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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백배 즐기기

가까운 곳에 숨겨진 보물
http://www.cans21.net
자연과 문화, 역사가 숨쉬는 민족의 성지
가깝게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홀히 대하
는 문화유산이 있다. 성남시민에게는 아마도
남한산성이 그런 문화유산일 것이다. 하지만
남한산성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문
화유산이다.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
여 축조된 남한산성은 이후 몽고군의 침략을

견디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도
한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 자긍심과 끈질긴 생
명력을 느낄 수 있는 우리민족의 성지다. 일제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일
제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1998년부터 시작된
복원작업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찾고 있다.
남한산성에 오면 이러한 역사의 숨결을 느
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적한 자연의 여유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문화 또한 즐길 수 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엔 가족과 함께
산성을 찾아보자. 잊었던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자연을 느끼며 오붓하게 먹거리를
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모르고 있었던
한 보물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남한
살펴
즐기
소중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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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 역사문화 시민강좌 운영

수어장대

국청사

자연관찰원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남한산성內(새마을
금고 15:00~16:30)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용은 1만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namsamoim.net) 참조.

서문과 북문 사이 연주봉옹성
시정소식지『비전성남』
을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남한산성을사랑하는모임 018-303-0870

표지 : 분당구 이매동 탄천에서 봄바람을 가르는 P&B주니어스포츠클럽 어린이들 (사진 : 공보담당관실 최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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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ws

“마이크로소프트가 성남에 온다!”
글로벌게임허브센터·IPTV확산센터 유치
‘新I T밸리’성남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와‘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공공서비스 확산센터’등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 첨단 정보통
신분야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위즈,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메이저 게임기업과 70여
개 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로 시는 국내 최고의 게임 명품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비상경제행정체제 강화
올해 초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발족한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이 기존 재정조기
집행, 일자리실업대책, 기업지원, 도시
건설 4개 분야 외에 환경녹지 분야를
추가, 5개 팀으로 강화됐다.
분야별 업무추진부서도 기존 13개 부
서에서 32개 부서로 늘리는 등 시 모든
부서가 비상경제행정체제에 돌입,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나
서고 있다.
지난 2월 성남시의 공무원 봉급 반
납, 운영비 절감을 통한 기금마련에 이
어 시 출연기관과 민간·사회단체도
봉급 반납, 예산절감 등을 통한 서민일
자리 창출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기획과 비상경제대책T/F팀 729-2471

음식문화개선·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
시가‘2008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
전관리사업’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사업비 3천만 원과 기
관표창을 받는다.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31
개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을거
리 문화를 위한 계획, 추진실태, 지도점
검 등을 평가한 결과다.
성남의 향토음식 닭죽의 개발과 상품
화,‘성남 남한산성 닭죽촌’공공디자
인 사업 추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
한 향토음식 발굴 등으로 음식문화개
선사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23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
한‘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유
공기관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
으로 선정돼 지난 3월 2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729-3103

성남시와 MS, 세계 3대 게임강국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형 게임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
해 MS(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글로벌 게임허브센터’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분
당스퀘어(구 삼성플라자)에 들어선다.
성남시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게임산업 육성에 미치
는 경제적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관내 게임기업 환경, 시
의 게임산업 육성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난 1월부터 서
울시·고양시와 경쟁 끝에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4월 개관할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MS가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620억원을 투자, 관련 기업
과 개발자를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20여 개의 게임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 센터 유치로 세계 게임시장의 가장 큰 축인 비디오
콘솔게임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편 2020년까지 6천여 명의 고용 창출, 230여 개
의 기업 창업으로 연간 8조 원의 매출을 달성, 세계 3대 게
임강국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성남에는 NHN(네이버)과 온미디어, SK C&C,
JC엔터테인먼트 등 40여 개 게임·정보통신 관련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011년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네오

성남시, IPTV산업의 중심도시 된다
초고속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접목시킨 쌍방향 방송매체
‘인터넷 텔레비전(IPTV)’사업도 전국 최초로 진행된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월 23일 한국디지
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와 KT·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3사와‘IPTV 확산센터 설립을 위한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했다.
올 8월까지 40억여 원을 투자, 정자동 킨스타워 내에 센
터를 설립해 보건의료·건강모니터링·방과 후 학교·민
원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 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가 제작한 콘텐츠는 IPTV 3사의 폐쇄이용자그룹
(CUG)서비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송출하는 원스
톱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IPTV는 정보 서비
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
송 등을 실시간 또는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
는 것으로, 기존의
인터넷 회선을 사용
하는 일방의 TV와
달리 컴퓨터 모니
터 대신 텔레
비전 수상기
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
모컨을 사용한다.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729-2651

성남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민과의 소통 강화, 장애인 이용 쉽게
성남시 홈페이지
(www.cans21.net)
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다양한 행
정정보를 볼 수 있
도록 전면 개편돼 3
월 16일부터 서비
스에 들어갔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
어나 밝고 친근하게 구성, 메인화면에서 원하는 메뉴를 한
눈에 찾아보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은 음성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홈페이지상
의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다. 글자 확대축
소·화면인쇄 서비스도 제공하며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
로 홈페이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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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서 홈페이지를 두어 각 부서의 업무내역과 직원정
보 전화번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했으며, 부서자
료실·고시공고·공지사항 등 민원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열린시장실도 새롭게 개편, 시민과의약속·시정24시 등
시정정보를 체계화했으며 각종 행사의‘시장인사말씀’과
‘역대시장’란 등으로 열린 시장실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 성남답게 외국어홈페이지도 3개 국어로 마
련했다. 성남소개, 지방정부, 산업경제, 문화·관광정보를
담아 외국인이 성남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내한다.
시 홈페이지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유출 및 악의적인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B암호
화, 해킹차단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729-2414

시정알림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인기
아침식사·환자식… 100% 국내산 재료 사용
시의 브랜드
음식으로 개발
돼 지난해 11월부
터 시범 판매되고
있는‘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이 올해 3월 현재 30%가 넘는 판매실적을
보이며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성남남한산성인삼닭죽은 100% 국내산 재료를 사
용, 향토식품의 옛 맛 그대로를 보존한 것으로“영양
이 풍부하고 인삼을 가미한 웰빙식품이어서 바쁜 현
대인들의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으로 손색이 없을 것”
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한다.
특히 독신자와 입원환자는 물론 등산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닭죽의 판매 가격은 개당 2,600원
(내용물 285g)이다.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구 삼
성플라자)와 성남시청 내 연금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
고, 구미동 농협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의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남 남한산

성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죽을 시가 한국식품연
구원에 의뢰, 제품화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성남음식
문화축제 때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시범 판매와 관련 올 10월 자체 평가를
실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닭죽촌 음식점의
참여도 유도해 전국적인 판매유통망을 갖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팀 729-3104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납기 이후 기간에 해
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3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시세
팀으로 전화, 방문, 인터넷(www.wetax.go.kr) 신청
하면 된다. 관내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텔레뱅킹
(060-709-3030), 신용카드, 가상계좌, CD기로 납부
할 수 있다.
구청 세무과 시세팀 / 수정구 729-5150~3
중원구 729-6150~4 분당구 729-7150~6

한번에 실생활 위치정보 검색
성남시‘생활지리안내(http://map.cans21.net)’
홈페이지가 개편, 실생활과 밀접한 위치지도 정보와
연속 지적도 및 토지지번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개별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토지·주택 관련 사이트 링크
와 시 특색정보 실시간 자료를 제공한다. 성남사랑상
품권 가맹점, 닭죽촌, 모범음식점, 보육시설, 문화재,
택지개발사업지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정보통신과 지리정보팀 729-2443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제도

성남사랑상품권이‘성남 제2의 통화’
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추가 발행… 위·변조 방지 강화
성남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
해 100억 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했다.
이번 추가 발행은 지난 3월 13일 개정 공포된『성남
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로써 시는 전국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의 상
품권을 발행했다.
3월 18일부터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1개 지점
을 통해 1만원권과 5천원권이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
권 구입자에게 500원·300원짜리 공용쿠폰도 추가
지급된다.
이번에 새로 발행한 상품권은 기존의 무궁화 은화
에서 수막새로 이미지를 바꾸고 상품권 우측 중앙부
분에 은선(홀로그램 부분노출은선)을 표시했으며, 공
용쿠폰 역시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위·변조 방지 요
소를 한층 강화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시민

자동차세 1년 세액 일시납부 안내

문의는 콜센터(15773100)로 일원화해 대
민서비스 업무도 강
화한다. 현재 수퍼·
세탁소 등 관내 4,300
여개의 중·소 유통
업체 및 재래시장 가
맹점을 확보, 시 홈페
이지에서 가맹점 위치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품권 발행규모가 늘어나는 등 성남사
랑상품권이‘성남 제2의 통화’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
된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2

우리시에서는 시정에 관한 시민 및 시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
안을 장려·계발해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창의적인
제안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성남시
우수제안 공모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케 해 건
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신고하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5
만~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인과 피신고
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위반행위 내용 등을 서
면이나 구두, 전자통신매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729-3033

4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은퇴기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4.14, 4.21,
4.28(화) 총 3회) 참여자를 3월 23일부터 홈페이지
(www.family.go.kr)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은퇴부부
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4.18), 가족과 함께하는 놀토
프로그램‘신바람 놀자 학교’(4.25) 참가자도 3월 10
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평일 다양한 가족문제도 상
담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755-9327, 9329 / 755-9338

온실가스 감축 위한 탄소캐쉬백 제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상수도 등을 절약해
탄소포인트로 전환, 획득한 포인트를 인센티브(성남
사랑상품권, 절전형 멀티탭)로 제공받는 기후변화 대
응 활동 프로그램이다. 성남시 거주자로 최근 2년간
주소 변동이 없는 자는 인터넷 http://cpoint.or.kr
로 접속한 후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하면 된다.
환경관리과 대기관리팀 729-3161~4

수정구 출생기념 축하카드 발송
■ 모집기간 : 연중
■ 참가자격 : 성남시 거주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
■ 제안내용 :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
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
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과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출방법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심사기준 :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 채택부상금 : 금상(800만~500만원), 은상(500만~300만
원), 동상(300만~200만원), 장려상(200만~100만원),
노력상(100만~50만원), 까치상(50만~30만원)

수정구 관내 출생
자 부모에게 출생기
념 축하카드를 발송
한다. 축하 문자와
함께 출생자의 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사
항 안내, 부모·조
부모의 성명을 기록한 가계보를 담아 카드로 보낸다.

