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신계용 시장 취임과 더불어 활기

찬 과천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이란 새 시정 슬로건 아래 신계용 시장이 쓰는 과천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도 어느 새 석 달 가까이 되었다. 

취임 100일(10월 8일)을 앞두고 과천시가 시민과의 소

통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과천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

천시정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취임 전부터 ‘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받아온 신 시장은 현재 탈권위적이고 섬세

한 리더십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

가다. 이는 취임사를 통해 ‘항상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고

마음과 정이 통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제

대로 이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내달부터는 그동안 준비

해 온 시장 공약사항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천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이번 10월호 <과천시정소식지> 제작을 일주일 정도 앞

두고 과천을 활기차게 가꾸고 시민들을 신나게 만들고 있

는 현장을 찾아가 봤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행사 첫날 표정
지난 16일 저녁 중앙동 주민센터 앞뜰. 집에서 입는 수

수한 남방셔츠와 바지차림을 한 신계용 시장이 중앙동 ‘과

천 사는 이야기 마당’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퇴근 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이날 행사장에는 예

상 외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50~6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었지

만 70대 어르신들과 20대 대학생, 정장차림에 가방을 든

남녀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저녁

식사 후 산책길에, 퇴근길에 행사장에 들러 시장을 직접

만나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행사장에는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사람들이 오가는 길 한복판까지 의자를 놓

아야 했다. 

8시 정각. 주민들을 마중하던 신 시장이 앞쪽으로 걸어

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오늘 만남은 과거 관례와는

달리 각본 없이 자유롭게 만나는 자리다. 옆에 공무원 없이

혼자 만나려고 했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도 있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오신 시민들에게 속 시원한 답

변을 드리기 위해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왔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20여 분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곧바로 주민과의 대화에 들어갔다. 대화는 손을 들어 질문

을 신청한 주민을 지명해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손을 든 이동민(10단지)씨는 “10단지가 하루

속히 정밀안전진단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

극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자 주민들이 박수로 호응했

다. 이에 신 시장은 “아유~시장이 얘기할 땐 박수가 안 나

오더니…”라며 분위기를 띄우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함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후에도 신 시장은 시원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여러 차례 박수를 받았다.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이날 행사에

서는 우정병원과 시청 앞 상가철거민 농성민원부터 365일

도서관 개방, 관악산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20여건이 넘

는 질문과 답변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연극인이라고 자신

을 소개한 50대 이모 여성은 메모까지 해 와서 무려 10건

넘게 건의하는 열의를 보였다. 

과천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

한 태광진(69)씨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

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한

다”며 “앞으로도 어둡고 소외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란

다”고 요청했다.

주민들의 질문, 제안 혹은 의견에 신 시장은 흔쾌히 “잘

알겠다” 또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등 대부분 긍정적

인 대답을 내놨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오케이’한 것은

아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

시키려고 애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역정을 내며 불

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마지막엔 다같이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을 외치며 기분 좋게 헤어졌다. 

김채하 총무과장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개된 장소에

서 장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

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의 강한 의지가 잘 드러난 자리였다.

<이어서 ‘생활체육광장’ 운영 및 ‘상인 교육’ 현장 스케치 기사는

지면사정으로 4면에 배치했습니다.>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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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신계용 시장 취임 3개월… 민선6기 본격 시동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지난 16일 밤 8시 중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신계용 시장이 주민들에게 과천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4면 특집 ‘민선6기 과천시정 무엇이 달라졌나’  ㅣ  8~11면 특집 ‘미리보는 제18회 과천축제’이번호 20면 발행 

시정방침 발표

밤 늦도록 다양한 질문과 민원 쏟아져

신 시장, 시원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박수 받아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의 대표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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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슬로건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부착
민선 6기 과천시정 출범으로 시청사 앞에는 물론 6개 동

주민센터 등 시내 곳곳에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이라

는 새 슬로건이 걸렸다.

특히 과천시청 앞 건물 외벽에 부착된 슬로건 로고는 노

란색과 녹색, 흰색 등 3가지 컬러와 힘차고 안정된 느낌의

글씨체로 디자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총 10개의 슬로건 글

자 중 ‘활기찬’과 ‘신나는’이라는 글자는 노란색과 녹색

으로 처리하고 ‘과천’과 ‘시민’이라는 글자는 흰색으로 통

일함으로써 과천시의 변화와 소통 의지를 부각시켰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슬로건 ‘활기찬 과천, 신나

는 시민’은  변화와 도약을 열망하는 과천시민들이 365일

활기차고 신나게 생활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슬로건 공모에는 총 130건

이 접수됐으며 비상하는 도시를 표현한 나비 심볼 마크는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김기곤 기획감사실장은 “새로운 슬로건은 신계용 시장

이 후보 시절부터 과천을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해온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며 “구호처럼 과천이 활

기차게 변화하고 시민들이 즐겁고 신나게 생활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실 문 활짝…사전예약 없이도 만남 가능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시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변화 중 하나다. 신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시장  실 문을 하

루 종일 열어 놓고 시민들과 직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직원들 역시 아무때고 찾아와 시

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눈과 귀를 크게 열

어 놓고 시민들의 여론을 보다 잘 살피겠다는 신계용 시장

의 시정 철학의 행동 표출이다. 

김진년 비서실장은 “시장님이 민원 내용이 무엇이든 간

에, 사전에 예약을 했든 안했든 간에 상관없이 1일 평균

4~5명의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방문객들 중엔 시장

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오지 않고 ‘지나가다 그냥 들렀다’

거나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는 분들도 꽤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장실 문은 시민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

을 것”이라며 “어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과천시 발

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건축 전담팀 설치 등 조직개편 단행
이 같은 신계용 시장의 시정 철학은 조직개편에도 고스

란히 스며들어 있다. 현행 지원부서 중심의 기구 직제를 현

안 업무 등 행정수요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주요 골자는 재난·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와 재건축 전

담팀을 새로 설치한 점이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재

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시민의 관심이

높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조직에 대한 중점적 보

강이 눈에 띈다.

그러기 위해 개편되는 부서가 있다. 재난·안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공고

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담당관실’로 격상되는 ‘안전총괄

과’다.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전담팀

이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재건

축·재개발 전담팀을 기존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과로 업무

를 이관한다. 

또한 오는 2018년까지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원을 조

성하고 노후 불량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재정확보 등 큰 문제 해결 위해 밖으로 뛴다
신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부 시정은 부시장을 중심으

로 실과장에게 맡기고 과천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밖

으로 뛸 것”을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 신 시장은 취임 이후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펴

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남경필 경기

도지사에게 달려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재정보전금 개

정 문제를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경우 과천시는 레저세 수입이 감소되는 것

을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신 시장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우선보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인구 20만 이하 소규모 도시에는 특

별조항을 넣어 감소액을 최대한으로 낮춰 줄 것을 요청해

이에 따른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6일 긴급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문원동 주민센

터를 찾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서는 ‘과천지식정

보타운 내 역사 신설’ 문제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건의

하고 협조를 구하는 열의를 보였다. 다른 한편으론 담당 공

무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지하철 역사 신설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거듭 건의해 긍정

적인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가 지난 주 시민들

과 만나 자신 있게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새

로운 역사 신설은 100% 실현될 것 같다”고 자신만만해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서초구청장 만나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논의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같은 여성이면서 지역의 공동현

안 해결을 위한 서초구청장과의 만남이다. 신 시장은 지난

달 21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만나 과천시와 서초시의 상

호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지하철 신

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과 서초구 보금자리 주택지역 주

민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하철 신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광역철도계획

은 물론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해 나갈 것” 등을 제안하며 업무를 떠나 개인적

으로도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신 시장은 지난 20일 부림동 대공원 나들길에서 열린

신계용 시장 취임 3개월…과천은 변화 중

신계용 시장 취임 후 과천 시정현장 안팎에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어떤 변화일까.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시민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얻는 ‘소통행정’이다. 시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

은 것도 부족해 시민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함께 고민하고 해

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불특정 시민을 대

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저녁 공원이나 거리에

서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진행 등 파격적인 일련의 행보로

언론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신 시장은 지난 3개월간을 민

선6기 과천시정이 시민과의 약속들을 실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기반을 닦은 기간이라고 정리한다. 때맞춰 활기찬 과천

시대를 열기 위한 시장 공약사업도 확정돼 내달부터는 변화

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오는 10월8일 취임 100일

을 앞두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앞으

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정리해봤다.

민선 6기 과천시정 출범으로 시청사 앞에는 물론 6개 동 주민센터 등 시내 곳곳에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이라는 새 슬로건이 걸렸다

신계용 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만나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지하

철 신설’ 등 지역의 공동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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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곳은 밝게, 메마른 곳은 촉촉하게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행사를 통해 “과천에서 강남

권 지하철역 신설은 과천지역에서 강남권과의 연계를 강

화하고 실질적인 강남벨트를 구축하여 미래 지향적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임기 내 서울 강남권 3개 자치단체(서초, 강남, 송

파)와 공동으로 지하철 건설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사전 예

비타당성 조사용역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여성이고 당도 같은 과천·서초·송파 세 지역 단

체장이 똘똘 뭉쳐 일을 내보자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과천을 강남벨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과거 시 재정이 풍족할 때와

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만 고집

해서는 과천시가 발전할 수 없다”며 “이제 과감히 구각을

깨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도시변

화가 이루어져야 주거, 환경,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

서 국내 제일의 도시로 전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흉물로 방치되던 우정병원도 적극 해결
3단지 래미안슈르 아파트 부근에 장승처럼 멍청하게 서

있는 우정병원도 임기 내 해결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년 중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2018년

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건물은 거붕의료재단

이, 토지는 상원AKP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두 회사 간

의견 마찰과 비용 마련 문제로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 주 열린 별양동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에서 “해결책은 철거와 용도변경 두 가진데 용도변

경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것

이 아니라 특혜가 되더라도 시장과 공무원이 깨끗하고 용

도변경에 따른 이득을 과천시에 환원하도록 하면 될 거 아

니냐?”고 말해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업무협약 및 조례 제정
앞으로 관내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체는 지역주민

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시장 공약사업 ‘일자리 창출 및 여

성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0월 해당 기업체 간담회를 갖고

2015년부터 관내 대표 기업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우선채용 업무협약 및 조례 방안을 논

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관내 100인 이상

기업과 한국마사회,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

관 등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우선 채용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공약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점심값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낮춰
2014년 7월1일은 신계용 시장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다. 이날은 시장 취임일이기도 하지만 신 시

장이 취임 전 노인들과 약속한 노인복지관 점심값 하향조

정(기존 2천원에서 1천원)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날이기 때

문이다. 

노인복지관 유화근 과장은 “이날 식당 앞에는 아침부터

식사를 하려는 노인들로 붐볐으며 배식을 시작한 11시 반

부터 오후 1시까지 식당 안은 마치 잔칫집 같았다”며 “식

수인원도 평소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700명을 기록했

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은 민선6기를 맞아 토요일에도 정

상적으로 운영하는 등 모든 시설이 노인들의 여가 생활공

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과천시보건소에서도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

대하고 경로당 순회 치매 예방교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 문화행사 축소
‘부자도시’라는 소리를 듣던 과천시 재정에 비상이 걸

렸다는 건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오죽하면 “하필 시

재정이 어려울 때 살림을 맡아 고생이 많을 것”이라며 시

장을 걱정하는 시민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 걱정은 기우

가 아니었다. 

신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과천축제’의 해외공연부터 취

소시켰다. 이해도 안 되는 해외공연에 전체 축제 예산 11억

여원의 20%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쏟아 붓느니 우리 정서

에 맞는 거리공연으로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

겠다는 신 시장의 확고한 의지표명이다. 우여곡절 속에 결

국 축제는 해외공연 없이 나흘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의 이름을 내건 축제인 만큼 비용은

줄이되 축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 과천 구현
신 시장은 취임식에서 “제아무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시정을 펼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시장의 결정이 과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사전 조율 없이 시민들과 자유롭게

만나 과천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시장에게 바라는 이야

기를 하는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행사를 열어 시민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기 위한 ‘규제개혁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8급 이하 신규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과천시정발전연구단 ‘소울’ 도 발족했

다. 현재 서울대학교 과학연구 분야 과천캠퍼스를 유치하

기 위한 자문위원도 모집 중에 있다.  

상가대표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 등 상권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정보교환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갖춰 나

갈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지구

단위계획(안)도 마련한다. ‘과천발전자문위원회’ 명칭을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로 바꾸고 기존 5개의 분과위

원회 외에 과천시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추

가할 방침이다.

보건소 앞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보건소 앞 시청사 부설주

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 주

차구역(Pink Zone)이 설치

된 점도 달라진 사항 중에

하나다. 

‘핑크 존’은 시청사를 방

문하는 임산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설치됐다. 단 1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이곳은 임

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면 누구나 이용

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자는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서 차량부착용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박종화 회계과장은 “임산부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소 앞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장 1면을 신설했다”

며 “앞으로도 여성 임산부 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이 지난 20일 대공원나들길에서 부림동 주민들과 만나 과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행사’가 끝난 후에도 선뜻 헤어지지 못하고 주

민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신계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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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신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상황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분야 46개 실

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54개 공약 사업을 발

표했다. 

7대 분야는 ‘미래 지향적 지속가능한 도

시 구현’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 지원’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일자

리 창출 및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시

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 ‘편

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즐겁고 살맛나

는 행복한 도시 구현’이다.

주요 공약사업은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과학연구 분야) 유치, 신속한 재건축 지원

을 위한 전담팀 설치, 실효성 없는 도시계

획 규제 완화, 과천 소재 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민 우선채용조례 제정, 노인복지관 중

식비용 1천원으로 하향조정, SOS 24 안심

보육체계 구축,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 건

강상담실 운영, 친환경 캠핑장과 승마체험

장 신설 등이다. 

