악, 방송, 게

임을 넘나들며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과천토요예술무대에서는 서정적인

피아노솔로 연주뿐만 아니라 첼로와 바이

올린 협주를 통해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나희경’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사노바 보컬리스트

나희경은 숨결까지 들리는 섬세한 발성과

특유의 리듬감각, 서정적이고 진솔한 송라

이팅 능력으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호평

과 팬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다. 

마치 첫사랑을 만난 소녀의 발그레한 볼

처럼, 설레는 리듬과 섬세한 숨결로 무장한

이번 무대는 보사노바의 대표곡을 비롯하

여 나희경의 음악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곡

들을 들려줄 것이다. 

4주간의 음악여행을 마무리할

첫 아티스트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클래

식 기타리스트 ‘장대건’이다. 국내보다 국

외에 더 잘 알려진 그는 20여 차례에 이르는

국제콩쿨에 입상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특

히 우리나라 기타리스트 중 유일하게 스페

인을 무대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동양화 같은 여백의 미를 클래식기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으로 꼽고 있는 장대건과

함께 클래식 명곡여행을 떠나고자 한다. 이

번 토요예술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허

희정, 첼리스트 김해은과 함께 연주한다.

2부에는 ‘하림과 집시앤피쉬오케스트

라’의 집시의 테이블 공연이 이어진다. 대

중가수이자 작곡가, 라디오 DJ,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한국의 집

시 하림과 개성있는 음악활동으로 사랑받

고 있는 실력파 연주밴드 집시앤피쉬오케

스트라가 집시음악 여행으로 초대한다. 

세계 여러나라 악기들의 하모니에 귀를

기울이며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로 떠나

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

을 통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문의 : (재)과천축제 공연팀 504-0945 

과천시민들의 낭만이 있는 밤을 위한

‘2014 과천토요예술무대’가 8월 9일(토)

부터 8월 30일(토)까지 과천시민회관 야

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과천토요예술무대는 집시스윙,

국악, 클래식, 재즈 등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

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과천토요예술무대는 대중가요에서 벗어

나 연주곡 중심으로 구성하여 여타 음악

회와 차별성을 가지고 각 분야의 실력파

아티스트들의 연주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한다.   

날짜 공연팀 공연내용

8. 9

실내악단 소리향
‘소리울림’ 국악

고래야 국악, 크로스 오버

8. 16
클래시칸 앙상블 클래식

윤석철 트리오 재즈

8. 23
최인영 피아노 앙상블

나희경 보사노바, 팝

8. 30

장대건 클래식 기타

하림과 집시앤피쉬
오케스트라 집시스윙

8월 9일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클래시칸 앙상블

장대건

고래야

소리향

윤석철 트리오

나희경

하림과 집시앤피쉬오케스트라

공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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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4년 7월 25일(금) 과천사랑문화

한국효문화센터 주최 ‘제6회 입지 효 문

화예술축제’가 지난 16일 성황리에 끝났다.

과천문화원 로비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어르신 장수

잔치와 학생들의 ‘세대 공감 사랑과 효’ 공

모전 시상식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여

든 살 어르신까지 함께 모여 세대 간의 차이

를 알고 이해하며 공감과 사랑을 나누는 자

리가 되었다.

참가 어르신들은 이날 학생들이 한 명씩

상을 받을 때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주었

으며 장수사진 전달식과 오찬, 국악 공연 등

은 학생들에게 어르신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 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르신 장수사진은 그동안 각 경로당을

방문하여 찍은 사진으로 전달식과 함께 과

천시보건소의 어르신 건강체험행사도 진

행되었다. 

한편, 입지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상에

는 백일장부문 신찬욱군(과천외고)과 그림

부문에는 강내린양(과천여고)이 각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입상작은 오는 8월 9일(토)~10일(일) 서

울랜드에서 전시 된다.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8.14(토)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에서 카페라티노의 공연을 갖는다. 

카페라티노는 미국과 남미지역에서 실

력을 인정받아 왕성한 활동 중인 바이올

린, 첼로, 오보에, 퍼커션, 더블베이스 등

남미 출신 음악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이다. 카페라티노의 멤버들의 이력은 상당히 화려하다. 

교향악단의 수석연주자, 시립음악학교 교수, 세계 각국의 음악축제 참여, 사이먼

래틀과 요요마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등의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였

다. 피아졸라의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라틴음악, 하지만 정작 정통파 남미

연주단체의 연주를 직접 접하기란 쉽지 않다. 

이번 카페라티노의 공연은 피아졸라, 로드리게스 등 라틴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들의 곡과 남미 각국을 대표하는 민요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연일시 : 8. 14(목) 19: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150석 한정) 

남미음악가들이 전하는 순도100% 라틴음악!