비전추진단 정책관리팀 729-2155

시민과 가족관계등록팀 729-5091

TOGETH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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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45회 도서관주간‘지식의 寶庫’
열기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전시회, 공연, 특강 등 행사 가득

‘성남시 장애인 복합사업장’

4월 도서관주간(4.12~18)을 맞아 관내 도서관에서는 전시회와 공연, 특강 등 다
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특히 구미도서관은 개관 1주년을 맞아 4월 1~30일 한국만
화 1000년 역사 전시회, 전자현악과 재즈음악의 만남 등 흥미로운 행사를 준비한
다. 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미리 눈여겨두
었다가 때맞춰 지식의 보고(寶庫)를 열어 보자.

중앙도서관

05

함·께·하·는·세·상

새롱이와 새남이
성남 사랑 상품권
글·그림 김 재 영
새남아
선물이야
자~

칫!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정보봉사2팀 ☎729-4643 http://ct.snlib.net
행사명

일정

장소

내용

그림책 속으로 여행떠나기(삽화 전시회)

4.6(월) ~ 4.27(월)

1층 로비

총 20점의 그림책 삽화를 직접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전시회

반 고흐, 피카소와 함께하는 나만의 명화책 만들기

4.14(화) 16:00

제1문화교실

초등 1~2학년 30명 대상. / 4.6(월)부터 온라인 접수 http://on.snlib.net

‘햇님 달님’인형극 공연

4.15(수) 16:00

시청각실

인형극단 앨리스(당일 선착순 입장)

영어그림동화를 통한 자녀영어교육 특강

4.16(목) 10:00

시청각실

「엄마와 함께 하루 20분 영어 그림책의 힘」
,「이명신 선생님, 영어 그림책 골라주세요」
저자 이명신 초청(당일 선착순 입장)

‘성적을 좌우하는 읽기능력’강연회

4.17(금) 10:00

시청각실

「초등 읽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작가 김명미 초청(당일 선착순 입장)

분당도서관

진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정보봉사팀 ☎729-4664 http://bd.snlib.net

성남사랑을실천하세요.

행사명

일정

장소

내용

[전시] 2009년 겨울방학 독서이어달리기 도서서평전시회

4.7(화)~4.30(목)

문헌정보실, 어린이실

겨울방학 동안 진행한 독서이어달리기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전시

[전시] 그림과 함께 읽는 동시

4.7(화)~4.18(토)

로비

아름다운 시를 선별해 그림과 함께 감상하는 전시회

[강좌] 역사 속 인물을 찾아서

4.15(수) 14:00

제2문화교실

역사 속 인물을 집중탐구(초등 2~4학년 20명 대상)

[강좌] 꿈꾸는 북아트로의 초대 - 포켓북 만들기

4.14(화) 12:30 / 4.17(금) 14:00

어린이실 앞 로비

포켓북 만들기(이용자 전체 대상)

[강좌] 우리아이 맞춤형 독서지도법

4.15(수) 10:00

세미나실

균형 있는 자녀 독서지도(학부모 20명 대상)

[강좌] 책 한권에 담는 도서관(어머니 북아트)

4.18(토) 10:00

제1문화교실

도서관 십진분류를 활용한 책 만들기(학부모 20명 대상)

[강좌] 그림책 속 도서관이야기

4.18(토) 14:00

세미나실

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그림책을 통한 활동(초등 1~2학년 20명 대상)

[특강] 우리아이, 똑똑한 경제습관 들이기

4.14(화) 10:00

시청각실

우리아이 경제교육방법 / 김지룡 강사 초청(당일 선착순 입장)

구미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93 http://gm.snlib.net
장소

내용

4.1 ~ 4.30[1개월]

입구 테라스

한국만화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삽화 전시 및‘포토 존’활용 사진 찍기

4.1~4.30[1개월]

어린이가족열람실

창작동화
‘달이공주이야기’원화 전시

사진으로 보는 구미도서관 1년

4.1~4.30[1개월]

북카페

지난 1년간 도서관 행사 사진 전시

팝업 북 만들기

4.16(목) 11:00~13:00

북카페

재활용 종이를 활용해 팝업 북 만들기(당일 방문자)

전자현악과 재즈음악의 만남

4.16(목) 16:00~17:00

시청각실

세린과 휴와 함께하는 퓨전 연주회(당일 선착순 입장)

행사명

일정

한국만화 100년 역사
달이공주 이야기 원화전

이용자와 열린 대화

4.17(금) 14:00~15:00

세미나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이용자 의견 청취(4.1~4.8 선착순 온라인 접수)

아기돼지 삼형제 인형극

4.17(금) 16:00~17:00

시청각실

동화 속 이야기를 교육적인 테마로 다양한 인형을 이용해 표현(당일 선착순 입장)

내 아이를 위한 전교 1등 핵심 노트법,
상위 1% 국·영·수 학습법

4.18(토) 10:00~13:00

시청각실

김은실 작가의 강연 및 토론(당일 선착순 입장)

책 먹는 아이들 (집중 독서교실)

4.24(토) 9:30~15:30

제1문화교실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독서, 요리를 만들어 먹는 행사(초등 3~5학년 대상 / 4.1~4.10 온라인 선착순 접수)

수정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43-9600 http://sj.snlib.net
행사명

일정

장소

내용

제8회 가족백일장대회

4.18(토) 14:00~17:00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앞

운문부, 산문부
시민, 초·중·고·대학생 대상 / 3.23~3.31 방문, 팩스(745-9922), 홈페이지 접수

그림책과 함께 걱정인형 만들기 특강

4.17(금) 15:00~17:00

세미나실

그림책을 함께 본 후 걱정인형 만들기(초등 1~2학년 대상)

책벼룩시장

4.14(화) 10:00~17:00

앞마당

교환대상 도서 1:1 교환

과월호 잡지 배부

4.14(화) 10:00~17:00

앞마당

2007년 잡지 1인 5책 이내

도서관주간 특별영화

4.18(토) 14:00

시청각실

나니아 연대기 -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함께 읽고 싶은 한권의 책

4.23(목)~5.6(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
2008년 대출순위 상위 10위권 일반·어린이도서 대상 선종 투표

중원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52-3916 http://jw.snlib.net

행사명

일정

장소

내용

제7회 독후감상화대회

4.20(월) 15:00

성남종합운동장

유치부(5~7세), 초등부(1~3학년) 홈페이지 접수

책 함께 읽자!
Reading Together!

4.10(금) 14:00

병아리교실

문화관광부와 조선일보 후원 독서캠페인
작가·전문배우가 참여하는 <책 먹는 여우> 낭독행사

특별강좌‘돈버는 기술, 경매’

4.14(화)~4.16(목) 15:00

2층 컴퓨터교육실

4.1~4.6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지난 잡지 배부

4.17(금) 10:00

입구

2007~2008년도 잡지 선착순 배부

어린이 인형극‘금구슬 은구슬’

4.25(토) 13:00

시청각실

인형극단 리틀스타 공연

아름다운 우리 들꽃 사진전

4.14(화)~4.26(일)