노인복지관 토요일 정상 운영과 중식비

용 1천원으로 하향조정 등 일부 공약은 취

임과 동시에 즉각 해결했고, 단기간 내 추

진이 어려운 서울대 캠퍼스 유치 등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은 7대 공약사

항 별 세부 추진계획이다.

민선6기 공약사업 7대 분야 54개 사업 확정

<1면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와우~ 시작이 좋다!’에서 이어짐>

 ‘생활체육광장’에서 신나게 운동해요~
이번에는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챙기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보기 위해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찾았다. 생활체육광장은 민선6기를 맞아 오늘(15일)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11월 중순까지 평일 오후

8~9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관문체육공원 시계탑, 서

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광장 앞에서 열린다. 

운동을 시작하는 오후 8시가 가까워지자 운동하기 딱 좋

은 차림의 아줌마들이 “여기서 체조하는 거 맞느냐”며 들

어왔다. 그렇게 2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드디어 수업 시

작! 과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파견한 김영화(40) 강사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챙겨 온 카세트를 이용해 느린 템

포의 에어로빅 곡 이하이의 ‘로즈’를 틀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이 강사의 구령과 율동에 맞

춰 스트레칭을 하며 열심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야외무대 안은 건강을 챙기는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몇몇 아줌마들은 “아유~ 오랜만에 하니 힘드네”

하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표정은 무척신나보였다.

이어 시민들은 ‘어이’와 ‘달링’ 등 다소 생경한 방송 댄

스곡은 물론 ‘부산갈매기’와 ‘하얀 바람’ 등 귀에 익숙한

곡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는

분들도 젊은 엄마들에게 뒤질세라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

이었다.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 회원들의 열기가 야외무

대 밖에까지 전달됐는지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도 잠시 발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봤다. 

70대의 노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열정과 노력이 대

단한 홍현희(1단지 거주) 어르신은 “저녁 먹고 이곳에서 운

동하고 들어가 샤워하면 소화도 잘되고 잠도 잘 오고 정말

좋다”며 강사를 향해 큰 소리로 “낼 뵙겠습니다”라고 깎듯

이 인사를 한 후 돌아갔다.

4단지에 산다는 직장인 이승연(46) 씨도 “다이어트와 건

강을 위해선 헬스 2시간 하는 것보다 집중적인 유산소 운

동이 이뤄지는 에어로빅체조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바로

집 앞에서 이렇게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여럿이 함께

공짜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꽉 찬 ‘상점가 활성화 컨퍼런스’ 교육
지난 15일 오전 7시 반경,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

경(53)씨는 과천시에서 마련한 ‘과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

가 활성화 컨퍼런스’ 일명 ‘상인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그

레이스호텔 6층 여성비전센터를 찾았다. 

강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박씨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강의를 안 들으면 경쟁에서 뒤쳐질 것 같은 위기

감에 서둘러 왔다”며 “와서 보니 모두들 변화에 잘 적응하

고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고심하는 모습에 정신

이 번쩍 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규모에 비해 상가들이 배나 많은 상

황에서 안양이나 사당 지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 다함께 힘을 모으고 조직화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며 “상인들도 노력하겠지만 과천시에서도 최소한 늘어나

고 있는 관악산 등산객들만이라도 오래도록 과천에서 먹

고 놀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

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천시는 박미경씨를 비롯해 70명의 상인들을 대

상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역할’에 대해 교육

했다. 그 덕에 교육이 열리고 있는 여성비전센터 강의실은

70여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까지 놓아야 했다. 강의실이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수강생들은 20~30대

젊은 층부터 40~50대 중년층까지 매우 다양했다.

과천시 산업경제과 윤진구 팀장은 “60명을 모집하려 했

으나 신청자가 많아 70명으로 늘렸다”며 “침체된 과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상인들의 자구노

력’이라는 인식하에 갈수록 상인교육에 대한 상인들의 열

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과학연구분야) 유치

•복합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 환경사업소 지하화

•청사유휴지 활용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녹지공원 조성

- 대기업 R&D 센터 유치

- 녹지공원 조성

•주암동 지역 중심업무기능지역 전환

•레저세 관련 재정보전금 감소 150억원 이상 환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투명한 재건축 지원

•재건축 전담팀 설치 운영

•시장권한 내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관련 이주문제 해결방안 마련

•주민의견을 반영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미래창조과학부 항구적 존치를 위한 관련법 명문화

•방위사업청 조속 이전 추진 

•우정병원 임기 내 해결

•상업지역 내 노후건물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

•과천소재 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민 우선채용조례 제정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 인력 Pool System 구축

•여성을 위한 시간 선택형 일자리 발굴

•SOS 24 안심보육체계 구축

•과학고등학교 신설

•중학교 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보건소 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실질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 저소득 틈새계층 확대 지원

- 복지대상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 건강상담실 운영

•시립어린이집 증설

•노인복지관 중식비용 1천원으로 환원

•노인복지관 토요일 정상 운영

•재난 및 안전 총괄 컨트롤 타워 설치

•대형 재난대비 협조체제 구축 강화

•재난대비 일상교육 확대

•고층건물 화재대비 고가 사다리차 등 장비 구비

•인재와 학교폭력, 성범죄 없는 3Zero 도시 구축

- 인재 없는 도시 추진

- 성폭력·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범죄 취약지역 내 자율방범대 활성화

•범죄 취약지역 CCTV 추가 설치

•학교 내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확대

•친환경 캠핑장, 승마체험장, 탁구전용 체육시설 확충

- 친환경 캠핑장 확충, 승마체험장 확충

- 탁구전용 체육시설 확충

•관내 관광시설 시민이용편익 확대

•체험이 있는 관광코스 개발

•공원 및 약수터 등 체육시설 보강

- 동네 및 공원 내 체육시설 보강

•친환경 자전거도로 확충

•단독주택지 주차공간 확충

4 2014년 9월 25일(목) 과천사랑기획특집ㅣ민선6기 과천시정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15일 밤 8시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이 체조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상인교육 참석자들이 박수로 강사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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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제29회 과천시민의 날 52014년 9월 25일(목)

기념식 및 체육대회, 내달 12일 관문체육공원에서

과천시가 ‘제29회 과천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시민 화합을 도모한다.

내달 12일 관문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시민

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

련된다.

기념식은 개식선언, 시민헌장 낭독, 과천시

민대상 표창, 기념사, 축사, 과천시가 제창 등

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대회는 기념식을 가진 후 오후 5시까지

6개동 3천 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줄다리기 등

16개 종목의 경기를 펼치게 된다. 각 동별로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돼 있으며 참가자 전원

에게 티셔츠와 기념품도 제공한다. 

김치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

품추첨 행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 발전과 과천인의 화합

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과천시민의 날’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며 “올

해 행사가 시민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과천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과천시민 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총무과 3677-2111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10. 12(일)
10:00~17:00

관문
체육공원

줄다리기, 박터트리기 등 
16개 종목

시민장기·바둑대회
10. 10(금)

10:00~17:00
과천문화원
다목적홀

참가접수 : 9. 15~9. 30(과
천문화원 사무국504-6513)

휘호대회
10. 10(금)

13:00~15:00
과천문화원
3층 전시실

참가접수 : 9. 15~9. 30(과
천문화원 사무국504-6513)

풍물한마당 축제
10. 10(금)

16:00~17:30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말사랑 국민대축제

오는 10월 9(목)∼12(일) 총 4일간 ‘렛츠런파크 서울’(舊서

울경마공원)에서 제3회 말산업박람회(부제 : 말사랑 국민대

축제)가 열린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식품부, 문체부, 과천시 공동 후

원으로  2010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6차 융복합산업이자 미래 농촌의 신소득원으로 각광받는 말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

겠다는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에 기반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 이수성 前국무총리)는 단순

산업박람회 성격으로 열렸던 과거와 달리, 이번 행사가 일반

국민의 말산업에 대한 관심과 친숙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산업전시관 외에 일자별로 다채로운 공연과 경연,

체험행사 등을 준비했다. 그래서 행사명도 딱딱한 산업박람

회라는 명칭보다는 ‘말사랑 국민대축제’라는 이름을 전면에

붙여 축제형 행사로 시행된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활고, 취업난, 세월호 사고 등

의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 국민정서를 보듬고 국민 모두가 다

시 한 번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행사 슬로건은 “기마민족의

후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주요행사로는 폴포츠(Paul Potts) 내한공연, 박상민 콘서

트, 말문화공연(호스갈라쇼) 등 대형공연, 초중고 학생 대상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동요제, 렛츠런CCC 문화

예술제, 말운동회 등 각종 경연 및 체험행사, 17개국이 참가

하는 세계기사(騎射)선수권대회, 과천시장배 특별경주, 전국

지구력승마대회,  말산업 국제심포지움 등이 있다. 말문화공

연을 제외한 모든 행사의 관람 및 참여는 무료다.

문의 : 박람회 사무국 599-3199

시민을 위한 나눔 페스티벌 ‘나눔예술제’

과천문화원과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경기소리전수관이 내

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야외마당 일대에서 시민을 위한 나눔

페스티벌 ‘나눔예술제’를 개최한다. 

10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예술제는 지역장애인 재활기금 마

련을 위한 것이다. 

행사 내용은 제기차기 등 전통문화체험과 의류 및 잡화 판

매, NH통협과천시지부와 함께하는 친환경 먹거리 마당, 동

네방네 인형극 공연, 신명난 국악 한마당 등이다.

인형극은 ‘여우고개 무슨일이?!’라는 주제로 10일 오후 3

시 문화원 3층 영상강의실에서 공연되며 어린이 플롯 공연,

어르신 난타공연, 기타 공연, 하모니카 공연은 11일 오후 2시

부터 문화원 야외마당에서 펼쳐지며 오후 5시부터는 경기소

리꾼들의 신명난 국악한마당이 이어진다.  과천옛거리 사진

전(문화원, 복지관, 전수관 야외마당 일대)과 민화전시회(과

천문화원 3층 전시실)도 열린다.

문의 : 과천문화원 503-6514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과천시는 경로의 달을 맞아 10월 2일(목) 지역 내 어르신들

을 모시고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시노인복지관 주관

으로‘제18회 노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고 경로효친 의

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이날 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사

회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모범노인 및 단체, 유공자

에 대한 표창이 있으며, 2부 행사에는 축하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하

신 어르신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과천시노인복지관 502-8500

제29회 과천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행사에 초대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일시 : 2014. 10. 12(일
) 10:00

장소 : 관문체육공원

내용 : 1부 기념식 10:00~10:30

2부 체육대회 10:30~17:00

※연락처 : 과천시청 총무과 3677-2111, 21
15

과천에서 열리는 10월 행사

“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29회 과천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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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 9월 25일(목) 과천사랑정보마당

과천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하여 시민

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아카데미 강연 안내

구분 강연일정 강사 주제 약력 분야

제16회

10. 22(수)
10:00~12:00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혜민스님과 함
께하는 마음치

유 콘서트

미국 햄프셔
대학 교수 힐링

혜민스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계절성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달라지

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만60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은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12월~익년 4월까지로 인하여 예방접종 권장 시

기는 10~12월이다. 권장시기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가 미 접종 시 접종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예방접종은 외곽지

역 경로당순회접종 실시 후 과천시청대강당에서 해당 동별로

예방접종 시작을 알립니다. 우선접종대상자는 가급적 예방접

종 권장시기에 접종을 하시어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접 종 시 기 : 10. 13(월)~약품소진 시까지

•접종대상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어르신, 기타(만성질환자 : 보건소문의, 기초생활수

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집단시설 수용자, 다문화 가정, 장기

기증자 등으로 만9세 이상자)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무료대상

자 증빙서류(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장애인증, 국

가유공자증 등)

•동별 일정표

저소득층 아동 무료 독감예방 접종

과천시 드림스타트에서는 과천시의사회와 연계해 드림스

타트 대상 아동에게 독감예방 주사를 무료 접종한다. 접종기

간은 10월 28일(화)~30일(목) 3일간이며 중심상가 지구 과천

예일의원(원장 배광준)에서 실시한다.

접종 대상은 과천시 드림스타트 아동 50명(선착순)으로 내

달 17일까지 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18~9)로 신청하

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gc.drea

mstart.go.kr)를 확인하면 된다.

과천시 여성등산대회

과천시여성단체협의

회에서는 아름다운 자

연환경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자

여성등산대회를 개최합

니다. 몸 풀기 체조, 청계

산 정상 등반, 하산 후 다

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 개인이나 단체들의 참여를 기다

립니다. 

•일　　정 : 10. 29(수) 10:00~15:00    

•장　　소 : 문원체육공원 분수대 앞 및 청계산

•인　　원 : 선착순 300명

•준 비 물 : 개인 도시락, 물 지참(김밥 한 줄 및 간단한 간식 지급)

•접수기간 : 9. 29(월)~10. 17(금) 3주간 

•접 수 처 : 과천시여성단체협의회 (3679-2007~2009)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는 과천가

족봉사단이 뭉쳐 10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천가족봉사단 나눔바자회’를 진행한다. 