2014 HAVE FUN 하우스콘서트 NO.8 <카페라티노>

효(孝), 이해… 공감… 사랑이 시작 
지난 16일, ‘제6회 입지 효 문화예술축제’ 성료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내달 26일까지 ‘극장에서 쓰

는 희곡’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천시민회관과 상주단체 극단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읽기반(매주 토 10:30~12:00 12

회 50,000원), 성인읽기반(매주 월

19:00~21:00 12회 100,000원), 성인쓰기심화반(매주 수 19:00~21:00 15회

150,000원) 총 3개 반으로 각각 3개월간 운영된다.

현재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하는 윤조병(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권호성(극단

모시는사람들 상임연출) 진남수(연출가,연기감독) 강사와 함께 희곡의 소재 개발부

터 창작과 낭독회 및 희곡집 제작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 : 7. 1(화)~8. 26(화) •장소 : 시민회관 2층 세미나실

•접수방법 : 공단홈페이지(www.gccs.or.kr) 수강신청→문화강좌→극장에서 쓰는 희곡(선착순)

문의 : 500-1213

연극의 거장 윤조병 교수, 권호성, 진남수 연출의 현장감 있는 강의!

극장에서 쓰는 희곡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강은일 해금 렉처콘서트

과천시민회관 공연 소식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7.30(수)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국내 해금연주의 1인

자 강은일의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정부의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

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진행되는 공연이다. 

방송과 영화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해진

악기 해금, 현대기술로는 흉내 낼 수 없는 애잔함이 배어

나오는 특별한 소리로 현재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마니아층 또한 형성되어 있다.  

해금연주자 강은일은 국내는 물론 퀸시존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뉴욕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및 단체와의 연주를 통해 우리음악의 우수성을 널

리 알렸다. 또한 서울예대 교수로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국악음악과 다양한 장르

를 결합하여 해금과 우리국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 

공연 내용은 보다 많은 관객들이 기존의 국악악기들과 해금의 조화를 통해 편안

하게 마음을 열고 즐길 수 있도록 몽금포타령, 육자백이, 산조 등이다.

•공연일시 : 7. 30(수) 19:30 •공연장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150석 한정) 

※시민회관 문화가족 및 7~8월 하우스콘서트 티켓 구매자 40~50%할인

2014 하환몽 - 예인(藝人)을 만나다

내달 22일 오후 7시 30분 경기소리전수관에서

전통과 창작의  예술 세계의 구축을 위해

앞서가고 있는 한뫼과천국악예술단(단장

오은명)은 창단 16주년 기념공연을 오는 8

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경기소리전수관

에서 선보인다.

‘예인(藝人)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

는 이번 공연은 시대별과 지역에 따른 류 파,

등 국악의 다양한 분야에서 오직 한길만을

걸어온 예인들을 만나는 자리로 국악의 참

다운 멋과 흥을  맛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이날 공연에는 김영실, 원미자, 황순임,

임춘희 등 현시대들 이끌어 가고 있는 명무

와 명창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 내용은 승무, 진주교방굿거리, 부채

산조춤, 경기소리 공연과  정읍설장고, 진도

북춤 및 난장벌림 등이다. 

전석무료(사전 예약제)이며 자세한 사항

은 503-8866, 010-4577-3969으로 문의

하면 된다.

공연문의 509-7700

과천시립교향악단이 8월 21일(목) 오후 7

시30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피아니스

트 백혜선 초청 스페셜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국내를 뛰어넘어 세

계 여러 무대에서 활동 중인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초청하여 베토벤 황

제를 들려준다. 

현재 미국의 명문 클리블랜드 음악원에

서 세계의 유망주들을 가르치고 있는 백혜

선은 이번 과천시향과의 연주를 위해 한국

을 방문함으로써 그녀의 무대를 기다렸던

클래식 애호가 및 과천시민들에게는 뜻 깊

은 선물이 될 것이다.

그녀는 차이코프스키 콩쿨 입상 후 29세

최연소 나이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어 화

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지금은 세계의 거장

들과 한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

국이 자랑하는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

트로 꼽힌다. 

그동안 뛰어난 협연자들과의 조화로운

협연으로 호평 받은 김경희 지휘자와의 무

대가 더욱 더 기대되며, 멘델스존의 화려하

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교향곡 3번 ‘스

코틀랜드’는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공연 및 티켓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

무국(507-4009. 4003),  문지방(500-12

00, http://www.ticket.gccs.or.kr)이다.

티켓가격은 전석 1만원이며 과천시립예술

단문화가족 藝 및 청소년은 20%할인이며,

다자녀가정 40%, 장애인, 경로 50% 할인

을 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 입장가능 한 공

연이다.

과천시립교향악단 제39회 정기연주회

피아니스트 백혜선 초청 스페셜 콘서트

한국효문화센터가 지난 16일 ‘제6회 입지 효 문화예

술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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