1층 로비

우리 들꽃 사진 전시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만원권, 오천원권이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에서는 오늘도 30여
으로 선정, 장애인들이 단기 그룹홈에 입소해 목
명의 근로 장애인 손놀림이 바쁘다. 일반고용이
욕·화장실 이용 등의 위생활동, 일상생활, 공원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적응훈련을
이용 등의 지역공동체문화 활용 훈련을 체험할
실시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된 직장생
수 있게 됐다고 한다.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2년 성남시 장애인 복
동료들이 직접 뽑는 2월의‘우수근로인’으로
지시책으로 시작된 장애인 고용근로사업이 큰 성
선정된 강만석(49·지적장애3급·사진 오른쪽
과를 거두고 있다.
위) 씨는“올해로 4년째 본 시설에서 일하며 아들
성남시 장애인 사업장 중 한 곳인 성남시장애
을 공부시켰다”며“전에는 공공근로를 했는데 이
인복합사업장(중원구 상대원1동)은 2004년 9월
곳은 꾸준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인터
15명의 근로 장애인들과 함께 주 사업으로 종량
뷰 내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제봉투 제작을 시
능숙한 손놀림
작했다. 지금은 30
중증장애인에 취업 적응훈련, 일자리 제공 으 로 기 계 에 서
여 명의 장애인이
30여 명이 종량제봉투·임가공물품 생산 종 량 제 봉 투 를
종량제봉투 제작
뽑아내고 있는
외에도 양말, 손목밴드, 우편물작업 등 임가공물
김현기(28·지적장애3급·사진 오른쪽 아래) 씨
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업기술 훈련과 동시에 소
는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
득을 창출해 장애 정도와 근로 능력에 따라 월 30
리고,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열심히 저축해 행
만~9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니 그의 소
“근로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에
망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융화되지 못해 집안에서만 생활했다면 장애 정도
본 시설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지
는 점점 퇴보되었을 우리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적·지체·정신장애, 출퇴근가능자)은 장애인촉
근로능력을 인정받고 자기 능력의 120%를 발휘
진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고용절차(장애인 개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이윤
발)를 3주 동안 이수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숙 시설장(오른쪽 위 사진의 오른편)은 말한다.
장애인복합사업장 777-9041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본 시설은 올해 경기도 직업재활프로그램 기관

성남사랑
상품권이네

아냐, 아냐. 인터넷
www.cans21.net 생활
지리안내에서 성남사랑
상품권 가맹점 위치를
알려준다고!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판매점,
음식점 등이 4,300여 개나 된다고.
자~ 봐봐

성남시내 농협 지점에서
신용카드로도 구매 가능
합니다. (문의 성남시콜
센터 1577-3100)

있고요.
상품가액 6%의 쿠폰
을 제공합니다.

가맹점포 안내책자도
발행 계획이에요~♥

아름방송“희망! 2009 나눔 캠페인”

성금 1억2천만 원 기부

성남을 대표하는 지역케이블방송인 (주)아름방송네트워크
(대표 박조신)가 지난해 12월 경기도공동모금회와 공동 진행
한“희망! 2009 나눔 캠페인”에서 모아진 성금을 성남시의 어
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다.
이번 행사로 모인 성금은 총 1억5천여 만 원으로, 이 중 1억
2천만 원을 성남시가 선정한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형편이
어려운 1,000세대 이웃에게 세대 당 1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
며 17개 봉사단체에 각각 115만 원씩 기부할 계획이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아름방송 주최‘희망! 이웃사랑 캠페
인’은 현재 7회째를 맞고 있으며, 행사를 통해 모인 성금은
매년 성남시에 거주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아름방송은 모금행사뿐만 아니라 박조신 회장의 사비
로‘아너소사이어티’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장학사업과 초
등학교 결식아동·저소득계층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
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름방송 778-1034

EDUCATIO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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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2009년도 제1 59회 임시회 마무리

pride
성남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성남시의회 !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희망과 열정을 담은
○친환경과 경제를 일구는
○더불어 함께 누리고 보듬는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어진의회
으뜸의회
아름의회
나눔의회
보탬의회

성남시의회(의장 김대진)는 지난 2월 20일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
를 열어 판교택지개발지구 주민 입주에 따른 분당구 기능 보강, 기구
확대안을 골자로 한 조례안 등 32건의 임시회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지난 2월 19일 업무연찬 특강을 수강하고 2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90일간 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기한파 극복의 일환으로 중소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중소기업인대상 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철거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 취지로
결의한『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을 김유석 부의장이 성남시의회
를 대표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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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청·소·년

시·의·회

전국 최초 방송 특성화고교

성남공고,‘성남방송고등학교’
로 새롭게 태어나

첫 입학생 270명 선발
성남공업고
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방송 분
야 특성화고등
학교인‘성남방
송고등학교’(교
장 최 은 수 )로
전환됐다.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기자가 학교를 방
문, 최병선 기획팀 부장교사와 오승균 수석교사를 만
나봤다.
지난해 4월 성남공고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문계
특성화고 모집에서 방송기계과·방송전기통신과·
방송무대건축과를 신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방송특
성화고로 선정됐다. 첫 입학생은 예전에 비해 2.5배
가 높은 경쟁률을 통해 270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성남방송고(중원구 하대원동 153)는 해외 대학과
산업체 국내 대학, 산업체 등 4개 영역의 진로를 제공
해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무한도전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최병선 교사는 말한다.
지난 2월 17일 현판식을 가진 데 이어 3월 2일 신입
생 입학식과 새로 부임한 최은수 교장의 취임식이 함
께 거행됐다. 교복이며 배지도 모두 새롭게 바꿨다고
한다.

해외유학 등 글로벌 전문 방송기술인 양성
학과별 전공을 살펴보면 ▲방송기계과엔 방송무대
기계, 방송기계설비, 영상기계 ▲방송전기통신과엔
영상제작, 방송시스템, 방송통신설비 ▲방송무대건
축과엔 방송무대디자인, 방송무대제작, 방송무대장
식 전공이 있다.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껏 공부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오승균 교사는“본인들이
원하면 해외유학의 길도 열려 있다. 일본과 호주와의
협약이 이뤄졌으며 곧이어 미국·영국 등과도 협약
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침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강당으로 향하던 신
입생 김혜리 학생은“일본으로 유학해 제 전문분야에
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밝힌다.
성남방송고의 교육목표는 영화·방송·연극·광
고 등 영상공연 분야의 무대세트 디자인 및 제작 전문
가 양성으로, 무대디자인에 필요한 소품·의상·장식
을 관리하고 제작하기 위한 전문가로 키우는 것이라
한다. 그 과정으로 방송무대건축, 무대디자인, 3D설
계 조형(디자인이론 및 모형제작), 방송무대제작, 세
트장제작, 일반건축CAD, 방송무대장식, 컴퓨터그래
픽CG, 디자인, 모형제작, 직화실습 등이 있다.
한편 학교 내 9개의 동아리를 구성, 학생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데,

앞으로 전문 방송기술인의 요람이 될 성남방송고등
학교가 명실공히 명문고교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
해본다.
성남방송고등학교 753-0253~4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 제159회 임시회 운영 결과
본 조사위원회는 성남시민의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과 성남시 체육행정 전
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 발전적인 정책건의나 의견을 제시해 시민을 위한 체육행
정 개선 목적으로 운영하며,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선수·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체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예
정이다.

성남시의회 SK케미칼 연구소 사고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 전날 터파기 공사 중 축대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판교
택지개발 지구 내 SK케미칼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 원안가결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부결

CLICK

봄에 그리는 합창 스케치

■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 심사보류

■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 원안가결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 - 수정가결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 - 수정가결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성남시 저소득 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류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이날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대진 의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관계자
및 도시주택국 건축과장으로부터 당시 사고경위와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피해보상 및 수습대책 마
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다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릭, 수련관!

성남시립합창단 제104회 정기연주회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황영승 의원 등 13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안 - 원안채택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 - 원안가결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의견제시채택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 원안가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김시중, 정기영 의원 등 13인)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심사보류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심사보류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 심사보류

▶ 4월 놀토 열린마당
4월 11일과 25일 노는 토요일을 이용, 환경을 테마
로 한 특강과 공연, 체험이 마련된다.
열린특강(10:00~11:50)은 천연비누·천연화장품·
아로마향초 만들기, 인라인·댄스강습이 초등 1~6학
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3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
다. 열린공연(13:00~15:00)으로는 관내 청소년을 대
상으로 우수영화 상영, 인형극, 예술공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선착순 입장하면 된다.
4월 11일(9:00~13:00)에는 캐니빌리지(분당구 석운
동)에서 캔의 재활용 과정 체험을, 25일엔 양평들꽃수
목원(경기도 양평)에서 허브과자 비누·만들기 등의
허브체험도 진행된다(9:00~15:00).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원청소년수련관 750-4645

▶교과서 속 시대 역사탐방‘타임머신’
교과서 속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4, 6, 9, 10
월 둘째·셋째 수요일은 역사특강, 넷째 토요일은 역
사탐방을 수련관과 경기도 일대 역사 현장에서 진행
한다.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1차(4.25) 지붕 없는
박물관‘강화도’는 3월 18일부터, 2차(6.27) 서울 600
년‘경복궁과 종묘’는 5월 20일부터, 3차(9.26)와 4차
(10.24)는 8월 19일과 9월 16일부터 각각 선착순 접수
한다.
서현청소년수련관 781-6184

▶ 대학생 자원봉사단 모집
대학생들에게 자기계발과 사회참
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
사단을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2009년이며 자원봉사교
육, 수련관 프로그램 및 행사지원, 워크숍 등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활동을 한다.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대
학생은 이메일(yumcom@nate.com), 팩스(7834307), 방문접수 후 담당자 면접을 거치면 된다.
정자청소년수련관 783-4300(402)

▶ 금요예술마당 & 토요시네마
3월 27일(금) 오후 7시 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친
구·가족·연인이 함께 난타공연과 타악기 체험을 무
료로 즐길 수 있다. 4월 15일
(토) 오후 3시에는 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수퍼독‘볼트’가
무료 상영된다. 최고의 TV스
타 볼트, 액션 영웅 볼트의 완
전‘리얼 액션 어드벤쳐’가 펼
쳐진다.
중원청소년수련관 750-4631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긴급구조·활동정보 제공

