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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백배즐기기

신분증만 맡기면 누구나 당일 대여 가능
자연원형 그대로의 산과 호수를 최대한 보존해 자

연이 살아있는 곳.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안내
하고 싶은 율동공원. 그곳에 가면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만든 공원‘책 테마파크’가 있다.
번지점프장 맞은 편, 조각공원을 내려다보며 자리

한 독특한 건물 책테마파크는 국내 최고의 건축가인
임옥상, 승효상, 김인수 씨가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원의 자연생태를 조경하는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셋이서 만들어낸‘대지 위
에 쓰고 그린 한권의 책’이다.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많아 유난히 건축학

과 학생들의 견학이 많다는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눈
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각 나라 언어들이 책을 뜻하는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된 채 솟대인 양 솟아있는‘바
람의 책’이다. 한 의 판본과 필사본으로 꾸민 상징
조형 벽화‘한 의 책’과 책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구
상, 음각으로 조각된 작품들이 옥상까지 이어져 마치
미로를 닮은 듯한‘시간의 책’도 보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책, 하늘의 책, 천자문의 책, 음악의 책

등다양한공간에만여권의책을소장하고있다. 
책의 공원인 이곳은 시민들이 책을 읽는 도서관 개

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의욕을 고취시키
기 위한 공연·전시·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
는 공간이다.
책 테마파크의 서은경 씨는“주말 이용객 수

가 2천여 명쯤 된다”면서“특히 어린
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은 6월 행사까
지 이미 접수가 마감됐을 정도로 인

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누구나 신분증만 맡기면 대
여가 가능하고, 대여한 책은 율동공원 내 어디서든
편하게 보고 난 후 당일(오전 10시~오후 6시) 반납하
면 된다.
분당동에 사는 김종경(34) 씨는“아이들이 보는 전

집류가 잘 구비돼 있어서 딸아이 윤서와 매일 온다”며
“북아트 전시나 그림도 감상할 수 있고, 컴퓨터 시설
도 잘돼 있어서 자료검색하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
(사진위가운데).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5월 31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인형극‘꿀맨의 콧바람’, ‘용
감한 너구리’를 오후 1시, 3시에 각각 공연하며, 관람
어린이에게는 캐릭터 요술풍선을 나눠준다.
어머니의 품처럼 찾아온 사람들을 항상 편안하게

맞아주는 율동공원. 그곳에 들어서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103m의 분수가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운
좋으면 그 분수 끝에서 이어지는 환상적인 무지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번지점프

장 앞에서 만나는 표지판“책 테마파크”. 자연과 공
존하는 책의 정원, 그곳에 가면 다양한 체험과 전시
를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책들도 만날 수 있
고, 잔디밭이나 벤치에서 자연과 벗하는 그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는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책 테마파크 708-3588, 9088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시정소식지『비전성남』을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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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함께 신나게 노는, 오감만족 책 세상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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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헌화대 설치 안내

제54회 현충일 시민 헌화대 설치장소 안내

FOCUS FOCUS02 시·정·포·커·스 03시·정·포·커·스

성남시-목포시 자매결연
성남시와 목포시가 5월 1일 자매결연

을 맺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
다. 행정·문화·예술·체육 등 공동
관심분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
업간 교류 등을 적극 지원, 상호 경쟁력
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3 

제37회 어버이날 기념식
5월 8일 노인과 시민 1,4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37회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시립국악단과 초청가수,
코미디언의 공연으로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
인복지기여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또 동주민센터·노인보건센터·복

지회관 등 각종 단체에서도 부모의 노
고와 은혜에 감사하는 각종 행사가 진
행됐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9-2872

홀몸노인 주택‘아리움’입주식
구 성남동

사무소 부지
에 한국지역
난방공사, 금
호아시아나가
후원 건립한
홀몸노인 복
지주택‘아리
움(아름다운
우리들의 보
금자리)’이 완공돼 5월 13일 입주식을
가졌다. 
중원구 성남동 3292번지 연면적

1,93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
어진 건물에는 1층은 일자리 제공을 위
한 베이커리·카페가, 2층은 경로당과
봉사실, 건강관리실이, 3~6층은 세대당
33㎡ 규모의 원룸형 주거공간 19세대가
들어섰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9-2872

오는 2013년 분당차병원 주변에 줄기세포를 생산·연
구·치료하는 시설이 집약된‘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
터’가 생긴다. 
차병원그룹에 따르면 시로부터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를 매입하여 (구)분당경찰서·분
당구보건소 부지를 이용해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이
하 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한다. 