과천가족봉사단은 2000년 1기 가족봉사단 발대를 시작으

로 매년 새로운 기수를 양성하고 3기~14기(12개 기수/126가

족/471명)가족봉사단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과천 이곳저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각 기수별로 먹거리, 후원물품 등을 판매하여 지역사

회 이웃을 돕는데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일 시 : 10. 25(토) 9:00~16:00

•장 소 :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주변

•내 용 : 지역사회 이웃돕기 ‘과천가족봉사단 나눔바자회’

내달 25일 ‘과천가족봉사단 나눔바자회’

접종날짜 접종대상 해당 동 장 소

10. 13(월) 중앙동, 별양동 거주자

과천시청 
대강당

10. 14(화) 갈현동, 부림동 거주자

10. 15(수) 과천동, 문원동 거주자

10. 16(목) ~ 10. 17(금) 접종 대상자 누구나

10. 20(월) ~ 약품소진 시까지 접종 대상자 누구나 보건소

교육청소년과 유연실 02-3677-2933

2014 하반기 토요기후교실 참가자 모집

•기　간 : 10. 11~12. 13(10강） 10:00~12:00(매주 토요일)

※현장견학이 있는 날은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 상 : 관내 거주 청소년 및 성인(가족포함) 각 회당 20명(선착순 모집)

•장 소 :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내 (견학은 견학장소）

•참가비 : 1강좌당 1인당 2천원（단, 견학 시 입장료 및 식비는 참가자

부담） ※견학 시 가족 단위로도 접수 가능

‘토토즐’ 프로그램 2014년도 4기 수강생 모집

과천문화원에서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라 배우는

토, 즐기는 토, 나누는 토를 모토로 한 ‘과천문화원 토토즐’ 프

로그램 2014년도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과천문화원 토토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사

고를 함양하고 행복한 문화경험을 쌓으며 또한 넓고 깊은 시각

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기 다

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교육콘텐츠를 마련하였다. 

‘과천문화원 토토즐’ 프로그램은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한국사, 중국어, 생태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에게 필

요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

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소통의 기본이 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고 인간

적인 세상을 디자인하고 교감하면서 청소년들이 해당 프로그

램을 통해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특징이다. 

과천문화원 이영구 원장은 “토요일은 문화원안에서 부모와

학생들이 즐기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시

키면서 아울러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겠다.”며 소감

을 밝혔다. 

•교육기간 : 10. 4(토)~12. 20(토)/ 12회

•수강신청 : 기존회원등록 9. 1(월)~9. 13(토) 

신규회원등록 9. 15(월)~10. 4(토)

•모집대상 : 어린이(6~7세)/ 초등학교 1~6학년 / 성인

•수강인원 : 각 프로그램별 20명(선착순) 

※ 70% 미달시 폐강됩니다. (그 외 수업은 정해진 명단 참고)

•수강신청 : 기존회원전화접수, 신규회원직접방문신청, 이메일

(000you888@hanmail.net), 팩스(507-1422)신청가능

•프로그램 : 과천문화원 홈페이지 공지 

※모든 강의는 교재비, 재료비 별도입니다

•결제방법 : 방문 현금결제 및 계좌이체(학생이름) 

문의 : 평생학습팀 3679-1415

일시 주제 내용 대상 장소

10. 11
지구온난화와

물의 전쟁

투발루와 아프리카
블루골드! 물은 누구의 것
인가? 그 많던 물은 다 어
디로~

초등
4~6학년

양재천

10. 18
바다 속의

CO²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
계 알기

초등 4~6
중학생

코르
디움

10. 25
기후변화와

에너지

화석연료 고갈문제에 대응
하는 에너지
★ 에너지 자립마을방문
탐방

초등3학년
이상 누구나

성대골
마을

11. 1
기후변화와

생태계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생태계

초등
3~6학년

서울대
공원

11. 8
기후변화와

음식

알고 먹으면 건강해져요~ 
냉장고속의 Food mileage
★ 주먹밥 만들기

초등
1~3학년

센터/
굴다리
시장

11. 15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CO²를 흡수하는 나무
어떤나무가 CO²를 가장 잘
흡수할까?

초등
1~3학년과

부모님
관악산

11. 2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의
변화 알기

초등1~3학
년과 부모님

청계산

11. 29
기후변화와 

폐기물

생활쓰레기 문제 및 활용
방안 알아보기
★ 신문지 화분 볼 만들기

초등
3학년이상

센터/
야외

12. 6
자원순환과 

재활용

금 나와라 뚝딱!
휴대폰과 고릴라가 공존하
는 방법

초등
4~6학년

1단지
아파트
재활용

장

12. 13
기후변화와 

대응
탄소성적 표시
LOCAL FOOD

초등3학년
이상 누구나

센터/
지역내 
대형
마트

※상기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천기후변화교육센터 3679-2107, 070-4217-2107  

축! 과천커플사랑 2호 부부 탄생

과천시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서 커플사랑이 시작되어 또 한

쌍의 예쁜 커플이 탄생하였습니다.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원봉사로 활동

하신 커플매니저의 꾸준한 노력으로 회원 수가 증가되어 많은

커플들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천시 여성비전센터가 되도록 하겠습

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커플사랑 회원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과천시 여성비전

센터 홈페이지(http://gcwoman.or.kr)를 방문하여 주세요.

문의 :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3679-2007

초등학생을 위한 식생활교육과 요리수업

•내　용 : 알록달록 삼색경단

•일　시 : 10. 18(토) 10:00~12:00

•대　상 : 3학년부터~16명

•장　소 :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교육관 3층(구 문원동사무소)

•재료비 : 5,000원(선착순)

•신　청 : 010-3834-1087(문자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구분 강의 시간 내용

10. 16(목)

09:00~09:10 오리엔테이션

1강 09:10~11:10 건강한 식생활

2강 11:20~13:20 먹을거리와 사회적 환경

10. 23(목)
3강 09:00~11:00 균형잡힌 영양

4강 11:10~13:10 설탕과 소금

10. 30(목) 5강 09:00~17:00
생명을 가꾸는 농사
(생산지 방문-괴산)

11. 6(목)
6강 09:00~11:00 식품첨가물

7강 11:10~13:10 유전자조작식품

11. 13(목)

8강 09:00~11:00 가까운 먹을거리, 탄소발자국

9강 11:10~13:10 식재료와 미각

수료식 13:10~13:40

※강의 순서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010-3834-1087, leesoph@naver.com

•교 육 명 : 식생활교육활동가(강사) 양성 기초과정

•기　　간 : 10. 16~11. 13(목) 09:00~13:10

•대　　상 : 과천시민 20명 

•장　　소 :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참가신청 : 10. 3(금)까지 전화 접수 후 이메일(leesoph@naver.com)

로 참가신청서 접수(메일주소 알려주시면 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식생활교육 활동 경험이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

- 기초, 심화과정을 각각 80%이상 이수하신 분께는 한살림식생활교

육센터(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21호)에서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과

정 수료증을 드림

- 심화과정은 2015년에 진행될 예정

•참가비 : 10만원(교재비, 현장체험, 실습재료비)

•주 최 :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과천시 산업경제과

•주 관 : 한살림식생활교육센터

식생활교육활동가 양성 기초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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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내용 일시 대상 정원 접수기간 참가비

가족

문화

10월 
가족사랑의 날

가족과 함께하는 빼빼로 만들기
10. 17(수)
19:30~20:30

초등부 자녀를 둔 가족 12가족
10. 1(월)
~선착순

가족당 
5.000원

온가족 세대공감 1,2,3세대가 함께하는 천연염색
10. 25(토)
10:00~12:00

1,2,3세대 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가족

6가족 ~10. 17(금)
가족당
5,000원

다문화인식개선교육
가족과 함께 배우는 다문화 요리
체험활동

10. 13(월), 10. 27(월)
15:30~17:30

5~7세 자녀와 보호자 16가족
10. 1(월)
~선착순

무료

가족

교육

금빛부부학교 
- 브라보! 우리가족
- 자산 탄탄, 몸 튼튼!
- 리마인드 웨딩촬영 

10. 7~11. 11(매주 화) 
10:00~11:30 

60세 이상 부부 10가정 ~9. 30(화)
개인당

30,000원

예비/신혼부부교육 
- 결혼과 가정 이해 
- 부부 비전 세우기
- 의사소통 기술

10. 18(토)
10:00~16:00

결혼예정이거나 
결혼 1~3년차 부부 

10커플
/20명

~10. 10(금)
가족당

10,000원

건강가정특강
하정훈과 함께하는 우리아이 건
강하게 키우는 방법  

10. 23(목)
19:30~21:00

누구나 40명 ~10. 17(금) 무료

가족

상담

행복가정경영 
STORY

- 행복가정 그 의미를 찾아서
- 나에게 맞는 행복가정 원포인트

솔루션

10. 16 (목)
19:00~21:00

개인 혹은 부부 10명 ~9월 무료

상담 개인, 가족, 부부 상담 연중 청소년~성인 - 수시접수
저소득 무료

개인 25,000원
가족 35,000원

심리검사
성격, 인성, 지능, 학습, 진로 등
심리검사

연중 유아~성인 - 수시접수
5,000원
10,000원

프로그램 일시 시간/대상 이용료

영어로 놀자! 
영어스토리텔링  

10. 7~12. 23
매주 화(12주)

10:00~10:40, 24~30개월 
10:50~11:30, 30~36개월

84,000원

말랑말랑 오물조물
점토놀이

10. 7~12. 23
매주 화(12주)

15:00~15:40, 24~36개월 
15:50~16:30, 37~48개월 
16:40~17:20, 49개월 이상

84,000원
(재료비 별도)

우리아이 면역력 업! 
베이비마사지

10. 8~12. 10
매주 수(10주)

10:00~10:40, 6~10개월
10:50~11:30, 2~7개월

30,000원
(타올, 오일 또는

로션 준비)

10. 16~12. 18
매주 목(10주)

10:00~10:40, 6~10개월
10:50~11:30, 2~7개월

30,000원
(타올, 오일 또는

로션 준비)

몸도 마음도 쑥쑥!
아이쑥쑥체육

10/8~12/24
매주 수(12주)

15:00~15:40  18~26개월 
15:50~16:30  27~40개월
16:40~17:20  27~40개월

84,000원

배우고 이야기하는
베베뮤직 톡톡

10. 16~12. 18
매주 목(10주)

14:00~14:40  6~12개월 
14:50~15:30  6~12개월 
15:40~16:20  13~18개월 
16:30~17:10  19~28개월

70,000원

10. 10~12. 12
매주 금(10주)

10:30~11:10  6~12개월 
11:20~12:00  13~18개월 

70,000원

아이러브맘카페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10. 10~12. 12 
매주 금(10주)

09:40~10:20 24~36개월 30,000원

신나는 몰펀세상
10. 10~12. 12
매주 금(10주)

15:00~15:40  36~45개월
15:50~16:30  46~54개월
16:40~17:20  55개월이상

70,000원

EM(유용미생물)활성액 무료 배포

EM활성액은 생활환경에 유용한 미생물들을 이용한 발효액

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처리 및 악취제거, 화장실 청소, 수질

정화, 찌든 때 제거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천의제21은 가정에서부터 배출되는 생활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EM활성액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

어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1가정에서 1회 1리터

로 제한하오니 협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빈 생수병’을 가지고

아래의 배포장소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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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차 없는 날 기념 생태교통의 거리

•일 시 : 10. 25(토) 11:00~17:00

•장 소 : 별양상가로(벽산상가, 외환은행골목)

•행사내용 : 도로위의 카페, 이색자전거타기 체험, 환경사진전시회,

페이스페인팅       

•주 관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 복지여성분과 503-8228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시면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푸른과천 자전거 대행진 개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우리고장을

푸른 환경으로 보존시키기 위한 녹색실천 활동으로 자전거 대

행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11. 1(토) 08:30(접수) 9:00~11:30

•코　　스 : 중앙공원 양재천 자전거도로 → 교육문화회관 무지개

다리까지(왕복13km) ※우천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모집기간 : 9. 29(월)~10. 24(금)

•모집방법 : 본 협의회 홈페이지접수

•참가대상 : 과천시민 누구나(선착순150명)상해보험가입, 생수지급

•참 가 비 : 1인 1,000원 [농협 301-0120-5858-81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이 벤 트 : 도착 후 경품추첨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문의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503-8228 

과천숲길에서 행복 찾기 참가자 모집

•일　　시 : 10. 22(수)10:00~12:00

•집결장소 : 과천교회 앞

•숲길탐방 : 숲길3코스 천혜수탐방로(과천교회-산불감시탑-과천향교 하산)    

•모집기간 : 9. 17(수)~10. 20(월)

•대　　상 : 과천거주 시민 선착순 25명(보험가입)

•준 비 물 : 물, 등산화 착용, 간편한 복장

•신　　청 : 과천시평생학습통합시스템 503-8228

•홈페이지 : www.gwacheonla21.or.kr

•주　　관 :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 복지여성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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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안내

•신청방법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educaregc.com)

가입 후 육아지원프로그램 신청 9월 22일(월) 오전 10시부터 접수가능

•부림아이러브맘카페

프로그램 일시 시간/대상 이용료

와글와글 퍼포먼스
미술

10. 7~12. 23
매주 화(12주)

13:30~14:10, 16~20개월 
14:20~15:00, 18~27개월 
15:10~15:50, 28~38개월 

84,000원 
(재료비 별

도)

유리드믹스
10. 8~12. 24
매주 수(12주)

13:30~14:10, 6~11개월  
14:20~15:00, 12~18개월  

84,000원 

노리토리
10. 2~12. 18
매주 목(11주)

13:30~14:10, 6~12개월  
14:20~15:00, 13~17개월  

77,000원 

베이비싸인 스쿨
10. 10~12. 26
매주 금(12주)

13:30~14:10, 8~13개월  
14:20~15:00, 14~20개월

84,000원 

구분 일시 내용 인원 이용료

가족지원
프로그램

10. 18(토)
10:30~11:20

힐링쿠킹
‘꽃도장떡’

24개월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영유아 7팀 

5,000원

부모교육
10. 25(토)

10:30~11:30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아빠
놀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5명

무료

•문원아이러브맘카페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10월 육아지원프로그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부모

의 양육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

는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 소 : 가족여성플라자 3층 부림아이러브맘카페 교육실

10월 아이러브맘카페 부모교육&가족지원프로그램

193개국 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 부산서 개최

과천의제21실천협의회 소식

소치 동계올림픽, 축구의 올림픽인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바로 10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가 개최됩니다. 