■ 일시
2009년 4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연주곡
무반주 합창 마드리갈
박지훈의‘봄날’
2009 성남아리랑 제1악장‘빛과 소리의 만남’
성남시립합창단 709-2830

SPECIAL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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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09

특·집

봄, 초록을 만나다!
어김없이 봄은 우리 곁으로 돌아와 끈질긴 새싹의 생명력과 화사한 꽃들의 자태를 뽐낸다. 자연을 사
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연인의 손을
잡고‘초록빛 나들이’는 어떤지. 봄 향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 있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박인자 기자 ninga0805@hanmail.net
신구대학 미로원, 등산학교, 시립식물원에서
봄나들이를 흠뻑 즐길 수 있는 초록의 봄이 찾아왔다

도심속 시립식물원
도심 한가운데서 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중원구
은행1동주민센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새롭게 조
성된 은행자연관찰원(면적 3만4,760㎡)을 찾았다. 입
구에는 방문자센터가 마련돼 있어 관람객의 학습편
의를 돕고 있다.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목련·영산홍·산수
유·단풍나무 등은 센터 뒤편으로 있어 생태연못을
안내하고, 그 길을 따라 난 나지막한 산책길에는 스
트로브 잣나무가 줄지어 서있어 마치 손을 내밀어 숲
길을 안내하는 듯하다. 산책길 끝 쉬고 싶은 마음에
찾은 야외공연장에서는 따뜻한 봄볕을 만난다.
산책길을 뒤로 하고 오르는 길은 회양목과 느티나
무, 국수나무, 산수국, 황매나무, 계수나무 등 다양한
나무를, 광장 앞에서는 소사나무(한국특산종)와 메타
세콰이어(특별보호수)를 볼 수 있다. 미로광장에는
5m 높이의 측백나무들이 조성돼 있어‘푸르름’과
‘상쾌함’이 배어들 듯하다.
미로광장까지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시
간, 미처 둘러보지 못한 곳이 많다. 이 밖에도 온실,
덩굴식물원, 과수
원, 억새원, 테마
원 등이 있다. 물
이 오른 나무에서
는 새순이 돋고 꽃

나무에서는 꽃망울이 돋아 바싹 다가앉은 ■ 어린이들을 위한 해설 및 체험프로그램
봄을 알려준다. 화려한 꽃이 피어서가 아니
놀이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라 봄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이 봄을 부른 것
땅 속에서 뿌리는 무엇을 할까?
곤충들의 숨바꼭질 허브 비누 만들기
개구리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다.
곤충 모델 선발 대회
식물 심기
꽃과 곤충은 정말 친구일까?
시립식물원은 이곳 은행자연관찰원 외에
※ 교육비 : 프로그램별 아동 1인 각 4천원
사송수목관찰원(수정구 사송동), 맹산자연
정원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계절마다 자태를 뽐내
생태숲(분당구 야탑3동), 우리꽃동산(중원구 은행2
는 꽃의 향기에 취해 볼 수 있는 계절화원을 만날 수
동 남한산성유원지 내) 등 4곳으로 도심에서 흔히 볼
있다.
수 없는 수목과 초화류 등 35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린
봄(3~6월)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먹을 수
이정원 ▲토종뿐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 도입된 갖가
있는 새순 배워보기 ▲나무와 곤충(나비) 배우기 ▲
지 허브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허브원 ▲어린이들이
우리꽃 찾기 ▲환경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운동(토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놀이터 ▲환경적
요일 주말프로그램)을 매주(월~토) 1일 2회 운영한
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습지생태원
다. 대상은 유치원 이상 가족단위 시민이다. 단체관
등을 둘러보노라면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휴식을 경
람은 10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15명 이상일 경우 강
험하게 될 것이다.
사가 교육한다. 인터넷(www.snpark.net)이나 전화
식물원 내에 올해 새로 선보이는 자생식물보존원
로 신청하면 된다.
시립식물원 방문자센터 729-4318~9
은 400~500평의 대지 위에 야생화를 비롯해 멸종위
기에 처한 토종 식물을 보존,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4월 개장을 앞
신구대학 식물원
두고 새 단장에 들어간 식물원은 벚나무쉼터, 느티나
무쉼터 등 쉼터를 많이 만들어 더 쾌적한 관람이 되
도록 배려했으며 꽃무릅 10만 그루, 산수국 10만 그루
이상을 심어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2003년 5월 개원 이래 무료 이용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며 식물사진전 전시와 조경가
든대학 운영, 성남시립합창단의 정원음악회, 초·
중·고 교사 대상 학교숲과 환경교육 실시 등 지역사
회 발전과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
전 9시 30분~오후
수정구 상적동에 자리 잡은 신구대학 식물원은 17
6시 30분(10~11월
만평 규모의 자연학습장이자 일과 공해에 찌든 사람
은 오후 5시 30분
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이슬모양 온실로 중부지
까 지 )이 며 매 주
방에서 볼 수 없는 남부수종으로 조성한 에코센터
월요일 휴관한다.
신구대학 식물원
▲곤충의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신비함이 가득한
723-6677, 9770
곤충생태관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서양
www.sbg.or.kr

1기

실내교육(이론)
남한산성 산행

2009.3.17(금)
2009.3.27(금)

13:00~17:00
09:00~17:00

50

2기

실내교육(이론) 2009.4.10(금)
영장산 산행
2009.4.24(금)

13:00~17:00
09:00~17:00

50

도 환영이다.
성남시에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등산지원
센터를 통해 등산에 관련된 응급처치, 지도 읽는 법,
안전산행 등을 이론교육(중원도서관)하며, 실외교육
강사들과 함께 산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을
배울 수 있다. 각 기별로 선착순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다(단, 재료비·도시락 등은
본인 부담).

3기

실내교육(이론)
청계산 산행

2009.5. 8(금)
2009.5.22(금)

13:00~17:00
09:00~17:00

50

접수 및 문의 : 한국등산지원센터 교육팀 02)906-2744
http://kmsc.kr/ 이메일 cemogi@kmsc.kr

4기

실내교육(이론)
불곡산 산행

2009.6.12(금)
2009.6.19(금)

13:00~17:00
09:00~17:00

50

5기

실내교육(이론)
남한산성 산행

2009.7.10(금)
2009.7.24(금)

13:00~17:00
09:00~17:00

50

6기

실내교육(이론)
영장산 산행

2009.8. 7(금)
2009.8.21(금)

13:00~17:00
09:00~17:00

50

7기

실내교육(이론)
청계산 산행

2009.9.11(금)
2009.9.25(금)

13:00~17:00
09:00~17:00

50

8기

실내교육(이론) 2009.10. 9(금)
불곡산 산행 2009.10.23(금)

13:00~17:00
09:00~17:00

50

9기

실내교육(이론)
남한산성 산행

13:00~17:00
09:00~17:00

50

성남시 등산학교

조경가든대학
■ 프로그램 일정표
구분

싱그러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 집안으로 들여놓
는 방법은 없을까? 마음은 있지만 지식과 경험이 부
족해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조경가든대학
이 바로 그 답이다. 식물원 나들이 단계를 넘어 전문
가로서 식물을 재배해 볼 수 있는 조경가든대학에 도
전해보자! 신구대학 식물원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조경가든대학 코스를 안내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내·
외 정원 조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도시
녹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조경가든대학 교육
생을 모집한다. 재단에서 35만 원을 지원해 주므로
가드닝일반과정은 15만 원, 가드닝심화과정은 20만
원의 자부담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5개 교육장소에서 상반기 3.16(월) ~
3.19(목), 하반기 8.5(수)~8.11(화)로 나눠 420명을 모
집하며, 성남시에서는 신구대학에서 120명 교육인원
을 모집한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인터넷추첨에 의
해 선정한다.