총면적 14만2,220㎡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
질 메디클러스터에는 국제 줄기세포 치료병원, 국제 줄기
세포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 산학협력센
터, 전문인력양성센터, 입주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초청연구단지는 GMP

및 동물실험실, 바이오휴먼뱅크, CRO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줄기세포 연구에서 환자 치료

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우리 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지고, 고용창출 및 유동인
구 유입 등으로 경제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
된다. 
특히 산학협력센터와 국제줄기세포 치료병원 등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저변 확대와 기술
교류는 물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용과
우수한 줄기세포 치료기술로 인해 해외 난치성 질환자들
도 한국으로 유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729-2232 
분당차병원그룹 홍보실 02-3468-3141

박경옥 기자 qkdl9090@hanmail.net 

Photo News

분당에‘국제줄기세포메디클러스터’설립
줄기세포통합연구센터·산학협력센터·치료병원등들어서

성남시는 오는 6월 6일 제54회 현충일을 전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가진다. 순국선열과 호국 령의 숭고한 애국정
신을 기리고 전후 세대들에게 보훈의 참뜻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
한다. 
6일 오전 태평4동 현충탑 경내에서 현충일 추념행사가 개최된다. 성

남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 관계자와 시민
2,300여명이참석, 헌화와분향의자리를갖는다.
범시민헌화운동도오전 10시부터오후 5시까지펼친다. 시전역에헌

화대 11개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순국선열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애국정신을기리는시간이될것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수만 명의 명예를 선양

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25일(19:30 성남
아트센터) 보훈가족을 위한 러브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이다.
퇴색돼 가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역사의식도 고취한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6월 6일 현충탑 경내에서 학생 백일장대회와 6~10일
사진전시회에 이어 8~10일 초·중·고등학생 현충탑 참배, 농협중앙
회 성남시지부·남한산성유원지·야탑역광장·현충탑 등 4개소에서
주먹밥 먹기 체험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현충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조기게양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있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729-2862

일시 : 2009. 6. 6(토) 10:00~17:00
장소 : 수정구 현충탑, 수정로 외환은행 성남지점 앞, 세이브존 앞,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중원구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농협중앙회 모란지점 주차장, 황송공원 베트남참전기념탑 앞
분당구 야탑역 광장, 중앙공원 광장,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앞, 서현역 로데오거리

우리 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 령을 위한 사이버 헌화
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 합니다.

● 운 기간 : 2009. 6.1 ~ 6.30(1개월간)
● 참여방법 : 시·구·동 홈페이지(www.cans21.net) 접속 참여

6월 6일 현충일 조기게양 방법
깃봉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
집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

현충일 범시민 헌화운동, 조기게양
6월 호국·보훈의달 행사 개최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5월 27~29일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2009 성남 메디·바이오 플라
자』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다채롭게 펼쳐진
다. 시가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면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품·신기술 전시 및 홍보(5.27~29)
수도권 최고 의료·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성남시의 위상을 알리는 동시에 관내 우수 제품
들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진찰 및 진단기
기, 치료기기 및 병원설비, 바이오생활 건강기기 등 3
개 분야에서 49개사가 전시에 참가한다.

온라인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28)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전세계 바이어

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주선한다. 맞춤형 e-Trade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력 해외바이어와 상담하는 등 로
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

내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원주시 등과 협력해 세계 25개국
40여 명의 유망 바이어를 초청했으며, 초청 바이어

명단은 성남벤처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관내기업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산·학·연·관세미나 & 투자유치상담회(5.29)
명실상부한 의료·바이오 전문 전시회가 될 수 있

도록 전국 産·學·硏·官 전문가 200여 명이 대거
참여, 의료산업 기술 및 시장동향 관련 네트워킹 세
미나를 개최한다. 우수기업의 경 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을 초청, 투자유치상담회도 마련
하는 등 최적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행사(5.29)
마지막날 정자역 경관광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무

료 건강검진 이벤트가 진행된다. 스트레스 및 체지방
측정, 신체 균형측정 및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노
인 활력징후 측정 및 발마사지, 검진(뇨·혈액형·당
뇨 검사, 골 도 측정 등) 및 건강상담, 피부건강검진
등 전문의료진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22

첨단의료·바이오산업이한눈에
5월 27~29일 2009 성남 메디·바이오 플라자 개최

주목! 이 기업 <바이오생활건강관> (주)바이오세라

세제 없이 빨래…
에너지·물·시간 절약, 하천오염 예방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추억 하면 누구나 산과 들에 어우
러진 맑은 실개천 한 장면쯤은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
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니 꼭 물려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깨끗한 환경이 아닐까?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세탁볼을 선보인 유망 중소기업
(주)바이오세라를소개한다.