향후 10년의 세계 정보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ICT 전시회, 글로벌 콘퍼

런스 등 글로벌 ICT 축제의 장이 될 그 현장으로 과천시가 함께합니다.

한국, ITU 가입 62년 만에 전권회의 의장국… 글로벌 ICT 주도

10월 20일부터 3주간 부산 벡스코서… 경제효과 약 7,000억원

“과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10. 20∼11. 7(3주간)

•장　　소 : 부산시 벡스코(BEXCO) 일원

•참가규모 : 193개국 정보통신분야의 장관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3천여명 및 ICT

전시회 등 특별 행사 참관객 30만여명 예상

•특별행사

- ICT 전시회 :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글로벌 ICT 기업간 교류의 장

- 글로벌 콘퍼런스 : ICT의 미래와 현재를 조망하는 현안 논의의 장

- 문화 행사 :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체험과 스마트 한류 등 문화 행사 개최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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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4년 9월 25일(목)

마당극패 우금치의 광장극

<돼지잔치>

제18회 과천축제는 25일 오후 7시, 청사마당에서 마당극

패 우금치의 광장극 ‘돼지잔치’를 시작으로 그 화려한 막

을 올린다. 

해마다 가을이면 과천을 거리예술로 물들였던 과천축

제가 선정한 개막작 광장극 ‘돼지잔치’는 욕망의 시대, 우

리가 찾아야 할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

진다. 

이 작품은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건강한 전통

공동체 문화 속 대동놀이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차이를

인정하는 삶을 찾아보고자 한다. 26일 오후 7시, 청사마당

에서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다.

온앤오프 무용단의

<무지개>

마치 고무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연과 관계, 탄성을 가진

고무줄을 이용하여 무용수들이 거리를 변화시키고 서로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며 매순간 색다른 시공간을 연출한다. 

온앤오프 무용단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공동작업

외에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을 지향하며, 삶의 진실과 진

정성을 찾아 탐구하고 실천하는 무용단이다. 

25일, 26일, 27일 오후 7시 30분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

서 볼 수 있다.

3014년 인류의 마지막 남은 쓰레기 처리장

<별꽃도시>

지난해 달콤한 나의 집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팜 시어터의 신작 별꽃도시는 걷잡을 수 없는 쓰레기가 골

칫거리이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 더미 안에서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몸으로 쓰는 시’를 화두로 관객들에게 삶의 본질과 가

치를 보게 하고 일상의 변화를 갖도록 돕는 팜 시어터의 별

꽃도시는 25일, 26일, 27일 오후 8시 청사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대판 네모의 꿈

<꿈 속에서 꾸는 꿈>

입시와 공부의 스트레스 속에서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에 중독되어가는 교실 속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작품

이다. 

사각의 핸드폰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사각의 텔

레비전과 컴퓨터에 중독

되어 사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5일,

26일 오후 9시 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공연된다. 

11

제18회 과천축제 거리예술의 초대

제18회 과천축제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

일간 과천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막공연 및

폐막공연과 공식참가 11개 작품, 자유참가 11개

작품, 김대균의 줄타기 등 6개의 특별공연, 시

민이 직접 참여하는 11개의 시민거리 공연, 문

화예술체험 등 기획 및 부대행사와 먹거리 새

술막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 밖에도 한국마사

회, 서울대공원 등과 협력한 조랑말체험, 파충

류를 이용한 마술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총 80여회 거리예술 공연

국내 우수 거리예술 단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25일 오후 7시 청사마당에서 공연되는 마당극패 우금치의 광장극 <돼지잔치>의 한 장면

온앤오프 무용단의 <무지개>

3014년 인류의 마지막 남은 쓰레기 처리장 <별꽃도시>

1

2

3

4

국내공식참가작

특집ㅣ미리 보는 제18회 과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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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지름은 몇 미터입니까?

<지름3미터 요요쇼>

지름 5cm의 원형에 1.5m길이의 줄을 매단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리면 지름 3m의 원이 만들어진다. 요요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세상의 지름은 3m이다. 

3미터 세상 안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몰두해온 두

청년의 이야기는 26일

오후 5시, 6시 30분 중

앙공원 분수마당, 27

일, 28일 오후 4시, 6

시 별양동 상가 쉼터에

서 펼쳐진다. 

거센 풍랑 속에서 작지만 뜨거운 외침

<우산이 필요해 - 두번째 이야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리해고와 생활고의 절망

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자, 힘없는 노

숙자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다. 26일, 27일,

28일 오후 5시 30분 중앙공원 분수마당에서 볼 수 있다.

소월길 위에 비닐하우스는 용산구 소재 남산 소월길에서

만들어진 공연집단으로 실내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

들과 좀 더 가깝게 제약 없이 만나고자 거리와 야외로 공간

을 확대했다. 

유쾌한 음악 유랑극

<랄랄라쇼>

거대한 수레에 집을 싣고 다니는 기이한 행색의 부부. 좋

은 무대와 관객을 만나면 그들의 공연이 곧 시작된다. 부부

의 움직이는 집 여기저기에 숨겨진 여

러 악기와 다양한 오브제는 그

들의 이야기이자, 노래다. 

음악당 달다는 공연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음악이 아니라 공연의

주체가 되는 음악공연

을 만드는 것을 목표

로 삼고 있다. 

27일, 28일 오후 4시

30분 중앙공원 분수마

당, 28일 오후 7시 중앙로

KT 앞에서 유쾌한 음악에 빠

져볼 수 있다.

거대한 인형만큼이나 컸던 농민들의 꿈

<눈자라기>

동학농민혁명 120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우는 나무를

찾아온 아이에게 거대한 인형과 탈, 음악이 어우러져 상생,

평화, 생명을 이야기한다. 

극단 꼭두광대는 이 시대 최고 광대를 지향하는 탈(假面,

Mask) 전문 극단으로 탈, 소리,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과 함

께 보는 창작탈놀이극을 만든다. 27일과 28일 오후 5시 청

사마당에서 펼쳐진다.

일상 공간의 재발견

<함께 있다면..>

단절된 현대인들의 관계, 또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버팀

목 등의 의미로 벽을 사용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

한다. 27일, 28일 오후 5시 시민회관 야외무대에서 에너지

넘치는 거리무용을 보여준다. 

Project 곧ㅅ은 지나치는 사람들의 몸짓, 순간적으로 들

려오는 소리, 아무렇게나 펼쳐진 바닥과 벽, 모든 것을 무대

와 장치로 활용한다. 

결국, 기습적으로 할 수 밖에

<야간기습대회>

교육이란 시스템에 억눌려 자율성을 억압받는 아이들이

스스로 밖을 선택해서 나오는 이야기. 실험적인 예술을 지

향하며, 미술,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표

현방법을 활용하여 구성되는 작품으로 27일, 28일 오후 6

시 30분 중앙로 소방삼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괴담은 서울 그리고 괴담, 도시화, 그리고 인공성, 일

상 그리고 기이함을 중심으로 현대 도시가 가진 기묘하고

도 극단적인 이미지를 일상적인 장소에서 표현한다.  

천공의 배, 2011년 과천축제에서 초연된

<빛, 날다>의 새로운 여정

2014년에는 빌딩 벽을 화폭삼아 펼쳐지는 공중곡예 외

에 투명한 사각의 오브제가 ‘꿈의 배’ 형태로 바뀌면서 환

상적 요소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을 펼친다. 

이들의 공연은 산악장비와 구조물, 크레인으로 허공과

지상을 넘나들며, 경계 없이 자유롭게 공중을 누빈다.  

프로젝트 날다는 산악장비와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건

물의 외벽, 허공, 트러스무대, 그라운드 등 경계 없는 거리

에서의 공연을 추구한다. 27일과 28일 오후 8시 중앙로 KT

앞에서 펼쳐진다.

9과천사랑

거대한 인형만큼이나 컸던 농민들의 꿈 <눈자라기>

거센 풍랑 속에서 작지만 뜨거운 외침<우산이 필요해 - 두번째 이야기> 

일상 공간의 재발견 <함께 있다면..>

결국, 기습적으로 할 수 밖에 <야간기습대회> 천공의 배, 2011년 과천축제에서 초연된 <빛, 날다>의 새로운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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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미리 보는 제18회 과천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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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중심 단디

<어떤 그림>

건물 외벽에서 배우들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발자국이 찍

힌다. 두 발자국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커다란 이미

지를 만들어낸다.  25~26일 오후 6시 30분 시민회관 야외

무대

박진영

<모범인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위태로운 정체성을 가진 인

간,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하는 인간

이 되고 싶다. 나는 누구

인가. 25~26일 오후 8시

30분 시민회관 야외무대

김혜원

<잠자리 날아다니다>

잠자리가 반복적인 일상을 사

는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난 후, 세상의 모든 존

재는 다 다르며 소중

하다는 것을 깨닫는

다. 26일 오후 3시,

27~28일 오후 2시, 5

시 중앙공원 정자마당

연극연구소 명랑거울

<혈혈단신>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하듯 과거의 어느 시점별로 주인공

이 겪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결국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간

의 본성을 이야기한다. 

26일 오후 6시 중앙공원 분수마당, 27~28일 오후 7시

30분 중앙로 소방서삼거리

움직이는 밴드

<소파에 태워줄게>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소파위에서만 기타를 연주했던 고

리타분한 음악가가 그의 소파를 통째로 자전거에 싣고 길

거리 음악여행을 떠난다. 26일 오후 7시 중앙공원 분수마

당, 27~28일 오후 7시 30분 중앙로 KT앞

아시아춤연구소

<저곳>

인간의 삶 너머의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다양한 인간 군

상들의 사연들을 한편의 탈춤놀이로 엮어낸다. 26~27일

오후 7시 중앙공원 정자마당

프로젝트 모아

<그린 티>

거리를 청소하던 청

소부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원피스의 주인을

찾아다니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유쾌하게 그린다. 27~28일 오후 3시, 5시 별양동

상가 쉼터

공작소 365

<목공들이 만드는 이야기 피노키오>

나무 토막들이 서서히 피노키오와 주변 캐릭터들로 살아

난다.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모험을 한 피노키오는 마지막

에 제페토와 극적으로 재회한다. 27~28일 오후 5시 30분

중앙공원 야외무대

상상발전소

<전구인간>

거리의 액션 히어로처럼 전구모양을 한 동일한 복장의 집

단이 나타나 거리를 유쾌하게 만든다. 27~28일 오후 5시

30분 청사마당, 오후 7시 중앙로 소방서삼거리

전통창작그룹 이끌림

<이끌림, 유랑하다>

광대가 새로운 놀 판

을 찾아 유랑하며, 결

국 판을 찾고 한판 벌려

노는 모습을 재담과 기

예, 판굿 등을 포함한

전통연희로 표현한다.

27~28일 오후 6시 청사마당

아토&지니컴퍼니

<아토의 선물>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음악을 듣고 찾아온 현장의 관객

수십명이 함께 타악기를 치면서 음악을 만들어낸다. 27일

오후 7시 청사마당

자유참가작 11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신진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

1

2

3

4

5 8

7

6 9

11

10

창작중심 단디 <어떤 그림> 상상발전소 <전구인간>,   아토&지니컴퍼니 <아토의 선물>

움직이는 밴드 <소파에 태워줄게> 아시아춤연구소 <저곳> 공작소 365 <목공들이 만드는 이야기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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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음악원

<예인 이광수의 공감(共感)>

영·호남과

중 부 지 방 의

제 일 이 라 는

뜻의 삼도설

장구, 잽이들

의 뛰어난 기

교가 돋보이

는 사물판굿

등으로 구성

되어 흥겹고

역동적인 우리의 전통연희를 확인할 수 있

다. 26일 오후 5시 청사마당

이상림

<동물과 함께하는 마술>

파충류 사

육사인 이상

림은 많은 사

람들이 무서

움과 거부감

을 느끼는 비호감의 파충류(뱀, 악어, 도마

뱀)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동물 마

술쇼를 만들었다. 26일 오후 6시 30분 청

사마당

극단 얼‧아리

<퓨전 홍길동전>

퓨 전  홍

길 동 전 은

홍길동전을

현 대 적 인

감 각 으 로

각색, 관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당극

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홍길동

의 고장 장성’을 대표하는 마당극이다. 27

일 오후 4시 청사마당

과천무동답교놀이보존회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

18세기 말 정조대왕의 수원 능행이 빈번

해지자 그의 효행을 찬양하기위해 과천 백

성들이 연희를 베풀어 임금을 기쁘게 하였

다고 전승되어 온다. 28일 오후 3시 30분

청사마당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무
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보존회 

<김대균의 줄타기 - 판줄>

줄광대가 줄 위에

오르고 여러가지 잔

재비(기예)와 익살

스런 재담과 몸짓

으로 관객을 웃기

고 때로는 현 시대를

풍자하며 하나의 줄판

을 만들어 간다. 28일 오후 4시 청사마당

중요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
별신굿보존회

<남해안별신굿>

남해안별신굿은 경상남도 통영시를 중심

으로 남해안 일대 도서 지방의 어촌 마을의

공동제의로 세습무들이 주관하는 굿이다.

28일 오후 4시 시민회관 야외무대

프로젝트 락(樂)

<에스닉팝>

풍부한 리듬과 다양한 국악기 선율의 만

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음악인 에

스닉 팝에 빠져보자.