교육기간

2009.11.13(금)
2009.11.27(금)

시간

인원(명)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 우천시 실외교육 연기, 장마철시 실외교육 연기나 실내교육으로 대체

성남시에 거주하면서도 아직 성남 근교에 있는 산
을 가보지 못한 분들, 등산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1년 과정의
경기농림진흥재단 250-2731 www.ggaf.or.kr
‘성남시 등산학교’가 개설되는 것이다.
등산 및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의
■ 조경가든대학 과정
보급으로
올바른 등산 문화 확산 및
교육과정
대상
교육내용
산악사고 예방, 산림생태계 보전에
가드닝일반과정 일반인
실내·외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과정
기여하기 위해 시가 운영한다. 산행
가드닝일반코스 수료자,
실내·외 정원 조성 및 병해충, 전정 등
가드닝심화과정
관련학과 졸업생 및 종사자 정원조성 전문관리과정
을 할 수만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라

일요일을 이용,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성남시는 오는 4월부터 11월
까지 성남시민(가족단위 신청)에게 남한산성과 청계
산을 탐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고장 야생화,
곤충, 나무 등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다.
일상의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숲과 자연을 직접 체
험하며 내가 사는 고장의 자연환경을 알고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가족간의 정서적 연대감을 강
화할 수 있는 기회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1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참
가희망 가족은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관리과 환경기획팀 729-3143

COMMUNITY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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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이·웃

극단 반딧불…‘내려다 본 세상’공연
“연극 왜 하냐고 묻는 건‘너 왜 밥 먹어’하는 거랑 똑 같은 거지요”

기획연재 성남 역사 이야기

연극을 사랑하는 젊은 연극인들이 열정 하나로 모
여 만든‘극단 반딧불’(분당구 야탑동·사진)이 오는
4월 연극‘내려다 본 세상(아래)’을 무대에 올린다.
극단 반딧불은 2004년 10월 박경훈(38·경기도 젊
은 연극인 부회장) 대표를 중심으로 젊은 연극인 15
명이 모여 창단, 가족 뮤지컬 후크, 너 도둑 나 배우,
동물원 이야기, 난 결혼할껴 등을 매년 무대에 올리
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연극‘내려다 본 세상’의 연출을 맡은 박경훈(뒷줄
오른쪽) 대표는“세상에서 병을 얻은 환자와 그 환자
를 통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투영해 보
려고 한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인극,
마당극, 뮤지컬, 창작극, 청소년극, 아동극 등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는 무대공연 연출로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있다.
4월 16, 17일 양일간 공연예정으로 수정청소년수련
관에 대관 신청을 했다는 박 대표는“어려운 여건 속

책 읽는 성남

기업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따른다면, 성남시의 대표
적인 문화로서 연극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
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시간 30분 남짓 공연되는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
리기 위해 하루 3~4시간씩 두 달이 넘도록 연습하면
서도 행복하고, 생계형 아르바이트도 즐거운 마음으
로 한다는 극단 반딧불 단원들.“배우라는 게 끊임없
이 배운다고 해서 배우라고 하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연극배우라고 말하기가 좀 망설여질 때도
있지만, 작품을 하고 있을 때는 힘든 거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행복해요.”
어떤 연극인이 이런 말을 했다.“연극이란 조용히
꿈꿔온, 혹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던, 혹은 한 번쯤 자
기에게 다른 삶을 보여주고픈, 혹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이 아
닐까?!”
극단 반딧불 대표 018-221-6141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성남공무원독서연구회‘2020 책읽기 운동’

“우리시 전 직원이
매일 20분간 독서를
통해 매월 한 권 이
상의 책을 읽음으로
써 공직사회의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하
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여독서운동
입니다.”
사서 등 공무원으
로 구성돼 올 1월 발족한 성남공무원독서연구회는‘2020 책읽기 운동’을 통해
얻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행정업무에 적용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
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시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
다고 중앙도서관 류광현 사서는 말한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들간에 마음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추천도서를 선정한다.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넷째 금요일에 강사를 초빙, 연구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후 7~12월은

전 직원에게 응용 적용할 예정이다. 월별 도서선정, 독서 전문교육 이수, 독서
정보 수집 및 개발, 직원 독서활성화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말에는‘2020 책 읽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부서와 직원을 시상함으로
써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자료집 발간도 계획중이다.

추천
도서

따뜻한 카리스마
이종선 | 랜덤하우스 | 2004. 7.

이 책은 여성적인 세세한 느낌으로 저자가 겪었던 여러 유형의 CEO
모습에서 카리스마를 제시한다.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과 말 한마디
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으로 인해 상대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자기표현은 자기를 내세우되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를 동시
에 존중해 주는 행동이므로 공감적 주장이어야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강조한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공
감능력이 있어야 하며, 상호간에 신뢰와 설득은 물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제대로 된 자기표현의 완성은 오랜 시간의 훈련과 노력에 달려 있다. 이 책 속 많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현재의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훈련하는 계
기를 얻으며, 나아가 그 모습에 따뜻한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장영희 기자 younghee21@hanmail.net

2009 향토유적지 순례

성남시
성남시 향토유적
향토유적 제6호,
제6호, 연성군
연성군 이곤(延城君
이곤(延城君 坤)
坤) 묘비
묘비

天·地·人 조화, 선정(善政) 염원 담긴

기업과 문화의 만남 절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에서도 매년 끊임없이 작품활동을 하
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공연할 무대
를 찾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역을 맡은 오탕
(31·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씨는 대학
교에서 뮤지컬을 전공한 재원이지만 공
연이 없을 때는 다른 극단의 조연출이
나 스태프로 일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
트를 하면서도 일반 직장은 얻지 않고
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극을
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임에도 연극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오탕 씨는“연극배우한테 연극 왜 하냐고
묻는 건‘너 왜 밥 먹어’하는 거랑 똑 같은 거지요.
연극은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 하나만 갖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합
니다”라며 나이 40이 넘으면 뮤지컬 연출을 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단원 15명 중 여자 단원은 5명, 20대 젊은이로 구성
돼 있다. 이번 연극‘내려다 본 세상’에는 오탕, 김만
제, 기민정, 김슬기 씨가 출연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
로 입장 관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에는 뮤
지컬‘초인의 노래(이육사)’를 공연할 계획이라는 박
대표는 앞으로 역사적 인물을 시리즈로 무대에 올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또 박 대표는“바람이 있다면 기업과 문화의 만남”
이라며“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연극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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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삼족오(三足烏)

성남문화원은 올해 특색사업으로‘2009 향
토유적지 순례’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
최한다.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시 관
내 4회, 전국 일원 4회 총8차 실시한다.
1차 순례는 4월 15일 봉국사-남한산성 행
궁-숭열전-연무관-현절사를 답사하는 코스
로 성남시민 20명을 3월 30일~4월 3일 선착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seongnamculture.or.kr).
성남문화원 756-1082

‘삼족오(三足烏)’는‘해 뜨는 동방의 나라 조선’의
상징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
월에 걸쳐 민중의 생활 속에 이어져 내려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주몽’등 역사극을 통해 사람들에
게 매우 친숙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 속에
서 보이는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이 고구려의 국기인
것으로 오해될 정도다.

군 이곤(1462-1524)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
정, 호는 녹창(綠窓)이다. 1483년(성종 14) 생원시 합
격, 1492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을 보직 받았
다. 이어 병조정랑, 사간원헌납, 사헌부장령, 장악원
첨정 등을 지내고 외직으로 황주·해주 목사, 밀양부
사 등을 역임했다.
1506년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을 세워 분의정
국공신이 되었고 예조참의 등을 역임했다. 1524년(중
종 19) 가선대부로 품계가 오른 후 사망했다. 자헌대
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 의금부사로 추증됐고,
연성군에 봉해졌다. 이곤 묘비의 관석(冠石)에는 특
이하게도 앞면에 직경 17.5㎝의 큰 원 속에 날개를 활
짝 펴고 서 있는 삼족오를 새겼다.

‘삼족오’
는 태양에 사는 까마귀의 발 세 개
태양에 까마귀가 산다는 신앙은 아주 오랜 옛날부
터 있어 왔다. 옛날 건국설화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동명성왕 이야기, 신라의 연오랑과 세오녀 이야기,
그리고 김알지의 난생설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태양과 새를 통해 하
판교 소재 이곤 묘표에
늘의 뜻을 이어 받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삼족오 문양
인식했다.
삼족오가 새겨진 묘비는
하늘에는 매일 태양이 가로
세 곳이 있는데 이곤의 묘비
질러 건너가고 새들이 날아다
는 1559년에 세워진 것으로
니기 때문에 태양과 조류가 관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조선
련된 얘기가 고구려 벽화에서
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삼족오의 발이
다. 남양주에 있는 고려 말의
세 개로 표현되는 것은 태양이
충신 변안렬(邊安烈)의 묘표
양(陽)이고,‘3’이 양수(陽 )
뒷면에 날아가는 모습으로
이므로 태양에 사는 까마귀의
새겨진 것은 1571년에 건립
발이 세 개라고 풀이된다. 그
된 것인데, 다리가 표현돼 있
리고 숫자 3을 중요시해 신성
지 않다. 남양주에 있는 박운
하게 여기거나 천(天), 지(地),
(朴雲, 1493-1562)의 묘표에
인(人)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도 삼족오가 새겨져 있는데
해되고 있다.
16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새나 태양이 관련된 신화는
이곤 묘비의 것보다 후대에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지만
만들어진 것이다.
삼족오는 오로지 동아시아에만
이곤은 중종반정에 참여
널리 존재하는 특수성이 있는
삼족오가 새겨진 연성군 이곤의 묘비
한 인물이고, 박운의 부친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대
중종반정의 일등공신으로 영의정까지 지낸 박원종이
손환일 교수는“일중삼족오(日中三足烏)와 월중옥토
다. 이들 묘표에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족오를 새
(月中玉兎)가 있다”면서“그러나 중국에서는 위진남
긴 것은 올바른 정치에 대한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
북조를 지나 수·당 시대가 되면 산둥(山東)과 랴오
했던 것이다. 삼족오가 의미하는 天地人의 조화와 선
닝(
)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차 소멸되는데, 이는
정(善政)의 의미는 지방자치 시대의 중요한 상징이
삼족오 문화가 원래 중국 하족(夏族)의 문화가 아님
라고 할 수 있으며, 연성군 이곤 묘비에 새겨진‘삼족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오’문양은 우리 성남시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다.
분당구 판교동 산 25-1번지에는 이 삼족오가 새겨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리 :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진 조선 중기의 묘표가 있다. 이 묘표의 주인공 연성