바이오세라(분당구 야탑동)의 세탁볼 원리는 이렇
다. 세탁을 시작하면 세탁볼 케이스 안의 세라믹 볼에
의해 강력한 원적외선 파장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에
너지는 물을 활성화시켜 세척력과 살균력, 세탁물의
탈취효과를 높여주고 세탁시간을 단축시켜 에너지와
물,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하천오염 예방,

상수도처리비 절감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세탁기
10㎏기준으로 세탁볼을 두 개 정도 넣으면 1천회, 즉 3
년까지는 세제 없이 세탁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를 첨가한 물, 수돗물, 세탁볼을 사용한
물의 10일 후 금붕어 독성 시험 결과다.

위의 결과는 세탁 시 세탁볼을 사용함으로써 탄천과
같은 하천뿐 아니라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세제의
폐해로부터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바이오세라는 지난 4월

‘2009 제3의 물’을 주제로 환경부에서 주최한 물산업
기술대전에서 신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학박사
로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한 전형탁 대표는 말한다. 
“지금은 탄천 물이 많이 오염됐어요. 10년 전에는 낚
시할 정도로 깨끗했는데….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강이 깨끗하려면 강으로 흘러 들
어가는 하천이 맑아야 하잖아요. 세제를 줄이는 방법
이 제일 좋아요. 제 포부가 있다면‘나비효과’로 지구
를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집집마다 세탁볼을 사용해

우리의 건강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것이지요.”
세탁볼은 현재 미국·동남

아·유럽 등에 수출중이며 전
세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
다. 전 직원 금연으로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이 업체는 4월
25일(토) 수정구에 위치한 열
린사랑의집을 방문해 청소·
목욕·이불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아들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강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환
경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이오세라 704-2396 www.biocera.co.kr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건강도환경도살리는
세

탁
볼

세탁볼을사용한물

16.66%
항 목

금붕어사망률

세제를첨가한물
66.66%

수돗물
38.88%

전형탁 대표

2013년 완공 예정인 메디클러스터 조감도



2009 성남권 채용박람회 개최
5월 27일(수) 오후 2~5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성남권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인
크루트(주)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60여 개 유망기업과
취업희망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면접, 취
업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등으로 꾸며진다. 5월 31일까
지 온라인박람회(www.intoin.kr/ggjob)도 진행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729-2851~8

하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오는 7월 1일~8월 26일 대학생 300여 명에게 취업
전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참가자는
월~금요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1만7천원의 수
당을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6월 8~11일 홈페이지
(www.cans21.net)에 접속, 접수하면 된다. 

시청 취업정보센터 729-2857~9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오는 6월 3일(수) 오전 11시 여성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취·창업에 관심 있는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주제는 대중문화에서 배우
는 창업경 학으로 심상훈 작은가게 창업연구소 소장이
강의한다. 

여성복지회관 729-2951~6 http://snfamily.or.kr

취업상담실 운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금요일
(10:00~15:00) 취업상담실이 운 된다. 18세 이상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구인
업체 인력지원서비스, 구인·구직 알선, 심리검사(사전예
약) 등이 지원된다.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하다. 또 이
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온라인 서류접수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 주는 취업대비교실도 월1회 연다.

여성복지회관 729-2954 http://snfamily.or.kr

NEWS TOGETHER04 시·정·소·식 05함·께·하·는·세·상

매주 토요일 낮, 수정구 산성동 563번지에 울
려 퍼지는 희망천사들의 인사는 봄 햇살처럼 따
스하고 싱그럽다. 
(사)산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재호)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를 실
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희망국수 나눔’사
업이다. 매주 토요일(11:30~13:00) 소외계층 이
웃과 국수 한 그릇에 희망을 담아 나누며 경제적
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생일·입학·졸업·승진·기념일 등 기쁜 날

을 맞이한 이들은‘희망지기’라는 이름으로 후
원릴레이를 이어간다. 국수나눔 급식비나 물품
후원 등을 통해 기쁜 날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
누는 것이다. ‘희망천사’희망국수봉사단은 안
내, 음식조리, 배식을 담당해 급식소 방문객들이
국수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
망”이라며“제2의 IMF라 불리는 요즘, 너도나
도 살기 어렵다는 요즘, 우리 복지관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담긴 국수’를 나눔으로
써 나눔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정재호 관장은 말한다.  
그동안 토요일엔 마땅한 장소가 복지관에 없

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많
았단다. 그런데 때마침 1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
던 중 산성동에 위치한 창성교회에서 장소를 제
공해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
이다.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듯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함께 나눈다면 머지않아 우리
를 찾아올‘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희망국수 나눔행사 참여
산성종합사회복지관(산성역 1번출구) 746-0453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200여명 참여,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두 가정 지원예정
멀리서 차일을 치

고 사람들이 오간
다. “나눔터에 가시
나요?”“네, 필요한
물건 있나 보려고
요.”지난 4월 30일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드림(Dream) 나눔터』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북적인다. 
행사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김선숙(46·수내동) 씨는 티