커먼그라운드

<브라스 펑크>

재즈, 락, 펑크, R&B, 소울 등 다양한 장

르의 음악을 섭렵하고 있는 각각의 멤버들

의 개성이 한곳으로 뭉쳐서 탄생한 대중음

악의 결정체!

로큰롤라디오

<모던 록>

유니크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곡

들을 파워풀한 비트, 깔끔하고 정교한 사운

드 그대로 실현해내며 로큰롤에 굶주려 있

던 관객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는다.

과천축제 100배 즐기기

폐막작 화희낙락(火 樂樂) 예술불꽃
화(花,火)랑…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

래기 위해 폐막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형적인 불꽃연출에서 탈피, 불

꽃을 공연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단체

예술불꽃 화(花,火)랑의 폐막작 ‘화희낙

락火戱樂樂’은 색다른 묘미를 선사할 예

정이다.

‘화희낙락火戱樂樂’은 잃어버린 우리

나라의 유희문화의 중심에 있던 불꽃공연

화희(火戱)가 담긴 화산대를 예술불꽃 화

(花,火)랑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다. 이제는 사라져 상상 속에서만 볼 수 있

던 불꽃의 화산대를 현재의 광대가 깨워

내 잊혀 진 이야기를 그려낸다. 

‘화희낙락火戱樂樂’은 중앙로 KT 앞

에서 청사마당으로 이동하면서 진행될 예

정이다.

다시 돌아온 작품들… 프로젝트 날다

의 ‘빛, 날다-새로운 여정’은 2011년 과

천축제에서 초연된 ‘빛, 날다’를 새롭게

재창작한 작품이다. 

2011년 화려한 불꽃과 아찔한 공중곡

예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프로

젝트 날다는 새로운 연출과 시도로 무장

하고 또 다시 과천의 하늘을 접수할 예정

이다. 

소월길 위에 비닐하우스의 ‘우산이 필

요해-두번째 이야기’는 2013년 과천축

제에서 공연된 작품이다. 이번에는 그 역

량을 인정받아 공식참가작으로 초대 되었

다. 그들의 작지만 뜨거운 외침이 다시 한

번 시작된다. 

중앙로 전면통제… 올해에도 예년과 동

일하게 27일, 28일 양일간 과천 중앙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통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통제되며, 과천

중앙로를 통과하는 모든 버스는 우회로로

운행된다. 

통제구간은 도서관삼거리부터 과천청

사 사거리까지의 약 1km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

다. 일 년에 단 한 번, 차가 없는 과천의 거

리를 만끽해보길 바란다.

배부른 4일, ‘새술막’ 운영… 공연도

놓칠 수 없고, 맛있는 먹거리도 놓칠 수 없

는 관람객들을 위하여 ‘새술막’이라는 먹

거리 터가 운영된다. 

새술막은 과천의 옛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과천시 부녀회 회원들에 의해

오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될 예

정이다. 2012년 처음 운영되어 호평을 받

아온 새술막은, 수익금도 전액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배도 채우고 빈곤한 마음도 따듯하게

채워줄 새술막에서 맛있는 먹거리들이 관

람객들을 기다린다.

함께 즐기는 축제 ‘축제사랑방’… 예
술가 교류 및 창작자 발굴의 산실로서 능

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신

설한 ‘축제사랑방’은 국내외 예술가와 매

개자(기획자), 예술가와 관객의 만남과 교

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7년여 동안 예술가와 기획자, 관객의 만

남과 교류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올해 역

시 거리예술의 선두로 수많은 예술가들과

기획자, 관객들의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거리공연’… 지

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제 행사의 참여도

를 높이고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자 2011년에 처음 기획되었다. 

피아노·하모니카·색소폰 등의 음악

공연과 더불어 어쿠스틱·댄스·연극·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장르의 시민참여

공연이 준비돼 있어 명실상부 시민과 함

께하는 축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총 11개의 시민거리공연단체가

공연할 예정이다.

소통은 기본! SNS에서 만나요… 제
18회 과천축제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

용하여 만날 수 있다. 

축제의 사전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

w.gcfest.or.kr)와 블로그(http://blog.na

ver.com/kgcfestival)에서 얻을 수 있으

며, 페이스북(www.facebook.com/gcfes

t), 트위터(@gcfest)를 통해 축제와 실시

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인쇄물과 온라인 페이지에

과천축제 QR코드를 삽입하여 시간과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축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제기

간동안 현장에서는 주행사장과 중앙공원

등에 마련되는 축제 안내소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별초청작 6 특별초청작으로 김대균 줄타기 등의 자매도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음악공연 3
하루를 마무리하는 라이브 공연이 매일
저녁 9시 30분 청사마당에서 열린다.1

1

2

3

3 5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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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지회(지회장 강규형)가 지난 3일

‘1·3세대(노·소년 세대)가 함께 떠나는

정조대왕의 효행사적지 답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이

뤄진 이날 답사에는 과천초등학교 어린이

134명과 대한노인회 관계인사 및 과천초

등학교 교장, 교사 등 1세대 18명이 참가

해 효행의 진수를 되새기는 나라사랑 원정

대의 체험을 가졌다.

이날 이들 참가자는 오전 9시 과천초등

학교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조의 22대 정

도대왕의 효행심과 정성으로 조성한 사도

세자의 융릉을 찾아가 참배하며 정조의 참

효심을 되새겼다.

도중에 정조가 축조한 수원성에 있는

팔달문과 장안문을 지나면서 1·3세대가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았다.

교육 강사로 참석한 강규형 지회장은

“희망의 꿈을 안고 미래를 개척하는 어린

이 여러분이 충효의 참뜻을 느껴보는 기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정조의 효

행사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의 효행실천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가에 대

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며 “시간 관계로 현충원참배는 못했지만

임진왜란 때 만고의 충신 이순신장군이 인

성교육과 희생정신으로 왜군을 물리친 쾌

거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역설하였다.

12 2014년 9월 25일(목) 과천사랑종합

과천시노인복지관은 추석을 맞아 지

난 9월 3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

위 나눔마당’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

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

해 애써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따뜻한 송편과 함께 전달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고유의 의미를 되새

겨 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송편의 주재료인 쌀은 복

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나누米

(미)’라는 이름으로 복지관에 100㎏이

상 모아졌으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사

랑과 정으로 바뀌어 질 수 있었다. 

행사 당일에는 복지관 대강당에서 어

르신 100여명과 코오롱·수자원공사 직

원들이 함께하여 송편을 빚었으며, 덕담

편지를 손수 적어 따뜻한 송편과 함께 지

역사회에 전달하였다.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지역사회 기관, 후원업체, 수급자 및 저

소득층어르신 70가정, 지역주민 600여

명에게 전달되었다. 

과천시노인복지관 송석하 관장은 ‘한

가위를 앞두고 나눔의 의미와 이웃사랑

을 몸소 실천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

해 복지관이 아름다운 나눔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천시노인복지관 502-8500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과천

바로마켓(회장 이재영)에서는 과천지역 어

르신들을 위한 후원물품(쌀 80kg, 두유

1,563개) 및 상품권(4,000,000원)을 과천

시노인복지관(관장 송석하)에 후원하였다.

바로마켓은 농수산식품 직거래활성화

를 위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구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

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해 오

고 있으며, 약 80개의 농가가 참여하는 직

거래 장터로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후원받은 쌀 80kg, 두유 1,563개

(1,200,000원 상당)는 본 복지관 추석나

눔행사에 사용되었으며, 4,000,000원 상

당의 상품권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직접

나눠드렸다.

바로마켓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

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

고 있다. 

과천문협은 과천문단의 내일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마추어 작가를 발굴하고 새로

운 감성과 순수한 문학적 역량을 갖춘 기

성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22회 율목시

민문학상’ 원고를 모집한다. 

응모분야는 시·시조·동시·동화·

수필·단편소설·평론 등 7개 분야이다. 

응모편수는 시와 시조·동시 3~5편,

수필 2편, 동화·단편소설·평론은 1편

(원고지 50매 내외)이다.

응모자는 10월 15일까지 작품을 A4용

지로 출력하여 과천문협 사무국(507-

1359 010-4366-7550)으로 접수하면 된

다.  우편(427-040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

민회관 2층 과천예총 내 과천문인협회) 접

수 시엔 10월 15일 소인까지만 인정하며

일단 제출한 후엔 반환이 불가능하다. 또

원고를 보낼 때는 봉투에 ‘시민문학상 응

모작품’이라고 적고 응모 분야를, 원고 앞

면에는 응모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

을 기재해야 한다. 

시상내역은 △ 최우수상 : 1 명  상금 20

만원과 상패 △우수상 : 2 명  상금 각 15만

원과 상패 △장려상 : 3 명  상금 각 10만원

과 상패 등이다.

당선작품은 과천문협에서 발행하는

《果川文學》에 발표하며, 당선자들에게는

과천문인협회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또

일정기간 수련을 통해 중앙문단에 등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천시노인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마당’ 실시

어른 공경, 나라사랑 ‘1·3세대가 떴다’

과천시노인회와 과천초 어린이들, 효행사적지 답사

물질은 나누고 사랑은 더하고

추석 명절 이웃사랑 실천 나눔 행렬 이어져

과천시노인복지관에 상품권 및 후원품 전달

과천 바로마켓, 과천어르신들 위해 400만원 상당 

제22회 율목시민문학상 원고 모집

시·시조·동시·동화·수필 등 7개 분야… 내달 15일까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한가위 나눔

과천 관내 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지난

추석 때 관내 저소득 이웃에 성금과 쌀, 생

활필수품 등을 전달했다.

가장 눈에 띄

는 기탁자는  갈

현동 주민자치

위원회 고문이

자 남서울 주유

소를 경영하고

있는 유인길 대

표다. 유 대표는 지난 9월 2일 과천시에 불

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해 과

천의 한가위를 훈훈하게 했다. 

유 대표는 앞으로 1,000만원을 더 기탁

하면 2013년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5,000만원을 나누어 기탁하겠다던 약속

을 모두 이행하게 된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

도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을 위해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과천지부는 저

소득 주민과 독

거노인 등 5가

구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

접하고 쇠고기

선물세트를 전달해 한가위를 더욱 풍성하

게 해주었다.

이 외에도 과천회가 농협상품권 300만

원을, 과천 교회가 쌀 16가마를, 코오롱

가족봉사단이 쌀 8가마와 라면 등을 기부

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유인길 남서울 주유소 대표 1,000만원 기탁

대한전문건설협회·과천회 500만원 전달

NH농협·과천교회·코오롱가족봉사단 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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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사랑 10월 주요 행사 132014년 9월 25일(목)

이번 어린이 안전주간잔치를 기획한 안

전총괄과 박승원 과장은 “올해 다섯 번째

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빈번

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기 위한 것으

로 온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공동 주

최하며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 인형극 공

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버스 운영,

가족안전체험 부스 등 3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생활안전 인형극 ‘할까, 말

까?’는 내달 10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

서 1일 3회(오전 10시, 11시, 13시) 공연된

다. 공연시간은 50분이다. 공연 예약은 관

내 어린이집 54개소와 유치원 8개소를 대

상으로 단체접수 후 잔여좌석에 한해 가족

단위 일반 관람객에게 배정한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버스’는 행

사장에 비치된 7대의 안전체험버스 차량과

1대의 모형 승강기에서 재난안전 전문강사

의 지도아래 유괴 및 성폭력 등 신변 안전체

험과 지진이나 화재 시 대피 체험, 물 소화

기 체험 등을 하게 된다. 

회당 체험시간은 15분이며 신변안전체

험 중 ‘뱅글이와 통통이를 도와주세요’라

는 인형극도 보여준다.

가족안전체험 부스에선 안전띠 착용, 통

학버스 승하차 체험,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과 구급체험, 올바른 자전거타기 체험, 가

스 안전 사용법 및 비상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실천 생활화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제4회 과천시 어린이 안전주간잔치’… 10월 10~11일 개최

다양한 융합형 과학탐구활동으로 과학

에 대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신비스러

움과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한 ‘제13회 토

리아리과학축제’도 기획돼 있다. 올해 축

제는 ‘오감과 무한 상상! 과학 상상의 세

계’라는 주제로 내달 11일(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마당에서 펼

쳐진다.

정보과학도서관 장동철 관장은 “해마다

도서관 내 에어드리공원에서 개최했었는

데 올해는 청사마당에서 과천시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낙하산 에어로켓 발사 시연을

시작으로 16개의 실험부스와 로봇부스의

레이싱 조정경기 체험, 환경과학체험 ‘푸

름이 이동 환경차’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과학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

과학탐구마당’에서는 바나나&딸기 우유

만들기 등 16개 체험활동부스가 운영된다.

정전기 현상과 녹말의 성질, 거울반사 원리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도 한다. 

과학전시체험마당에선 ‘내친구 로봇이

랑 신나게 놀자!’라는 주제로 댄스로봇, 축

구로봇, 엠카레이싱봇, 체조로봇 등 4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음악과 함께 로봇이 댄스를 추는 댄스로

봇 시연은 1일 4회 운영되며 2명이 조종하

면서 1조가 되어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축

구로봇과 체험자가 직접 조정하면서 체조,

걷기, 뛰어가기 등의 액션을 체험해보는

체조로봇도 관람객들의 흥미를 돋울 예정

이다. 

환경과학체험마당에선 ‘푸름이 이동환

경과학차’에서 기후변화 관련 시청각자료

상영 및 친환경 에너지 콘텐츠교육이 이뤄

진다. 수건패브릭스탬프 꾸미기, 연필꽂이

만들기, 야생동물 발자국 버튼 만들기, 이동

교구상자 체험 등 환경·과학·문화가 융

합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신나는 댄스와 코믹한 마임 및

서커스에 과학적 요소를 더한 ‘셔플 코믹

스’ 코미디 퍼포먼스와 과학 및 우주, SF관

련 만화영화도 상영된다.