성남일화축구단 경기 시작

2009 K리그 성남팀 경기가 3월부터 7월까
지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청 옆)에서 열린다.
K리그와 성남일화 최고의 스타 출신 신태
용 감독은“더 빠르고 박진감 넘치는 축구를
보여 주겠다”며 성남시민들이 흥미진진한 축
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팬을 위한 연간회원권(홈 20경기, 성인
7만원·청소년 4만원)도 판매하고 있다.
성남일화축구단 709-4133
■4월 경기 일정
4.8(수)
오후 8시
4.11(토)
오후 5시
4.26(일) 오후 3시

성남일화 vs 인천
성남일화 vs 포항
성남일화 vs 제주

사랑방 문화클럽 활동 본격화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해 온 성남문화
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이 3월 6일 2009 출범
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문화공헌 활동을 펼
치고, 9월에는 성남아트센터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시민 문화예술동호회가 스스로 기획
하고 창조해나가는 제3회 사랑방클럽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동네사업팀은 10여 개의 동네를 선정,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신규 클럽을 발굴 지원하며, 문화복지공
헌팀은 지난해처럼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문화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783-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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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생·활

생생 재테크(2)

건강칼럼

저축을 많이 하는 방법 1 (소득평준화)
FV=PV(1+i)n
미래의 부를 결정하는 공식 중에 PV를 늘리는 방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한다. PV란 복리공식에
서는 현재가치를 의미하지만, 재무 설계에서는 저
축 가용자금을 의미한다.
소득 - 소비성 지출 = 저축 가용자금
즉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저축 가용자금 규
모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소득과 소비성 지출의 파악이 우선돼야 한
다. 이번에는 이 중 소득에 대해 이야기할까 한다.
소득 부족 시‘저수지 통장’
으로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소득은 월 단위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연단위로 보면 비슷한 경우
가 많다. 월 단위 소득의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수지 통장’이 필요하다.
저수지 통장은 소득이 많을 때는 모아두고 소득
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도구다. 보통 저수지
통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과 보통예금이지만 화폐의 시간가치나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알맞지 않다.
화폐의 시간가치란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의 하락을 의미한다. 현재 100만 원을 소유하고 물
가상승이 연간 4%로 진행될 때, 10년 후 100만 원의
화폐가치는 67만5천 원으로 32%정도 하락한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통예금통장의
돈은 화폐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한다.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게
될 경우, 연 7~11%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00만 원을 10% 이자로 낼 경우 매일 273원의 이자
를 지출해야 한다.
통장분리 + 소득평준화 상품, CMA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면서 저수지 통장으로 활용
할 만한 금융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통장
분리와 소득평준화를 상호 호환성 있게 진행하기
가장 좋은 금융상품은 CMA라고 할 수 있다. 연
3%이상의 이자를 매일 적립해 준다.
실제로 100만 원을 하루만 넣어놓는다고 해도 매
일 82원(세전)의 이자가 붙는다. 10일이면 아이 과자
값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
고 종금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예금자 보호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저수지 자금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변동소득을 일정하게 산정해야
저수지 자금의 설정은 아래 <저수지 통장의 사용
예>에서 보듯이 저수지 자금액이 부족해지지 않게
설정해야 한다.
<저수지 자금 산정의 예>
*월평균 소득 : 235만 원
*(월평균 소득 - 부족월 소득)의 합 : 295
월

1

2

3

4

5

6

7

8

300

230

230

160

190

200

230

200

9

10

300 200

11

12

180

400

*저수지 자금 : 300만 원

아래의 사용 예는 매월 변동적 급여가 들어오고
평균 소득화 된 235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최초
300만원으로 설정한 저수지 자금의 변동추이를 나
타낸다.

직접 만드는 DIY 교실 3⃞

변동소득
(160~400만원)

저수지(300만원)
CMA

고정소득(235만원)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급여총액
평균급여

300
급여
300
230
230
160
190
200
230
200
300
200
180
400
2820
235

저수지자금액
365
360
355
280
235
200
195
160
225
190
135
300

위와 같이 소득이 일정해지면, 계획에 맞춘 생활
이 가능해진다. 저수지 통장을 언제 개설 하느냐에
따라서 저수지 자금의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부족
하게 설정하면 일시적으로 예산이 맞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저수지 통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은 소득
이 가장 적을 때를 고려해 진행하게 되거나 자율 적
금의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계획적 저축을
어렵게 만들고 이자율도 적어지므로 효율적이지 못
하다. 또한 소득이 많을 때는 남는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소비성 지출로 이어지기 쉽다.
예산 산정에 선행돼야 할 것이 변동소득을 일정
하게 하는 일이고, 이 일정화 된 소득으로 인해 계
획적이고 알뜰한 가정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이다.

대로 만들면 SPF 20의 자외선차단제가 만들어진다.
1. 두 개의 용기를 준비해 하나에는 오일류를, 다른 하나에
는 워터류를 혼합한다.
2. 각각의 혼합물을 70~74℃로 맞춘다.
3. 오일류 혼합물에 천천히 워터류 혼합물을 부어넣고 핸
드블랜더로 느리게 한 방향으로 젓는다.
4. 혼합액이 골고루 섞이면 속도를 한 단계 올린 후 마요
네즈 정도로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준다.
5. 용기를 차가운 물에 담근 채 혼합물의 온도를 내리며
블랜더를 돌린다.
6. 온도가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첨가물을 넣는다.

보통 핫플레이트에 비커를 올려놓고 온도를 맞추
지만 이것이 없다면 내열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전
자렌지에 데울 수도 있다. 만들어 놓은 자외선차단제
는 혼합물이 잘 섞이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만든 날
로부터 3일 뒤에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냉장보관 해
야 한다. 사용 후 세안 할 때는 화장을 했을 때처럼
깨끗이 닦아내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뽀얀 피부, 오
래오래 간직하자.
도움말_마리 최연실 실장 708-3701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분당차병원 치과 윤보근

교수

얼굴뼈·치아 부조화가 얼굴
모양 변형의 원인
무엇이든 빨리 지나가버리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대부분
약 3초 만에 무의식적으로 첫인
상을 결정한다. 좋은 인상은 인
생에서 큰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인상에
서 옷차림, 체형, 말투 등 많은 부분이 첫인상에
영향을 주지만 단연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
장 크다.
좋은 인상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 즉 가장 조
화로운 얼굴은 얼굴모양의 기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얼굴의 외형을 이루는 것은 안면골(얼굴
뼈)과 얼굴뼈 안에 담겨있는 치아가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健 康 百歲

아름다운 얼굴!

그 3초의 미학

또 얼굴뼈는 인체의 다른 어느 부위의 골격보
다도 복잡하며 중요한 구조물들을 포함하고 있
다. 이러한 구조물들이 안정적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와 이목구
비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얼굴이 된다.
기본골격의 조화가 깨지면 전체적인 부조화가
발생한다. 따라서 얼굴뼈의 부조화로 인해 그에
담겨진 치아도 치열과 교합의 균형을 상실하게
되며 흔히 알고 있는 부정교합과 함께 안모의 변
형이 일어나게 된다.
반대로 치열의 이상으로 얼굴에 부조화가 발생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안모의 변형으로 인해
조화롭지 못한 얼굴, 아름답지 않은 얼굴이 만들
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청소년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안모와 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만12세 이하 아동이 자택근처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접종비의 약 30%를 지원한다. 접종지원백신은 BCG, B형간염, 소아마
비, 수두 등 8종이다.
보건소 지역보건팀
수정구 729-3845~7 중원구 729-3905~7 분당구 729-3965~7

암 조기검진 연중 실시
무료암검진표를 받거나 안내전화를 받은 성남시민이 대상이며 검진비
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중“대
상”
으로 표시된 암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사전예약해야 된다. 또 의
료급여 암 환자, 폐암 환자, 소아 암 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와 희귀난
치성질환자 의료비도 지원한다.
보건소 건강증진팀/ 수정구 729-3854, 3859 중원구 729-3934
분당구 729-397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시선은 안쪽으로 바라보고
턱은 약간 안쪽으로
당긴다

오래된 이불을 리폼하려면?
우리나라는 딸이 시집갈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목
화솜이불을 해주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화학솜의 편리성 때문에 목화솜이불은 그야말로 장
롱 속 장식품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목화솜 이불을 노리는 악덕 방문판매원들의
교묘한 상술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속칭 맞춤이불 방문판매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해 자
리만 차지하고 있는 목화솜 이불을 새로 틀어서 새
이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한다. 판매
원의 상술에 넘어간 소비자는 자신의 목화솜 이불
과 함께 이불제작비 수십만 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새로 해온 이불에는 소비자가 보낸 목화솜
은 찾아볼 수 없고, 싸구려 화학솜이나 저질 솜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 새로 만든 이불을 사용한 후 온
가족에게 피부발진이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경
우도 있을 정도다.

저소득층 대상 치아홈메우기
어깨는 힘을 빼고,
두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면 좋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정의 초등
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방문 및 전화 접수받는다.
수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 729-3858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매주 화·목요일(12:00~13:30) 관내 만성관절염이 있는 주민을 대상
으로 이론교육, 수중운동, 스트레칭 요법 지도를 실시한다. 연중 4기(6
주과정) 진행되며 3월 26~31일 선착순 희망자를 모집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69, 3972

무게중심을 발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배와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허리를 똑바로 편다.