셔츠를 치켜들면서“필요한 물건 싸게 구입하고, 어려운 이
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에요?”하면서 환하게 웃
는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지난 3월

뇌병변 1급 장애아동(수내동)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두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드림(Dream)의“드리다”와“꿈”, “희망”이란 뜻을 담고

있는 드림나눔터는 아름다운 가게 분당이매점 후원으로 분
당구 지역을 7권역으로 나눠 지난 3월부터 열어왔다. 5월엔
서현권, 6월 이매권, 9월 야탑권, 10월 판교·금곡·운중권,
11월 구미권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갖는다. 
조현경 사회복지사는“관공서나 기업에서 홍보 후 버리게

되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
인데 자원 재활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나눔터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29-7211~6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703-1004
장 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정자권역『드림Dream 나눔터』

“지구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 기후변화
를 막아요”를 주제로 오는 6월 5일 제14회 환경의날
행사가 열린다.
시가 주최하고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둔치에
서 환경단체·군부대·기업체 관계자와 시민 등 1천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환경한마당과 환경테마
행사로 꾸며진다.
1부 환경의날 기념식 때는 환경분야 유공자 20명에

대한 시장표창, 환경의날 기념 민물고기 방류와
EM(유용미생물)-흙공던지기가 진행된다.
2부 환경테마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

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및 야생화, 환
경 사진전 ▲토종 민물고기 전시 ▲하이브리드 자동

차 전시▲환경지킴이 서약 서명운동 ▲환경단체별
홍보 및 체험 부스 운 등 다양하게 준비된다. 시민
들은 수질정화에 우수한 식물, 환경을 살리는 EM,
천연염색 손수건만들기, 폐식용유 무공해 비누만들
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도

시환경 조성, 시민건강 보호 위한 환경정책 추진 등
을 가속화해 아름다운 환경도시, 그린시티를 정착시
켜나갈 계획이다. 
‘환경의날’은 1972년 UN에서 세계환경의날이 제
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6월 5일 법정기념
일로 제정돼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환경관리과 환경기획팀 729-3142

아름다운환경도시, 그린시티정착
제14회 환경의날 행사 개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신청 안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3천원)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재
활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언어·미술·음악·인지·행동·치료 등 재

활치료서비스를 월 8~11회 받을 수 있다. 월 본
인부담금은 4만원, 2만원, 면제 등 소득수준에 따
라차등적용한다. 동주민센터에신청하면된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4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내 중소기업(공장)

을 대상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
면율은 지적·일반측량은 법정수수료의 30%,
감정평가는 10%, 부동산중개는 20%다.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 확인은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3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실시
개별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해준

다. 자격은 시 관내 거주하며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2개월 이상 업해온 업체다.
경기신용보증재단(709-7733), 시청 생활경제과
(729-2593)에 접수하면 된다. www.cans21.net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유공

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주택용(취사용·개별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한다.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한다. 

생활경제과 가스안전팀 729-2673

여성복지회관 제47기 정규반 모집
6월 30일~12월 11일 한식조리기능사·미용사

자격증 등 총27개 강좌가 진행된다. 만 18~60세
미만 시 거주 여성은 6월 3일부터 선착순 인터
넷(http://snfamily.or.kr) 접수하면 된다. 

가족여성과 복지관운 팀 729-2951~6 

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금성자녀와 통

하는 화성부모’(6.16~30 火 총3회) 참가자, 아름
다운 삶·사랑Ⅱ(6.27) 참여부부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홈페이지(www.family.go.kr)접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755-9338

성남사랑상품권 취급점 추가지정
금곡동·구미동·구미1동 등 분당선 미금역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인 낙
생농협 미금지점을 추가 지정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2 

전국지방세 고지서는 이메일로!
대상 세목은 정기분에 한하며 자동차세, 재산

세, 면허세, 주민세(균등할)다. 행정안전부 위
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729-2722

시정알림

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생활속에너지절약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 가전제품 : 사용 안 할 때 플러그 뽑기 ● 조명등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에어컨 : 여름철 실내온도 26~28℃ 유지하기 ● 난방기 :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유지하기
● 엘리베이터 : 4층 이하는 걸어 다니기 ● 자동차 : 요일제 참여하기

※ 이산화탄소(CO2) 1톤은 한 가구가 연간 난방연료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다. 이산화탄소(CO2) 1톤을 흡수하려면
잣나무 310그루를 심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365일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도움을주고받는사람들의채널
‘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무한감동’참여안내

나눔으로 희망을 키우는 성남만들기.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여대상 :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 및 기업체, 단체 등
후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상위 계층, 위기가정 등
후원금액 정기후원 : 5천 원 이상[1구좌 5천 원]  일시후원 : 금액 제한없음
후원방법
후원자가 구좌를 정해 신청서 작성 후원금 연말 소득공제용 수증 발급(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 수 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구·동 주민센터(문의 729-2842)

희망이보인다!취업,

꼭참여합시다

“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희망국수 나눔”
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기쁜날, 국수 한그릇으로희망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희망을 나누세요!”
“희망 많~이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쁜 날 국수 나누세요.”