‘제13회 토리아리과학축제’… 10월 11일 개최

“10월 10일~11일, 청사마당으로 오세요”
과천시민회관 옆 청사마당에서 과학전시·실험·로봇체험과 신변 안전·대피·물소화기 체험, 인형극을 공짜로 보며 가을을 만끽하

는 것은 어떨까?  내달 10일(금)과 11일(토) 이틀간 청사마당에서 ‘제13회 토리아리과학축제’와 ‘제4회 과천시 어린이 안전주간잔치’가

열린다. 매년 정보과학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중앙공원 등지에서 열리던 이 두 개의 행사가 청사마당에서 함께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이는 5월5일 어린이날에 즈음해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회 과천시 어린이 안전주간잔치’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10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리아리과학축제는 11일 단 하루 동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10일과 11일 이틀간 각각 오전 10시부터 시

작해 오후 4시쯤 끝난다. 가을소풍 삼아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면 좋을 듯싶다. 

지난해 정보과학도서관 내 에어드리 공원에서 열린 ‘제12회 토리아리과학축제’ 모습

지난해 과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3회 과천시 어린이 안전주간잔치’ 모습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대상

생활안전 인형극 ‘할까, 말까?’ 인형극 공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버스’ 운영 등 다채

심폐소생술 등 비상시 대처방법 교육

오전 10시 개막선언 및 낙하산 에어로켓 발사

바나나&딸기 우유 만들기 등 16개 과학실험

음악과 함께 춤추는 댄스 로봇 시연

코미디 퍼포먼스와 SF만화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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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4년 9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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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브 과천 커피 생산직 사원 1명
주5일근무, 13:00~18:00
시급 6000원 이상

인근거주자 우대, 남녀 무관

2 ○○산업개발 과천 토목기사 1명
주5일근무, 09:00~18:30
연봉 2000만 이상

1종보통 운전면허, 토목기사 및
건설관련 자격증

3 ㈜○○서비스 안양 캐셔, 상품진열 사원 5명
주5일근무(휴무일 협의)
08:00~17:00 / 15:00~24:00
월 130만원 

주말근무 가능자, 인근거주자
우대

4 ○○구이 안양 홀써빙원, 주방보조 4명
주6일근무, 10:00~22:00
월 18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관련 경력자
우대

5 ㈜컨설○○인터내셔날 과천 교육운영팀 사원 3명
주5일근무, 08:30~18:30
월 126만원

청년인턴 채용건, 평생교육사 소
지자, 직업상담사 소지자

6 ○○도쿄 과천 쇼핑몰 웹디자이너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월 15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포토샵 활용
가능자, 관련 경력자 우대, 남녀
무관

7 (주)○○송풍기 과천 송풍기 설계사원 2명
주5일근무, 08:00~17:00
연봉 3500만원

송풍기 설계경력 5년이상, 관련
전공자 우대, 캐드 능숙자 우대

8 ○○자동차 과천 차량 정비기사 2명
주6일근무, 08:30~19:00
연봉 2000만원

관련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9 ㈜유어○○데이 과천
자재관리, 택배포장, 창고관
리 사원

1명
주6일근무, 09:00~19:00
월 16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10 ㈜신○ 과천
단순 노무사원 채소전처리
(단순절단, 세척, 포장등)

2명
주6일근무, 08:30~17:30
연봉 2000만원

운전 가능자, 인근거주자 우대

11 (사)○○○혈액원 과천
전산실 개발 및 관리, 시스템
D/B관리, 신규프로그램 관리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연봉 2400만원

관련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2 ㈜○스톰 안양 경리사무원 1명
주5일근무, 08:30~18:30
연봉 1600만원

관련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3 (주)○민 과천 물류배송 사원 1명
주5일근무, 08:30~18:00
연봉 2500만원

관련 경력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종보통 운전면허

14 ○○노인돌봄센터 과천 입주재가 요양보호사 1명
주6일근무(월~토), 06:00~06:00
월 23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요양보호사 자
격증

15 ㈜엔○씨 군포 영업지원사무원 1명
주5일근무, 08:00~19:00
연봉 2600만원

영어 가능자 필수, 일본어, 중국
어 가능자 우대, 청년층 우대 

16 ○○○휘트니스 과천 일반 사무원 FC 1명
주6일근무, 10:00~19:00
월 130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청년층 우대

17 ㈜○○행복한사람들 과천 주방보조 및 홀서빙원 2명
주6일근무(휴무일 협의)
10:00~22:00 (월 170만원 이상)
10:00~15:00 (시급 6000원)

장기근무자 우대, 인근거주자
우대

18 ○○통산(주) 과천 객장안내원(청원경찰) 1명
주5일근무, 08:30~18:00
월 122만원

인근거주자 우대, 청년층 우대

19 ○○낙지 과천 홀써빙원 1명
주말근무(토~일) 09:50~21:50
일급 70000원

주말근무 가능자, 장기근무자 우대

20 ○○실크 안양 스카프 미싱 및 포장 3명
주6일근무,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시급 5210원 

인근거주자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21 케이○○어학원 과천 영어 보조교사 1명
주2일~4일 근무(협의 가능)
평일 12:30~18:30, 시급 8000원

영어 가능자 우대, 유아교육전공
자 우대

22 ㈜○어스 과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1명
주5일근무, 08:00~17:00
연봉 3500만원

엔지니어 7년이상 유경험자 우대

23 ㈜○○○인테리어 과천 인테리어 설계사원 2명
주5일근무, 09:00~18:00
연봉 2500만원

설계경력 3년이상, 장기근무자
우대

24 셀마○○파츠 과천 매장, 창고관리 사원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월 150만원

1종보통 운전면허, 청년층 우대,
장기근무자 우대

25 ㈜○○커뮤니케이션즈 서초 온라인 마케팅사원 1명
주5일근무, 09:00~18:00
연봉 2200만원

마케팅경력 1년이상, 청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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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에서 구인구직상담 받으세요

구인·구직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현장성·접근성 강

화를 위해 9월 1일부터 주민센터 내에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합니다.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운영으로 그동안 시청 일자

리센터에서만 지원 가능했던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사

후관리 등 일자리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구직자의 다양한 수

요에 부합하는 구인·구직 맞춤 연계를 통해 취업률 향상

과 구인 구직간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니다.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배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용

률 70% 달성을 위한 시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곳은 과천동,

문원동 주민센터(2개소)이고, 상담가능시간은 월~금요

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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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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6학년 큰딸이 학교 숙제를 한다고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어머니 지구를 살리
는 녹색세대’란 책은 나의 삶에 생각의 변화
를 가져다주었다. 아이가 침대 머리맡에 읽
다가 던져둔 책을 무심코 들고 한 장 두 장
읽다 보니, 불편함을 참고 저탄소 생활을 실
천하는 저자의 생활이 놀라웠다. 

‘나 하나 아끼고 전기 절약해봐야 지구가
변하나?’ ‘넓은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
뜨려봐야 뭐 티라도 날까?’ 하며 무관심했
던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이 가슴에 쾅하니
와 닿았다. 

얼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실천하
는 행동이 다름 아닌 우리 아이들까지도 위
하고 걱정하는 행동인데 하물며 엄마인 나
는 너무 무지하지 않았던가? 내 자식이 겪
을 수도 있는 환경의 재앙을 비로소 실감나
게 걱정하면서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빠져가는 전기세가 매달 얼마인
지도 몰랐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태평양 드넓은 바다
에 잉크를 떨어뜨리는 작은 실천이 우리 집
에서도 시작되었다. 우선 온실가스의 주범
인 이산화탄소 줄이기의 시작은 가장 기본
적인 전등 끄기, 안 쓰는 플러그 빼기부터
시작되었다. 

남편이 방에 불 좀 끄라고 그렇게 잔소리
를 했어도 꼼짝도 안했던 내가 누구보다 앞
장서서 불을 끄고 다녔다. 마음가짐 하나 바
꾸니 불편한 생활도 그리 불편으로 느껴지
지 않았다. 

마침 딸의 친구 엄마 모임에서 과천시의

기후변화센터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로
전기를 절약한 만큼 통장으로 돈을 환급받
았다는 말을 들었다. 과천기후변화센터에
딸과 함께 찾아갔다. 

KT빌딩의 지하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센
터에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멀티탭
이랑 안내 책자도 후하게 받아왔다. 역시 과
천시에 살길 잘했다며 생활에 기쁨을 준 공
짜 선물 멀티탭을 설치하고 잠들기 전에는
방방마다 돌면서 멀티탭을 껐다. 

다른 친구 엄마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탄
소포인트제에 가입했던 친구가 더 있었고
나처럼 새로 가입한 집도 세 집이 더 되어
우리는 자연스레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저탄소 생활로 뜻을 모을 수 있었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 뭉치면 큰 눈사람도
만들 수 있다. 엄마 혼자 스위치 내리고 멀
티탭을 끄며 밤마다 야경 돌면 뭐하나 가족
들이 손발이 짝짝 맞아야지.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 책도 읽힐 겸 겸사겸
사 환경 관련 책을 몇 권 돌려 읽히기로 하
고 읽은 후 모여 이야기도 하였다. 

저탄소생활을 하기 위해 아이들이 낸 계
획은 훌륭했다. 물 절약을 위한 샤워시간 줄
이기, 종이컵 안 쓰기, 친환경 텃밭 만들기,
전기밥솥 안 쓰기 등등. 

실제로 샤워를 3분 동안 하기에 도전한
친구도 있어 입이 쩍 벌어졌다. 그 말을 듣
고 한 시간씩 샤워를 하던 사춘기 우리 딸도
삼십분 샤워에 도전했다. 아이들이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찬반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나온
다는 자체가 신선하고 기특했다. 스스로 생
각해낸 방법들이니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
때보다 훨씬 열심이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은 불편한 점이 따른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전기제품 사용을
줄이고 여름에는 좀 덥게, 겨울에는 좀 춥
게, 좀 더 몸을 움직이며 억척을 떨어야 한
다. 그러나 그런 실천으로 우리 아이들이 맑
은 공기, 깨끗한 자연에서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다면 조금의 불편함이 문제일까?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살아야할 지구를
지키는 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엄마가
빠지겠나 싶다. 조금 결심이 무뎌질 때면 나
의 통장으로 돌아올 탄소포인트와 바꾼 현
금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절약하고
불편함을 즐길 것이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 다가
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물방울이 모이길 기대해 본다.

억척 엄마의 탄소 줄이기
▶▶ 이 하 영 (문원청계길)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못하던 과천

토요예술무대를 두 번 연이어 남편과 함께 즐기게

됐다. 

어느덧 올해로 18회가 된 토요예술무대(시민회관

야외무대)는 주말 저녁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관람

객들로 빈자리가 없이 빼곡했다. 특별히 인상 깊었

던 무대는 마지막 날 저녁 ‘하림과 집시앤피쉬 오케

스트라’가 마련한 집시 음악 공

연이었다. 

하림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고유

한 민속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으

로 매일 저녁 즐겨 들어온  KBS

FM 음악프로 진행자로도 유명

하다. 그는 이날 독일부터 그리

스, 잉글랜드까지 여러 나라의

악기를 들고 나와 각 나라의 고

유한 민속음악을 신나게 연주하

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게 웬일인가. 부모를 따라 나온 3~4살

꼬마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바람이 나

서 무대 앞으로 나오더니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더 신이 난 아이들은 이제 점점

그 수가 늘어나 급기야 수십명의 아이들이 떼를 지

어 앞으로 나와 계속 춤을 췄다. 

그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덩달아 박수를 치며 장

단을 맞추며 흥을 돋웠다. 어떤 공연에서도 보기 힘

든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하림은 “저 원래 발라드 가

수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춤을 추네요”라며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고무돼 더 신나게 연주

를 했다. 

무대 앞으로 떠나지 않고 춤을 추는 아이들의 반

응 덕에 준비된 공연이 다 끝나고도 하림은 계속 앵

콜 공연을 이어나갔고 이에 관객들은 더 힘찬 박수

로 자리를 지켰다. 

이날 공연은 정말 남녀노소 모

두가 한마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뮤지션과 관람객의 벽을 허물며

하나로 어울린 멋진 현장이었

다. 그래서 절실히 느꼈다. 

음악이 신나면 굳이 누가 나오

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관객은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몸이 가는

대로 춤추게 되는구나. 어른들은

다소 멋쩍어 무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리를 지켰지만 순수한 아이들은 음악에 몸

을 맡기며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구나… 아이들의 그

런 모습은 모든 관객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선물했

다. 그리고 과천시의 토요예술무대에 신선한 과제를

던져주었다. 

굳이 유명한 뮤지션을 모셔오지 않더라도, 가족

관람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하림과 같은 뮤지

션을 초청한다면, 그 자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

우러지는 무대가 될 수 있음을 이날 공연은 일깨워

주었다.

수십명 아이들이 몰려나와 춤춘 축제

▶▶ 최 영 미 (편집위원)

과천의 소망은 과천에서 

과천의 사람이 이루어내는 행복이라네

무궁화 다시 피어 장관을 이루어

과천의 무궁한 발전을 예고하듯 피었네

2014년 내 손으로 뽑은 과천의 일꾼들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세계 속의 과천으로 거듭나

민주주의의 새로운 성과를 자랑하여

날로 발전하는 과천을 세상에 알리리라

살기 좋은 과천에 날아든 새 소식 새 일꾼

서민을 사랑하는 시장님

일을 사랑하는 의원님들

새 희망을 노래하는 시민들

얼쑤~얼쑤~어깨춤이 절로 나

옛것은 소중하게 전수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첨단 과학으로 최선을 다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내 고장을 빛내리라

민주주의 꽃은 피었네

▶▶ 박 종 희 (관문로)

독자의 시

과천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토요예술무대를 다녀와서

과천사랑 독자마당 152014년 9월 25일(목)

태평양에 잉크 떨어트리는 식이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듯

작은 눈덩이를 굴려 큰 눈사람을 만들듯

열심히 절약하고 불편함을 즐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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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4년 9월 25일(목) 과천사랑시정소식

추사박물관 2014 하반기 기획전 ‘추
사 글씨 현판’전(展)이 9월 30일(화) 오
후 2시 30분에 개막식을 갖고 10월 말
까지 개최된다. 