보폭과 속도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추어
무리하지 않는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하루 1만보를 걷는 것은 최상의 노화방지제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이불을 주문할 때 계약서
도 부실하게 작성돼 있고, 어떤 솜으로 이불을 만들
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
이 쉽지 않다.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제작이 이미 시작된
맞춤이불은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오래된 이불을 새로 리폼하고 싶다면 가까
운 이불 집을 방문해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열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시기에
안모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심리적 열등감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골격과 그에 담긴 치아,
그리고 이목구비가 가장 조화를 이
룰 때‘아름다운 얼굴’, 즉 상대에게 안정감과 호
감을 주는 얼굴이 되는 것이다. 안모의 부조화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
뼈와 그 안에 담긴 치아의 관계가 더 중요하므로
반드시 턱·얼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턱·얼굴
외과(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사와 교정 전문의
사와 함께 각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찾
는 것이 좋다.

건강게시판

걷기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서울지점 상담위원
moneyplan@podofp.com

소비자 Info

자외선차단제 바르고, 자신 있게 햇살 속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볕이 넘실거리
는 계절이 왔다. 그러나 햇살은 따뜻함
속에 가시를 숨기고 있으니 상처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햇살 속의 가시
는 바로 자외선!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
되면 색소침착과 피부노화가 촉진된다.
자외선지수는 봄에 가장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피부를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햇살과 마주하기 전
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판매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가 많지만 천연 재료
를 사용해 직접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준비물은 ▲오
일류: 미용 올리브5g, 마카데미아 5g, 호호바 10g, 몬
타나브 2g ▲워터류: 증류수 50g, 로즈워터 45g, 암피
졸 4g, 카보폴 6g ▲첨가물: 티타늄디옥사이드 52g,
산화 아연 23g, 신나메이트 10g, 감초추출물 2g, 라벤
더 15~20방울이다.
만들기 전에 먼저,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에탄올을 사
용해 도구를 깨끗이
소독해야 한다. 준비
한 재료를 넣고 순서

<저수지 통장의 사용 예>
저수지효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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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플·러·스

●매일 30분씩 활기차게 걷자!

근력강화운동(덤벨)·비만관리·당뇨건강 교실
4월 8일~5월 29일(매주 수·금) 근력강화, 스트레칭 등 근력강화 운동
교실이 열린다. 3월 25일~4월 3일 체성분 검사를 실시해 30명을 선착
순 접수한다. 또한 뱃살탈출 비만관리교실을 4월 14일~6월 5일(매주
화·금) 운영키로 하고 체성분 측정결과 BMI 25 이상의 대상자를 4월
1~10일 선착순 모집한다. 당뇨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는 당뇨 건강교
실(4.1~22 매주 수)도 진행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729-4005~6

친구야! 운동가자, 걷기동아리 운영
4월 6일~11월 15일 매주 월·수·금(8:00~9:00) 율동공원, 중앙공원,
탄천변에서 각 동아리별로 운영된다. 50세 이상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3월 25일~4월 2일 선착순 모집한다.
이화여대 스포츠교육연구실 02-3277-4322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72~3

절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되 걷기 전과 걷고 난 후에 몸을 풀어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바뀐 2009년 건강검진 사항

●걷기운동
안전하고, 쉽고 무엇보다 경제적이며 몸 전체에 득이 되는 운동이니 만큼 정확하고 올바른 걷기를 통해
건강한 인생을 시작하자!

●걷기의 효과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건강 및 유연성을 길러주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성남시노인보건센터 739-3000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1, 2차 검사항목을 통합 조정한다. 중성
지방·HDL-콜레스테롤·크레아티닌을 1차 검진으로 실시하고, 일반건
강검진 대상자 중 70세와 74세 노인은 인지기능저하(치매) 검사를 실
시한다. 또 1차 검진 수검자에게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2차
검진은 치매예방을 강화하고 고혈압·당뇨병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c.or.kr
성남남부지사(분당구) 788-4160~4
성남북부지사(수정·중원구) 729-0161~4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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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여성복지회관 제2기 단과반 수강생 모집
모집대상 : 18세~60세 시 거주 여성
교육기간 : 5.11~8.21(3개월)
모집기간 : 4.13~5.8
모집과목 : 한식조리기능사 등 19개 반 412명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참조)
수강신청 : 인터넷 접수(http://snfamily.or.kr),
선착순 수강료 결제순
※우선모집 대상은 방문 접수
수 강 료 : 30,000원(접수 당일 결제),
교재 및 재료비 본인 부담

개학을맞은실버대학한글교실
김선미 _ 분당구 야탑동

금세 빨려들 듯 빛나는 눈빛, 떨어질세라 손에
꼭 쥔 긴 연필과 못난 지우개, 책상 위 교과서와
10칸 초등학생용 새 공책, 히터기가 필요 없을 정
도로 빈자리 하나 없는 빽빽한 교실, 옆 짝꿍과
쫑알대는 모습들. 영락없는 담임선생님을 맞는
설렘에 눈빛만 초롱거리는 초등학교 신학기 교실 분위기다.
하지만 이는 내가 가르치는 복지회관의 실버대학 한글교실의 첫날 모습
이다. 삐치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는, 인생의 지혜를 이마의 주름에 감춰
둔 채 몰라도 허허 웃으시는 귀여운 꾀돌이 할머니들, 내게는 모두 10
대 소녀들이다.
주책없이 떨리는 손과 싸우며 삐뚤빼뚤 글자를 옮길 때 그 느림과
노력의 결합이 작품으로 보이는 건 나의 착각일까. 손의 흔들림에
자획이 곧게 써질 리 만무해도 그 글자들은 한때 싱그러운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 커피를 권하는 작은 배려에 난 커피가 아닌
고마움을 마신다. 억지로 손에 들려주는 배추김치에 사랑까
지 얹혀 김치를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단어를 받아쓸 때 옆 짝꿍의 솜씨를 슬쩍 곁눈질해도 부
끄럽지 않다. 우리만의 암호를 푸는 과정이니 틀려도 무
방하다. 연필심이 부러져도 옆 친구 연필 한 자루 집으
면 그뿐이다. 나이 터울도 문제없다. 같은 꼭짓점을
향해 가는 수많은 점들이니 그 점의 크기가 무슨 소
용이 있을까.
집 근처 초등학교의 입학식이 눈에 들어온다.
요즘 아이들도 옛날처럼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있을까. 오늘 내 앞에 모여 앉은 할머니
들의 가슴에 손수건이 아른거린다. 무언가
가 되고 싶었다는 현재에서 바라본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희망
의 새 출발’을 노래하는 할머니들은 영
원한 나의 소녀 학생들이다.

포토· 탄천의 벚꽃
박재경_분당구 구미동

탄천을 산책하다 꽉 찬 봄기운을 카메라에 담았다.
화사한 봄이 저만치 펼쳐지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무료 취업지원센터
이용기간 : 연중(성남시 거주 어르신)
취업희망 어르신 및 기업체(전화, 방문접수)

성남시 중원구여성합창단 모집
자격 : 합창에 재능이 있는 시 거주 50세 미만
단장 010-6314-3737, 총무 010-2681-4401

생활체육 어머니 배구단원 모집
대상 : 배구에 관심 있는 성남시 거주자
연습 : 매주(월·수·금) 11:00~13:00
지원사항 : 운동복, 유니폼, 배구화, 용품 등

성남가정폭력상담소
<민·형사 변호사 사전예약 무료 법률상담>
상담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연중)
<건강한 가정만들기>
일시 : 3월~12월(개별상담, 부부상담 연중진행)
집단상담 : 부부대화법, 분노조절훈련 등
가족캠프 : 마음풀기,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707-6661~2

생활체육협의회 어머니배구단 758-8690~2

우편요금 할인 안내
우체국택배 : 인터넷접수시 1,000원 할인
EMS 선납봉투 : 1Kg 이하 서류·인쇄물
전세계 발송(12,000원)
우체국 제휴카드 이용 : 최고 월 1만원 할인
성남우체국 지원과 744-2800, http://461.epost.go.kr

미혼모 시설 무료 입소·분만 상담
24시간 상담 비밀보장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752-3366

우보천리 (牛步千里) 마음으로

성남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약 5년 전부터 매월
<비전성남>을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남을 알고 성남과 친해질
수 있었다. 성남 역사이야기를 재밌게 보고 있고, 모집·교육 등
의 정보나눔과 재테크 칼럼‘생생 재테크’
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좋아 보육교사 공부를 했고, 항상 웃어주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아이들과의 인연은 실습이 전부였다. 조급한 마음
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이십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서 성남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의 버팀목
이 돼준 곳이 또 성남이다. 이제 삼십대에는‘우보천리(牛步千里)’
의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려고 한다.
올 한 해도 성남시민에게 많은 정보와 성남의 소식을 전하는 <비전성남>과 함께 성남을
알아가고 싶다. <비전성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
져주는 따뜻한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남시여성합창단 017-277-2151, 총무 010-6622-3348

수정구 747-6379, 중원구 623-4009, 분당구 704-2125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모집>
교육형·복지형 : 4.1(수)까지
근무시간 : 주 3회, 하루 2~4시간