새롱이와새남이(10)
무료법률상담실시

·그림김재

무료법률상담
●www.cans21.net →

사이버민원실
●방문상담장소: 

구청회의실

예산법무과법무팀 729-2331~6
상담시간은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예요.

★방문상담일정

제가법률적으로
억울한사정이
있어서요

인터넷상담은성남시홈
페이지 사이버 상담창구
를이용하세요.
방문상담은전화로시간
을미리예약하시고요.

살살쳐도다들려요.
머리가흔들려. 에고~

구분

6월

7월

담당변호사또는법률전문가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장소

중원구청회의실

분당구청회의실

일시

8, 22 일

13, 27일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흙공을 던지는
하탑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

환경단체 체험부스 민물고기 서식 실태조사

EM으로 탄천을 빠르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하수관과 연결된 원래 자리로
●EM(유용미생물)을 각 가정의 발코니에 하루
한 차례 정도 뿌리기

(분당동·이매1동은 탄천 악취제거를 위한
EM을 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음.)

※지난해 3월 17일부터 분당천과 탄천 등 4개 지점에 EM
을 지속적으로 방류한 결과 악취도 없어지고 수질이 현저
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은 유산균, 광합
성세균, 효모 등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로 이뤄진
집단으로 악취제거와 수질정화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희망근로참여자모집

●운 기간 : 6.1 ~ 11.30(6개월간)
●사업내용 : 생활환경정비, 남한산성·청계산 등산로 정비,  

탄천 크린사업, 공원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참여자격 : 6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성남시 총 4,500명)
●접수방법 : 5월 12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희망근로 참여신청서
●임금 : 1일 임금 33,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 지급

※ 1개월 만근시 주·월차 수당 합하면 약 95만원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9-4972



COUNCIL EDUCATION06 시·의·회 07교·육 &   청·소·년

시민의꿈과희망을함께하는성남시의회!

○민의를받들고섬기는 어진의회
○희망과열정을담은 으뜸의회
○친환경과경제를일구는 아름의회
○더불어함께누리고보듬는 나눔의회
○첨단도시를구현하는 보탬의회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제5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9명의 성남지역 어린이로 구성된 중창단‘축복의
아이들’이 4월 26일 제24회 KBS 초록동요제 본선에
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 동요“잘 자랄게요”로 예
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축복의아이들은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 동요 강

사 이은희 씨가 성남지역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
으로 동요를 가르치면서 음악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
을 발굴, 지난 2005년에 결성됐다. 지금은 성남예총
에 소속돼 박태현 음악제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래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작은 소망이 방과 후 주

1~2회, 동요로 아이들과 만나게 했다는 이은희 강사. 
“이번 대회는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
나 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대상을
타게 됐다”며“연습 때보다 더 밝게 잘 표현해준 아
이들, 열과 성을 다해 도와준 학부모들, 그리고 외조
를 아끼지 않은 남편(성남시립합창단원)까지 모두
한 팀”이라며 감사해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는 언어로 다 같이 호흡하며 마음껏 노래하고
즐겁게 표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아이들
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맏언니격인 김송연(은행초 6) 학생은“평소 즐거운

노래와 율동이 있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큰상까지 타고, TV 방송 후 학교 성생님들
과 친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며 놀라운 추억이 생
겨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한 팀의 친

구, 잘 따라준 동생들에게도 고맙다며 웃는다.
최고의 교육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과
다한 교육열과 TV, 컴퓨터로 메마른 아이들의 정서
를 촉촉이 어루만져 주는 것. 축복의아이들이 부른

‘잘 자랄게요’의 가사 말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그리
고 예쁜 사람으로, 빛나는 태양처럼, 맑은 바람처럼,
추억이 많은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 주
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몫이 아닐까.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구미도서관 English Zone 운
어린이들

에게 어
공부에 대
한 흥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
는 사이버
어체험공간(English Zone)이 구미도서관에 마

련됐다. 
사이버 어체험공간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

용한 어체험 학습기, 어마을 체험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E-Book 읽기, 어회화, 어단어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구미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96

참TV 청소년제작지원 상기획안 공모전
5월 18일~6월 13일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한

시나리오·콘티를 공모한다. 시 거주 또는 재학중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와 장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수작 5편에 각 25만원의 제작
지원비를 지원한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www.chamtv.com

교과서 속 시대 역사탐방
오는 6월 27일(토)