상반기 전시가 추사가 보낸 편지를
주제로 작은 글씨를 위주로 한 반면, 하
반기 기획전 ‘추사 글씨 현판’전(展)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편액, 현판, 비석
등 큰 글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이번 기획
전은, <문학금석> 대련, <쾌의당(快意
堂)> 현판 등 추사 선생의 큰 글씨와 함
께 옹방강의 <육경일금> 현판, 다산 정
약용의 <정석(丁石)>, 대원군의 <수여

금석> 등 교유한 인물들의 글씨도 살필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추사 큰 글씨의 다양함
과 함께 추사체의 변화도 감상할 수 있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획전과 함
께 추사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심
있는 관람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주제 : ‘추사 글씨 현판’전(展)

•전시개막 : 9. 30(화) 오후 2시 30분

•전시기간 : 9. 30(화)~11. 30(일)/ 2개월간

•전시장소 : 추사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 <문학금석> 대련, <쾌의당(快

意堂)> 현판 등 40여점

문의 : 교육청소년과 수련관운영팀 2150-3922

청소년수련관 10월 과천시네마 상영 안내 (매주 화요일 19:00 4층 공연장) 2014년 하반기 기획전 - 추사 글씨 현판 전(展) 개최

제12회 과천시 영어말하기경시대회 개최

※주의사항 :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 금지

누들

19:00∼20:40
전체/자막

10월 7일(화)

슈렉포에버

19:00∼20:33
전체/더빙

10월 14일(화)

신데렐라 맨

19:00∼21:24
전체/자막

10월 21(화)

이웃집 토토로

19:00∼20:27
전체/더빙

10월 28일(화)

오는 10월 23일(목요일) 청소년수련관에
서 제12회 과천시영어말하기경시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11년간의 대회 역사를
계승하면서도 다이내믹한 경연방식을 도
입하는 등 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로 진
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짧은 스피치(1분)와 즉흥대화(3
분) 경연을 탈피, 영상을 활용한 영어프리
젠테이션 (2분)과 발표에 대한 토론(2분)으
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원고를 외워 일방적으로 낭송
해왔던 참가자 중심의 경연보다는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영어실력과 발표 내

용을 효과적으로 관중에게 전달하고, 설득
하는 경연으로, 보다 교육적이면서 소통중
심적인 대회로 재편된다. 

경연 이틀 전 10월 21일(화요일)에 참가
학교별로 현장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전달
력, 발표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기
회를 가질 수 있다. 

과천시 관내 학교에서 학내 예선을 통해
선발된 5명의 학교 대표들의(국내부문 3명,
국외부문 2명) 서류와 원고를 1차로 9월 22
일까지 과천잉글리시타운 사무실(청소년
수련관 3층)로 접수하면 되고, 미달시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새롭고 다이내믹한 제12회 과천시영
어말하기경시대회를 통해 과천 청소년들이
글로벌시대 앞서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문의 :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2150-3923

과천잉글리시타운 2150-3925

여학생들만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농구교실 개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여학생 전용
농구교실’을 신설한다. 

신체발달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에 고학
년으로 올라갈수록 운동량이 적어지고,  운
동 프로그램 참여가 적은 여학생들을 위한
전용 농구교실로 매주 화·목요일 18:00 ~
18:50까지 진행된다.

운동부족으로 오는 체력 저하 방지 및 비
만관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자
한다.  

균형 잡힌 신체발달에 관심이 있는 여학
생들은  ‘여학생 전용 농구교실’에 많은 참여
를 바란다.

문의 : 청소년수련관 2150-3970~1

추사박물관 2014 하반기 학술대회는 ‘추
사의 큰 글씨’를 주제로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추사체의 변화 뿐만 아
니라 조선과 청나라의 문화교류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상반
기 학술대회 논문과 함께 단행본 ‘추사박물
관 총서2 추사 글씨의 변화(가제)’로 발간될
예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
탁드린다.

추사박물관 2014년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

추사박물관을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0월 휴관안내
합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은 정상운영 되오니
박물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
히 개천절은 21시까지 야간 운영합니다.

•개천절, 한글날 정상운영

- 개천절 10. 3(금) 9:00~21:00 (야간연장)  

-  한글날 10. 9(목) 9:00~18:00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코오롱 가
족 봉사단입니
다.” 어느 날, 한 시
민으로부터 전화
가 왔다. 처음에는
그저 자원봉사 신
청을 위한 전화려
니 생각했다.  근
데 아니었다. 코오롱 가족 봉사단 총무
라는 그는 “최근 임직원 가족들이 회원
으로 활동하면서 십시일반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하고 싶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달라”
고 했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더구
나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에 더욱 그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명절은 또 다른 소외감을
갖는 시기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도움
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정
외에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 가정에는 너무나도 기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
에 센터에서는
회의를 통해 그
동안 모은 성금
까지 모두 합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쌀을 전
달해 드리기로
했다. 

20kg의 쌀 한 포대는 누군가에게는
작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
각지대 가정에는 커다란 큰 희망과도
같은 선물이다.

센터에서는 지역 내 사각지대 가정
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총 16가정에 쌀
을 전달했다. 다들 쌀을 받으면서 너무
나 기뻐하셨다. 쌀과 기쁨을 함께 기부
한 코오롱 가족 봉사단께 다시 한 번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과천에 더 많은 기부천사
들을 통해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
길 소원해본다.

문의 : 과천시 무한돌봄센터 3677-2866

추사박물관 10월 휴관 안내

구 분 발표제목 발표자

제 1주제 천관산 제영의 조선 전래 고재식(한국서화사, 한국서화사연구소장)

제 2주제 추사편액 글씨의 시기적 변화 이민식(한국금석학, 화성박물관 학예팀장)

종합토론 발표자 / 토론자/ 청중

작은 기부 큰 희망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 - 열여덟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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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박물관 10월 휴관 안내

ENGLISH BOOK BAG <14>

ㅣ알립니다ㅣ 이페이지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과천시민 누구나 영어로 에세이나 일기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3677-2062

Recently, I went to New York with my

family for a week. While we were in New

York, we toured the United Nations(UN)

head quarters. 

That’s where I first heard about a girl

name Malala. 

While we were touring, the guide said

that a girl name Malala just had a very

special birthday party in the UN head

quarters. 

She told us that Malala is a 16 year old

Pakistani girl who stood up for women’s

rights for education. Unfortunately, she

was shot by the Taliban.

She just had her first public speech

after the shooting on her birthday party. 

I was interested about her, so I searched

for informaion regarding about Malala’s

16th birthday speech. 

She talked about how important edu-

cation is and how all children in the world

should be able to learn. 

Her speech was so amazing! It was

simple yet very strong After hearing her

speech, I wanted to know even more

about her. 

So I bought her biography, ‘I am

Malala’ and read it. 

Malala’s town, Mingora, was under the

Taliban’s control.

They banned the girls from attending

schools. 

So at the age of 11, Malala wrote blogs

for BBC, telling her life under the Tal-

iban’s rules and their attempts to control

the city.

The following summer, she even

filmed a documentary called, ‘The Sec-

ond Battle of Swat’ by a journalist from

the ‘New York Times’. 

After Reading the whole book, I was

amazed of how courageous Malala is. 

The UN called her ‘ the most coura-

geous girl in the world’ and I completely

agree with it. 

Even though she was shot in the head

by the Taliban and almost experienced

death, she never got discouraged. 

Instead, she stood up and worked

harder to spread the importance of edu-

cation all over the world.

She was even nominated for the 2013

Nobel Peace Prize.

She is so amazing!

She is without a doubt, my number one

role model. 

CONTRIBUTION

by PAT HUTCHINS

팻 허친스 지음 

그림책은 무엇일까요? ‘그림’ 책일

까요? 그림 ‘책’일까요? 당연하지만 그

림책은 그림과 글(문장)로 된 책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거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그림책이라

는거요.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아빠는

을 만나면 당혹스러워합니다. 아이들

을 보세요. 특히 아직 글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 글이 사라진 순수 그림책을 펼

쳐 든 아이들은 의외로 자유롭습니다. 

한참을 거기서 머물 줄 압니다. (글이

없다고 지레 넘겨버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아빠는 혹시 그림 사이에, 뒤

에 숨겨진 글자를 찾을지 모르지만, 아

이들은 거기서 소리를 듣습니다. 향기

도 마시고, 심지어 숨을 헐떡이고 뛰어

다니며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요. 

좋은 그림책은 당연히 그림과 글의

조화에 달려있습니다. 그림이 문장을,

문장이 그림을 도와주는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죠. 문장 없이는 허전한 그림,

그림 없이는 의미가 닿지 않는 문장이

담긴 그림책 말이에요. 그게 그림책이

라면 팻 허친스는 정말로 훌륭한, 좋은

그림책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팻 허친스의 그림책에 등장하는 문장

들은 짧게는 한 문장(Rosie’s Walk), 많

아야 10문장을 넘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

로 된 이야기, 별거 있겠냐, 쉽지만 한 문

장으로 된 이야기에 담긴 긴장과 초조,

우울과 안심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는 그림책을 눈 뜨고도 못 읽고, 읽고도

못 읽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에요. 

팻 허친스는 <The Wind Blew>의 배

경에서도 느껴지지만 바람 많은 영국,

그것도 폭풍 같은 바람이 많은 요크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크 지방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

의 언덕 Wuthering Heights>의 배경

이기도 하죠. 바람이 이 그림책에서처

럼 무섭게 불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

공하고 예술의 길을 가려던 허친스가

사실 그림책 작가로의 길을 걸었던 것

은 남편을 따라 떠났던 뉴욕 생활에서

부터였어요. 영국의 한 예술가를 세계

적인 그림작가로 탄생시킨 뉴욕, 대단

하죠? 그녀의 놀라우리만치 단순하고

재치 있는 그림책은 그림과 글 속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반복과 패턴을 읽는

데서 극대화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과 이야기에서 발

견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세

요. 한 두 문장이 전달하는 이야기를 넘

어서는 수 많은

이야기들을 발

견할 수 있을

거에요. 

주요 작품 소개

<Rosie’s Walk> 로지의 산책   팻 허친스의 첫 작품.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진정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 스토리북 전체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 한 문장은 다양한 선과

공간, 색감과 질감을 담은 그림을 통해서 풍성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림책이 그림과 문장의 완벽한

조화라고 한다면, 이 책이야말로 대표적인 그림책일 수 있습니다. 그림이 빠진 이야기, 문장이 빠른 그림책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

니까요. 영어시간에 이 책은 좋은 전치사 학습용 도구로도 쓰입니다. 

<TITCH> 작다는 것, 큰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작다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짧고 간단한 이야기책은 작은

것(small), 더 작은 것(tiny), 가장 작은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 팃치는 오빠, 언니 아래에 가장 작은 아이이

지만, 그래서 가장 작은 것(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놀라운 반전을 보여 줍니다.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이야기니까요. 아이들은 작잖아요. 

Malala - the most courageous girl in the world

About the Author

자료제공 : 박승환 과천잉글리시타운 센터장

The wind blew. 

It took the umbrella from Mr. White

and quickly turned it inside out. 

It snatched the balloon from little Priscilla

and swept it up to join the umbrella. 

And not content, it took a hat, 

and still not satisfied with that, 

it whipped a kite into the air

and kept it spinning round up there. 

……

it mixed them up

and threw them down

and blew away to sea. 

바람이 불었어. 

바람은 화이트씨의 우산을 낚아채 

휙 뒤집어 버렸어. 

바람은 꼬마 프리실라의 풍선도 잡아채 

우산과 함께 공중으로 날려버렸지. 

부족했던지, 바람은 모자도 날려버렸지만

여전히 아직 충분하지 못했어. 

바람은 연을 하늘로 휙 낚아채더니 

빙빙 돌게 만들어 버렸어. 

……

바람은 이제 그것들을 모두 섞어 버렸어. 

그리고 모두 아래로 던저버렸어. 

그리고 바람은 멀리 바다로 가버렸어.  

Shin Woo Hyun (문원초 6) 

THE WIND BLEW <바람이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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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노후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를 교체한다.

시는 버스정보 센터시스템 구축비를 포함 총 5억원을 들

여 지난 2005년 설치한 노후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총

38대 중 23대를 햇빛이 강한 낮에도 알아보기 쉬운 LED

방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교체지점은 서울과 안양 방면

전화국 등 광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 22개소와 우체국 방면

부림동 주민센터 앞 마을버스 정류장 1개소이다.

이번에 교체되는 단말기는 LCD 모니터 방식으로 설치

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고장이 잦고 버스도착 안내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뿐더러 낮 시간엔 모니터 화면이 빛에 반

사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새로 교체 중인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는

LED방식으로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도 버스도착 안내

정보 식별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 버스정보 안내단말

기의 내구성을 높여 유지비용을 절감시켰으며 새로운 고

성능 버스도착 음성안내 서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

용서비스를 향상시켰다.  