서은주(31·분당구 정자동)

성남시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자격 : 합창에 재능이 있는 시 거주 45세 미만
활동 : 정기연주회, 국·내외 합창경연대회 등

분당노인종합복지관 785-9200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 탁구, 당구·포켓볼, 헬스,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수 강 료 : 2만원(토요일 영화상영 무료)
운영시간 : 평일 18:00~20:00
토요일 13:00~18:00

채택된 작품에는 약간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주소, 연락처 기재바람).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 snnews@korea.kr

수필(다음호 주제는‘건강한 가정’
), 사진(성남지역의 풍경·사람들 사진. 200만 화소 이상),
이달의 독자를 모집합니다. 4월 6일까지 보내주세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Re-Start 예술봉사대 공연신청 안내>
공연 봉사단 : 라인댄스, 마술, 오카리나,
하모니카, 실버밴드, 사물놀이 등
무료공연 신청 :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자원봉사 개인·기업·단체 등 모집>
활동분야 : 관내 경로식당
활동시간 : 월~금(선택가능) 11:30~14:30

여성복지회관 729-2951~6(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 4번출구)

이달의 독자

15

정·보·나·눔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상담소 080-747-5453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일시 : 3.26(목) 13:00~17:00(매월 1회 진행)
장소 : 야탑역 광장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 헬스, 탁구, 당구>
수강료 : 주민 20,000원, 어르신 15,000원
시 간 : 평일 18:00~22:00, 토요일 09:00~17:00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지원센터 748-9904

FM분당 방송 직원모집
분야 : 방송제작, 광고영업, 홈페이지 관리·회계
기간 : 4.4(토)까지(자기소개서, 이력서, 사진)

<어르신 건강 의료 무료 프로그램 문의 및 참여>
한 방 과 : 매주 수요일
정형외과 : 매월 2·4주 수요일
치
과 : 매월 첫째주 목요일

FM분당방송국 703-6100
E-mail : fmbundang@hanmail.net

제22기 전문조사위원 모집
기한 : 4.10(금)까지
대상 : 만25~49세 미만 여성 약간 명(직장인 제외)
전공 : 식품, 소비자, 법률, IT분야 우선선발
신청 : 방문, 전화, 이메일(snkeui@chol.com)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추천서
특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명예농축산물위
생감시원 등 정부위촉 활동 우선 추천 등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중원노인종합복지관 751-7450

“인권교육활동가 양성교육”수강생 모집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 교육 및
청소년성전문상담원 교육 수료한 자
교육일시 : 4.15~5.20(매주 수·금 10:00~13:00)
접수기간 : 3.20~4.14

취업 희망자 및 기업회원 모집
대상 : 시 거주 55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
구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
내용 : 원하는 직장·필요한 사람을 맞춤 연결,
전문가 상담 및 지도
E-mail : eunhakold@hanmail.net

| 2009년 4월 문화 행사 캘린더 |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751-2050

YWCA 은학의 집 취업개발팀 705-7089

가정폭력 및 여성폭력 무료 상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 주민제보 접수
전사자 매장 관련 정보 및 추정 유해 발굴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02-748-4999
육군 3879부대 031-769-8113

가스시설 안전관리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및 전문가에게 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 751-6677

3월

200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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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영국신사 양기백”무료 공연

2009 둔촌백일장 개최

● 일시 : 3.29(일) 19:30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사전예약 입장 : 카페 및 메일(gijari@hanmail.net)
● 극단동선 010-6270-8430

● 둔촌 청소년 문학상 백일장 : 5.9(토) 하대원동 둔촌사당
● 둔촌 시조시·한시 백일장 : 5.9(토) 대원공원
● 중국 둔촌 백일장 : 5.17(일) 중국 심양시
● 성남문화원 756-1082 www.seongnamculture.or.kr

구미도서관“책 먹는 아이들”
● 기간 : 3~12월(대상 초등 3·4·5학년)
● 운영 : 매월 넷째주(토) 9:30~15:30
● 내용 : 50분 독서 10분 휴식, 독서습관 및 집중력 훈련
● 구미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729-4693

기관명

● 기간 : 3.3~3.30(월)
● 내용 :‘피터와 늑대’
등 도서 27권, 원화 30점
● 분당도서관 729-4664

● 4.7(화) 15:00~17:00 을지대학교 뉴밀레니엄기념홀‘영화로 보는 사이코패스’
● 4.8(수) 10:00~18:00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10주년 기념 특별강연/기념식/심포지엄’
● 4.9(목) 15:00~17:00 성남시민회관 소극장 가족과 함께 보는 연극‘내 마음의 보석상자’
● 참가방법: 사전 전화예약
● 성남시정신보건센터 754-3220, 702-7214 www.sncmhc.com

중원구청

특별기획공연‘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 일시 : 4.2(목) 19:00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
● 티켓 : 전석 5천원(8세 이상 관람가)

비만·영양 뮤지컬“똥장군 구리구리”
프로축구
● 내용 : 직접 만들어 보는‘신나는 책만들기’
‘미술체험’
‘점핑클레이’ K리그
성남일화
● 신청 : 4.5(일)까지(www.sncf.or.kr)
인천
● 율동공원內 책테마파크 708-3588, 9088
오후8시

프로축구
K리그
성남일화
포항
오후5시

● 일시 : 4.15~17(오전 10시, 11시15분)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무료)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6~7세
● 수정·중원·분당 보건소 729-3972

어린이모자 열람실‘동화프로그램’
● Kid’
s English Story Telling : 매주(화) 11:00~12:00
● 동화책 읽어주기 : 매주(목) 11:00~12:00
● 동화구연 : 매주(금) 11:00~12:00
● 중앙도서관 정보봉사2팀 729-4643

중앙도서관

자 격

파워포인트반

성남시민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3.30~4.24

월, 화, 목, 금 10:00~12:00

30

3.16~마감시

30 중원구 홈페이지 접수

기관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파워포인트 2003

구 분

자 격

3.30~4.10

09:00~10:30

22

포토샵 CS3

3.30~4.10

11:00~12:30

22

스위시맥스2

3.30~4.10

13:00~14:30

22

4.13~4.24

09:00~10:30

22

한글 2005

4.13~4.24

11:00~12:30

22

접수일/접수처

3.30~4.24

월, 화, 목, 금 13:00~15:00

3.30~4.24

월, 화, 금 18:30~21:00

30

엑셀(기초-고급)

4.7~5.28

화, 목 09:30~11:00

35

컴퓨터 왕초보

4.7~5.28

화, 목 11:30~13:00

35

엑셀 및 파워포인트

4.7~5.28

화, 목 16:00~17:00

35 화·목반 09:00~

엑셀 2003

4.13~4.24

13:00~14:30

포토샵

4.7~5.28

화, 목 19:30~20:30

35 수·금반 09:30~

실무문서 스킬업

4.7~4.30

화~금 09:30~11:00

30 3.26(목)~3.28(토)

4.7~4.30

화~금 11:30~13:00

30 인터넷 선착순 접수

4.7~4.30

화~금 14:00~15:30

30

4.7~4.30

화~금 16:00~17:30

30

뉴 실버세대 기초반은

4.4~4.25

토 10:00~13:00

30

방문접수(15명 가능)

3개월 (2개반)

09:30~11:00/ 11:00~12:30

40

3개월

11:00~12:30

24

3개월

09:30~11:00

24

3개월

09:30~11:00

24

3개월

11:00~12:30

24

한글 2007

성남시민

☎ 729-6078

수정구청

3.30(월)

인터넷

4.7~5.28

수, 금 09:30~11:00

35

UCC 동영상 세상

인터넷 활용

4.7~5.28

수, 금 11:30~13:00

35 인터넷 선착순 접수

뉴 실버세대를 위한

컴퓨터 기초

4.7~5.28

수, 금 16:00~17:30

35 (http://on.snlib.net)

(컴퓨터활용능력2급-필기)
포토샵 풀코스
엑셀실무활용기술
수정도서관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반

자격증반

프로축구 K리그
● 4월 26일(일)
● 성남일화 vs 제주
● 오후 3시
● 성남종합운동장
● 성남일화 709-4133

구 분
한글반

성남시정신보건센터 행사

어린이 그림책 원화 전시

책 보고, 요리 보고

2009년 4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일정 안내

인터넷 200%활용
직장인 OA실무
-WORD

성남시민

중원도서관

☎ 729-4643

4.7~5.28

수, 금 19:00~20:30

35

4.7~4.30

화~금 09:30~11:00

30

4.7~4.30

화~금 11:30~13:00

30 선착순 / 방문, 홈페이지 접수

4.7~4.30

화~금 14:00~15:30

30

4.4~4.25

토 10:00~12:30

20

성남시민

성남시민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직장인을 위한 포토샵 (심화) 성남시 직장인
PC활용기초

3.24~3.26
☎ 743-9600(214)
직장인반
인터넷 접수만 가능

(사)성남시

엑셀자격증반

장애인

워드자격증반

정보화협회

인터넷
파워포인트

장애인 및
가족

3.16(월)~마감시
전산통신팀(4층)
☎ 729-5075

22

http://jw.snlib.net
☎ 752-3916

수시모집
☎ 732-6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