서울 경복궁과 종묘
에서 교과서 속 시대
역사탐방이 진행된
다. 서울 600년‘경
복궁과 종묘’- 조선의 역사를 주제로 둘째·셋째
수요일엔 역사특강, 넷째 토요일엔 역사탐방이 이
뤄진다. 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5월
20~28일 방문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토요일 프로그램
4월 11일~10월 10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3:00~15:3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책! 맛있게
먹자, 도서관 탐험여행’이 진행된다. 6월 13일엔
경제체험, 나도 CEO, 우리들의 장터체험이 청소
년꿈지원 바자회와 함께 진행된다.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청소년봉사단‘그늘빛’

과 함께 어동화를 듣고 게임과 노래로 어를 배
울 수 있는‘Fun! Fun! English Story Telling’과

어로 말하고 노는 어체험‘Talk! Play!
Love! English’를 만날 수 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성남시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
■ 청소년전화‘1388’

24시간 상담, 긴급구조 및 정보제공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청소년동반자’
■ 청소년 자립프로그램‘Do Dream Zone(두드

림존)’
- 16~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중심적 토탈자활 지원
- 1단계 교육프로그램(집단상담), 2단계 체험프

로그램(직업체험·캠프), 
3단계 사회진출 지원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성격·진로·학
습유형검사 등)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전화신청 후 내방

☎ 756-1388 (국번없이 1388)
www.sn1388.or.kr

고도제한완전해결을위한범시민궐기대회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수진동 탄천변 축
구장에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 봉)에서 개최
한 범시민궐기대회에 참석했다.

CLICK

pride
성남

pride
성남

클릭, 청소년뉴스

어린이중창단‘축복의 아이들’
아름다운화음으로KBS 초록동요제서대상수상

수정청소년수련관‘어린이 성악’
매주(목) 오후 4시, 5시 초등 1~6학년 대상. 문의 740-5200
중원구청소년수련관‘동요교실’
매주(금) 오후 4시, 5시 초등 1~6학년 대상. 문의 750-4600

관내 어린이 동요를 배울 수 있는 곳

이날 김대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성회 국회 국방위원 및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면담하고 성남시민이 겪고 있
는 고통을 설명했다.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성남시 고도제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했다
면서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성남시고도제한완화건의서
국방부기획조정실장에게전달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우주하 기획조
정실장을 면담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의 고충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성남시의회 성명서를 전
달했다.

경제환경위원회환경정책세미나참석

성남시의회 경제환
경위원(위원장 이
희)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양평군 소재 한
화리조트에서 2008년
환경시책 우수기관 선
정 Green City 지속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한 환경정책세미나에는 환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57명이 참석했으

며 환경생태도시 동향과 성남시의 추진전략에 대한 강연에 이어 각 분임별 환경정
책 관련 분임토의가 심도 있게 개최됐다.

체육조사위원회현장방문실시
성남시의회 문화복

지위원회(위원장 이
형만)는 지난 5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실에
서“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제8차
체육조사위원회를 개
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회의 중 탄천종합운동장 체육단체 사무실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일부 사무실이 실제와 달리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어 시설공단 관계자
에게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무실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목포시의회의장단성남시의회방문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5월 1일
목포시의회(의장 장
복성) 의장단을 접견
하고 성남시와 목포
시의 발전을 위한 의
회의 역할에 대해 심
도 있는 의견을 교환
했다. 
이날 접견은 시집행부에서 추진한 성남시와 목포시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김대진 의장은“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남시와 목포
시가 자매결연을 맺게됐다”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성남시민과 목포시민 모
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5월 5일 KBS방송장면

❶

❶박지슬(단대초4) ❷김송연(은행초6)
❸정진실(대원초4) ❹이은서(안말초4)
❺박규란(단대초2) ❻안소연(상원초2)
❼신예빈(은행초6) ❽조 민(상원초2)
❾신하랑(양지초4)

연습실에서 이은희 강사와
‘축복의 아이들’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행정기획위원회2009년상반기성과관리단연찬회참석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지난 4월 15일 충남태안군 안면
도에서 개최한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단 연찬회에 참석했다. 
금회 개최한 연찬회는 성남시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 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성남시 New Leader Group”성과평가단의 평가기법 및 정책분석
등에 대한 전문지식
을 함양시키기 위해
개최한 연찬회로 향
후 성남시 성과관리
단의 활동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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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계절을 지나 나들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좋은 시기다. 굳이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즐
길 수 있게 문화공연이 야외로 나왔다. 주말 저녁 휴식시간 토요미니콘서트를 비롯해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사랑방문화클럽‘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 정보문화센터 야외연주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모란장·공원·유원지에서 미니콘서트 만나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과 2·4주 금요일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놀이마당, 분당구청 앞에서, 평일 모란민속장터에서
미니콘서트를 갖는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예총,
성남시립예술단, 관내 예술단체가 주관한다.