부림동 주민센터 앞 마을버스 정류장 역시 기존 안내정

보 시스템을 개선해 버스 도착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의 노후화로 고장

이 잦아 민원이 많았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1월 중 교체 및 시험운영을 거쳐 올해 말

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과 3677-2542

글씨는 ‘선명하게’… 버스 도착 안내 음성은 ‘잘 들리게’

과천시, 올해 말까지 버스정류장 노후 단말기 23대 교체

1.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축대를 설치하는 행위

2.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
치를 하는 행위

‣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
는 행위

3.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
는 경우

‣ 주택의 일부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로 사용하는 경우

‣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천시가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과학연구분

야)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할 자문위원을

모집한다.

과천시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중 하나인 서

울대학교 과학연구 분야 과천캠퍼스 유치를 위해

전․현직 교수 및 공직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응모자격은 전․현직 서울대 교

수,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의 전·현직 공직자 등이

다. 지역 및 연령 제한은 없다. 

참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www.gccity.go. kr)

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방문, 우편 또는 이

메일을 통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과천시청 교육청

소년과(2150-3910~2)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한 신계용 시장은 “이미 포

화상태에 이른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과학 연구 분

야 대학원을 유치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새로 조성

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더불어 과천을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R&D 연구 중심도시로 육성시

키겠다”며 “임기 중 공약을 착실하게 이행해 과천

시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유치 자문위원 모집

‘규제개선 아이디어’ 30일까지 공모

과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

시한다. 과천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30

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규제관련 개선과제

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

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방

안 등이다. 참가자는 시 홈페이지 및 민원실 규제

신고창구와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

청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기획감사실 3677-2037

9~10월, 교통안전지수 측정

과천시는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및 교통사고 사

상자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과 서울

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교통문화지수 평가와 관

련해 9월과 10월 두 달간 관내 도로 곳곳에서 교통

문화지수 측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측정항목은▲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 ▲오토바이 승차

자 안전모 착용 ▲자동차 주행 중 신호 준수 ▲자

동차 방향지시등 점등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

수 등 15개 항목이다.

‣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

‣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
여 벽체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기계실, 농작물
저장을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
을 설치하는 행위

‣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

‣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까지

•납부대상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현재 주

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하신 분

•납부기간 :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 7월(주택분세액의1/2, 건축물, 선박, 항공

기 재산세)

- 9월(주택분세액의1/2,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부과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

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 지

급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 신용카드 이용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 (납부는 7시~22시까지) 

- 신용카드로 납부가능(결제수수료 없음, 타

행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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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전국투어 콘서트 ‘오래전 그날’
10월 11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첼리스트 정명화의 콘서트&토크
정명화의 삶 그리고 음악이야기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10월 11일 과천시민회관 대극

장에서 윤종신 전국투어 콘서트 <오래전

그날>을 갖는다.

015B의 객원보컬로 시작하여 ‘너의 결

혼식’, ‘오래전 그날’, ‘환생’, ‘내 사랑 못

난이’, ‘부디’ 등 90년대 감성발라드와 싱

어송라이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생애 첫 전국투어 콘서트로 과천관객을

찾는다.  

2010년 월간 윤종신이라는 타이틀로

매월 신보를 선보여 대중음악계 큰 이슈를

만들며, 작곡가와 가수로서 활발한 창작

활동 중에 있다. 이번콘서트는 자신의 히

트곡들로 음악인생을 재구성하여 윤종신

의 음악과 인생이야기를 담백하게 전달하

고자 한다. 

90년대 음악의 감성에 공감하는 이른바

‘응답하라’ 세대는 물론 20대와 중장년층

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윤종신 특유의

감성이 담긴 곡들로 콘서트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일　　시 : 10. 11(토) 오후 7:00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공연티켓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 과천시민할인(R석 95,000원

/ S석 75,000원) 

•공연문의 : 509-7700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10월 14일 과천시민회관 대극

장에서 국내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첼리

스트 정명화의 공연을 갖는다. 

<첼리스트 정명화의 콘서트&토크>는

기존의 정형화된 클래식 독주회에서 벗어

나, 대중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자 이야기가 가미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야기와 어우러져 편하게

관객이 감상할 수 있는 ‘바흐’, ‘드보르

작’, ‘쇼팽’ 등의 곡으로 구성하였다. 그녀

의 인생과 음악에 대해 유쾌하고 인간적인

대화들로, 관객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

가고자 하는 첼리스트 정명화의 진심이 담

긴 따뜻한 공연이 될 것이다. 

또한 ‘복권기금지원사업’과 ‘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이번 공연은 좌석 일부를 문화소외

계층을 위해 나누고자 한다.

•일　　시 : 10. 14(화) 오후 8:00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공연티켓 :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 과천시민할인(2매까지 전석

10%) 

•공연문의 : 509-7700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 대극

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밴드 프렐류

드의 공연을 갖는다. 

프렐류드는 2003년, 버클리 음대(Berkl

ee College of Music) 재즈 퍼포먼스 학사

재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아직은 대중적이

지 않은 장르인 재즈를 쉽고 감성적인 연

주로 풀어냈다. 

네이버 주최로 매년 화제를 불러일으키

는 “한국 재즈의 축제, 리더스풀 투표”에

서 전 멤버가 1위에 선정되어 콘서트를 하

기도 하고, 유대얼 감독이 연출한 영화 “더

재즈 쿼텟”에서는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

기도 하였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이질감 없이

대중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편안함을 동시

에 주는 프렐류드. 이번 공연은 자신들의

정규앨범에 수록된 슬로우모션, 교감, 팝

업 등의 곡들과 장밋빛인생, 밀양아리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어렵고 지루한 재즈가 아닌, 누구나 부

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프렐류드만의 행복

한 재즈를 선보일 것이다.

•일　　시  : 10. 28(화) 오후 7:30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관람연령 : 초등학생 이상 

•공연티켓 : 전석 20,000원(150석 한정) 

→ 과천시민할인(2매까지 전석

16,000원) 

•공연문의 : 509-7700

과천CS(과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홍균)는 10월 17~1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공연 <핸드쉐도우 판타지> 공연을 갖는다. 

손 그림자 퍼포먼스는 손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
고, 마치 각각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듯 한
환상적인 모습을 여러 개의 짧은 에피소드
로 구성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지루할 틈
없이 공연에 빠져들게 한다. 

손 그림자 전문공연단체인 극단 카카시
좌는 2009년부터 매해 해외페스티벌에 초
청 및 참가하여 관객과 평단의 높은 평가
와 호응을 얻어왔다. 국내에서는 의정부와
과천 2개 도시에서만 접할 수 있는 공연이
기에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이웃돕기성
금으로 사회복지모금공동회가 지원하며,
좌석의 일부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나누

고자 한다. 
•일　　시 : 10. 17(금) 오전 11:00, 오후 7:30

~10. 18(토) 오후 2:00, 4:00

•장　　소 :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관람연령 : 36개월 이상 

•공연티켓 : 전석 15,000원 → 과천시민할인

(4매까지 전석 12,000원)

•공연문의 : 509-7700

2014 해외우수공연 ‘핸드쉐도우 판타지’ 
살아 움직이는 손 그림자, 환상의 퍼포먼스

재즈밴드 ‘프렐류드’
2013 국내관객이 뽑은 재즈연주단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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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4년 9월 25일(목) 과천사랑문화

2014 산사음악회, 내달 18일 보광사
독특한 카리스마의 주술사이자 블루스의 대모 한영애 출연

과천시가 추죄하고 (재)과천축제가 주관하는

2014 산사음악회가 10월 18일(토) 오후 7시 30분

보광사 앞마당에서 무료로 열린다.

2014 산사음악회에는 올해로 데뷔 38년을 맞

이한, 독특한 카리스마의 주술사이자 블루스의 대

모 한영애가 6인조 밴드와 함께 보광사의 고즈넉

한 밤을 물들일 예정이다. 아울러 차세대 국악계

를 이끌어갈 원완철은 대금의 구성진 음악을 가지

고 힘을 보탠다.

이번 음악회에서 ‘여울목’, ‘상사꽃’, ‘바람이

분다’, ‘누구 없소’, ‘코뿔소’, ‘조율’과 김현식의

곡을 비트 있는 락 버전으로 재해석한 ‘이별의 종

착역’등 한영애 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음악

이 6인조 밴드와 6인의 코러스와 함께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려낼 것이다. 

아울러 대금산조의 명인 원장현의 혼을 이어받

은 차세대 국악 스타 원완철은 대금독주 ‘젓대소

리’, 원장현류 ‘대금산조’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보광사의 가을바람에 실어 시민들 가슴에 전해줄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올해 산사음악회는 전통과 현

대가 어우러지는 음악회로서 그 동안의 전통을 이

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504-0944

추사 -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한뫼과천국악예술단은 지역의 문화유산인 추사 김정희선생의 예술

세계를 다룬 홀로그램 무용극 ‘추사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의 푸

르름을 안다’를 오는 10월 8일(수)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 총 2회에

걸쳐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이 공연은 2단계 토너먼트 방식의 경쟁을 거쳐 경기전문예술 공연

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2012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유산 원형발

굴을 위한 시나리오공모전에서 선정된 후 2013년 경기전문예술 신작

쇼 케이스 Pafe2013 공연 과정을 거쳐 2014년 경기문화재단과 과천

시의 공동 주최로 학계의 전문가와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 최종 공연을

앞두고 있다.  

홀로그램 영상과 전통의 춤사위, 연극의 부분들을 각 요소마다 삽

입한 이번 공연은 1장 ‘세한, 그 여름’과 2장 ‘40일의 배움으로 백년을

넘어서다’를 시작으로 마지막 7장 ‘붓 천 자루와 벼루열개를 닳아 없

애고’로 구성됐다.

티켓문의 : 503-8866

과천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유아동 클래식 콘서트 

2012년부터 과천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열리고 있는 특
별기획공연 ‘2014 유아동 클래식 콘서트’가 10월과 11월 두 달간 총 5
회에 걸쳐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과천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연주하고 유아동 클래식 전
문강사 송지영의 해설로 진행된다. 

과천시립예술단의 한 관계자는 “유아시기부터 클래식음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며 “잠재된 미래의 관객층을 육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공연 및 티켓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507-4009,4003
http://www.artgccity.net)이다. 티켓은 전석2,000원이며 관내 어린
이 집 및 유치원은 단체 할인이 가능하다.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한영애 원완철

“10월의 가을밤, 과천시립예술단과 함께해요”

소년소녀합창단 창작뮤지컬·과천시향 및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등

가을을 맞아 과천시민회관에서 과천시립예술
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행사가 펼쳐진다.

가장 먼저 내달 18일(토) 오후 5시 항상 많은 관
객의 참여로 과천시민의 사랑 받고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의 제 34회 정기연주회 창작뮤지컬 ‘스마트
폰에 빠진 피노키오’가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요즘 학생들의 많은 고민거리인 스
마트폰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창작품
이다. 밝고 화려한 노래와 안무로 많은 볼거리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는 내달 23일(목) 오후 7시 30분 과천
시립교향악단의 제 40회 정기연주회를 꼽을 수 있
다. 이번 연주회는 현재 경희대교수로 재직 중인
국내 정상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의 협연으로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과 꾸준히 연주되어온
말러교향곡 5번을 교향악단 부지휘자이며, 프랑
스 및 미국에서 활동해온 젊은 신예 김예훈의 지휘
로 연주된다.

마지막으로 내달 20일(목) 오후 7시30분에는
여성합창단 제 36회 정기연주회가 진행된다. 

‘여성이 노래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라는 주제로

주옥같이 아름다운 가곡들을 합창편곡하여 들려
주며, 국내를 대표하는 6개 여성합창단들을 초청
하여 다양하고 웅장한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공연 및 티켓문의는 과천시립예술단 사무국
(507-4009. 4003),  문지방(500 -1200, http://w
ww.ticket.gccs.o r.kr)이다.

티켓가격은  교향악단 전석 1만원, 여성합창단
5천원, 소년소녀합창단 2천원이다. 과천시립예술
단문화가족 및 청소년은 20% 할인되며, 다자녀가
정은 40%, 장애인 및 경로 우대 시민은 50% 할인
인 된다. 세 공연 모두 초등학생 이상만 입장 할 수
있다.

SBS러브FM 유영재의 가요쇼 

2주년 공개방송 U SHOW 3탄

10월 16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유영재의 가요쇼’ (SBS러브FM 103.5MH z, 오후 4시 5

분) 2주년 기념 공개방송 <U SHOW 3탄>이 10월 16일 저녁 7

시30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이번 공연은 DJ 유영재 사

회로 120분간 진행된다. 출연 가수는 울랄라세션, 박상민, 이

용, 신유, 옥상달빛, 더원 등의 국내 최정상급 가수 다수이다. 

지난 4월 8일 당첨된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개방송 당

일 현장에서 나눠주는 좌석권을 받아 입장하면 된다.

문의 : 문화체육과 3677-2472

일정 제목 내용

10. 2(목)
리듬이 함께하는 
신나는 클래식

음악의 기본이 되는 박자와 리듬! 
2박자, 3박자, 4박자의 리듬을 배우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들을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10. 23(목)
줄을 타고 
흘러나오는 
물결소리

서양악기 중에서 기원이 오래된 하프!
아름답고 섬세한 하프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보는 시간을 갖는다.

10. 31(금) 클래식과 국악사이
서양악기와 국악기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대신하
는 악기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1. 6(목) 신나는 금빛 축제
화려한 외관 못지않게 웅장한 소리를 가지고 있
는 금관악기! 금관악기를 신나는 음악으로 만나보
는 시간을 갖는다.

11. 14(금)
아리아로 만나보는 

마술피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인공을 만나보고, 그들의 아리아를 들어보는 시
간을 갖는다.

한뫼과천국악예술단, 내달 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2012년 보광사 산사음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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