분당구청 앞에서 첫 공연이 있는 날, 출연자와 시
민들을 기자가 만나봤다. 약 1시간 30분의 공연은 생
각보다 무대가 협소하고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시작
할 땐 빈 의자가 많았지만 공연이 끝나갈 무렵이 되
자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유명한 경찰출신 가수‘폴리스리’가 사회를 맡았

고, 가수 정수빈·이리·하비와 코메디언 한무, 분당
재즈밴드 등이 출연했다. 오랜만에 보는 한무의 원맨
쇼로 관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우째 사람보다 의자
가 더 많네”라는 멘트에 한바
탕 웃음바다가 됐다. 관객들은

“어제”를 부른 가수 이리의 출
연으로 잠시 추억에 젖기도 했
고, 발랄한 정수빈이 트로트

를, 지역가수 하비가‘골목길’을 열창할 때는 아낌없
는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분당구청 앞을 비롯해 남한산

성, 희망대공원, 수진공원 등 4곳에서 콘서트가 펼쳐
졌다.

“가족과 잠시나마 음악 듣게 돼서 좋아요!”
서현동에 거주하는 박정식 씨는“연인과 데이트를

나왔는데 뜻밖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수내동
에서 온 신승환·김미
정 부부는“토요일이
라 이른 저녁을 먹고
산책 중이었는데 예상
못한 공연을 보게 돼

감사하다. 이런 문화행사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며
즐거워했다.

성남예총 성남시지부 홍정민 지부장은“특정장소
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한정된 시민들만 관람할 수
있어 불평이 많았다. 토요미니콘서트를 통해 장날엔
모란장으로, 매주 토요일엔 지역의 공원과 유원지로
출연진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공연을 하게 돼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협소한 무대지
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
졌으면 좋겠다”고 덧붙 다.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출연진
미니인터뷰

부부 가수 들내와 하비

부부가직접작사·작곡에노래, 제작까지
성남예총에 속해 있는 부부가수 들내(39)와 하비(35)

씨. 남편 들내 씨는 가수이자 작사·작곡을 하며, 제작도
하는 재주꾼이다. 부인 하비 씨는 남편이 만든 노래를 부
르는 가수다. 
들내 씨가 음악을 시작한 것은 중학생 때로, 당시에 이

미 작사와 작곡을 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끼가 넘쳤다
고 한다. 하비 씨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둘은 공연장에서 만나 5년 전 결혼에 골
인했다.
하비 씨는 대표곡‘셀 위 댄스’에 라틴리듬을 사용했

고, 기억·텔미·슬픈 인연·사랑해요 등 총 13곡이 수록
된 1집을 발표한 바 있다. 댄스와 블루스, 락 요소가 가미
된 앨범이라고 소개한다. 들내 씨는 기타리스트로 작사·
작곡은 물론 직접 노래도 부르며‘디엔레코딩’이라는 회
사도 운 하고 있다. 들내 씨가 현재까지 만든 곡이 100
곡 정도라 하니 그의 능력이 가히 짐작이 된다. 20대에는
홍대 쪽에서‘인디 밴드’로 연주도 했단다. 
“앞으로의 바람은 첫째 가정을 잘 꾸리는 거고, 부부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음악활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좋은앨범을만드는겁니다”라고부부는말한다.

96개 클럽 1284명 시민예술가 참여, 
10월까지 문화예술로 지역봉사
성남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로’가 5월 6일 보바스병원 전시회
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활동을 해오

던 클럽들이 동네별 팀을 구성, 지속적인 문화예술
봉사활동과 동네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
된다. 96개 클럽 1,284명이 참여, 13개 팀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50여 회에 이르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성남문화재단의 이번 문화공헌 지원 사업은 기존

의 문화예술기금 지원방식을 탈피, 시민 스스로 자발
적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통해 문
화도시를 창조하는 예술시민으로 나서는 기반을 조
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단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은“미국의 연방예술

기금(NEA)이나 국 예술위원회(ACE)기금처럼
외국은 이미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
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
분 예술단체 지원 중심의 기금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가 지역사회에 문화공헌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이
번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아기자기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783-8123~28

6월 말까지 책과 음악의 만남
성남시 정보문화센터는‘책과 음악의 만남’을 주제

로 기타와 만돌린 야외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
회는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음악을 통한 삶
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보문화센터 내 문화교육생들로 구성된 기타반 동

아리 로망스연주합주단과 만돌린 동아리 미멜연주단
이 5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격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
후 5시중앙도서관앞솔밭정원에서공연을갖는다.
이들 동아리는 지난해 가을에 이어 2회째 야외연주

회를 개최하며, 지난해부터 관내 복지시설과 병원을
찾아 월1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주회 일정 5월 28일, 6월 2, 11, 16, 25, 30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729-4602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성남시민을찾아가는토요미니콘서트 사랑방문화클럽 2009 문화공헌프로젝트

정보문화센터야외연주회

일 시
5,29(금)15:00

5.30(토)19:30

장 소
모란민속장터
희망대공원
수진공원
분당구청앞

주 관
성남예총

시립교향악단
성남예총
시립국악단

출 연
함재욱(사회), 한서경, 최 철, 향토가수

아이네클라이네 나흐트뮤지크, ViliaPaolka, 헝가리안댄스, 여인의향기 OST외

함재욱(사회), 유심초, 진국이, 하비, 남성남, 김륜희
프린스오브제주, 프론티어, 국악가요, 가요베사메무쵸, 쉬리, 스링, 산체스와아이들외

일 시
6.4(목) 15:00
6.9(화) 19:30
6.12(금) 19:30

6.13(토) 19:30

6.19(금) 15:00

6.20(토) 19:30

6.24(수) 15:00
6.26(금) 19:30

6.27(토) 19:30

6.29(월) 15:00

장 소
모란민속장터
모란민속장터
검단초등학교
남한산성유원지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분당구청앞
모란민속장터
남한산성유원지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분당구청앞
모란민속장터
금빛초등학교
남한산성유원지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분당구청앞
모란민속장터

주 관
성남예총
성남예총
성남예총
시립합창단
성남예총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성남예총
시립국악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성남예총
성남예총
성남예총
성남예총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시립교향악단
성남예총

월별 팀명

아름다운 동행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수내여울

새터랑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록 페스티벌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힘

이매문화원

무빙사운드

문화나눔

수진동문화사랑방

새터랑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새터랑

락페스티벌

인의예지

새터랑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찾아가는 문화특공대

문화나눔

무빙사운드

락 페스티벌

이매문화원

수내여울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문화나눔

구미동 사랑방문화클럽

문화나눔

수진동 문화사랑방

수진동 문화사랑방

수진동 문화사랑방

수진동 문화사랑방

수진동 문화사랑방

수진동 문화사랑방

인의예지

인의예지

사랑의 힘

행사명

같이 가는 세상

아름다운 음악회

수내주민을 위한 음악회

탄천사랑 음악회

전래 속으로 고!고!

시민과 함께하는 록 페스티벌

아름다운 동행 연합전

사랑나눔2

하계이매문화제

사랑방파크뮤직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마을문화제

젊음의 행진

한 여름날의 대축제

이웃사랑 음악회

시민과 함께하는 락 페스티벌

가을 향기 속으로

나눔의 음악회

사랑으로

시가 흐르는 풍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서현로드뮤직2

시민과 함께하는 락 페스티벌

추계이매문화제

재래시장(돌고래) 장기자랑

탑마을 음악회

은행주공 마을잔치

가을밤을 주민과 함께

재래시장과 함께하는 잔치

어린이 동 상 강좌

수진동 밴드교실

사진과 상으로 엮은 수진동 마을문화사랑방

신문지공예 교육

한지공예교육

독거노인 반찬봉사

엄마랑 아기랑 물감놀이

붓 갖고 놀자!!

사랑나눔3

일 자

6월

6월 12일

6월 13일

6월 20일

6월 20일

6월 28일

7월 2~8일

7월 3~9일

7월 11일

7월 12일

7월 19일

7월 19일

7월 25일

8월 14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31일~9월 5일

9월 5일

9월 12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20일

9월 27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6일

10월 말경

5~7월

5~7월

5~7월

5~7월

5~7월

5~7월

5~10월

5~10월

5~10월

장 소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중앙공원(분수대 앞)

탄천 수내교 밑

한솔7단지노인급식소

남한산성놀이마당

여성문화회관/월산미술관

아트스페이스 율

구렛들어린이공원

서현2동 소공원

수진동성당

수진동성당

정자청소년 수련관

구미동공연장

정자동 I-park

율동공원 야외무대

여성문화회관

정성노인의집

중탑복지관 내 아파트

책테마파크

남한산성 놀이마당

서현 먹자골목

미정

구렛들어린이공원

돌고래시장

야탑역 인근상가(우체국주변)

은행초교

구미동공연장

성호시장

수진동 성당

수진동 성당

수진동 일대

수진동 성당

6월

7월

8월

9월

10월

기타
수진동 성당

수진1동 일대

중앙공원

분당노인 종합복지관

성호시장

수진동 경로당 등

6~7월장수사진촬수진동문화사랑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말 남한산성 숲에서, 탄천 생태모니터링 현장에
서, 또 방과후 환경교실 수업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들이 있다. 성남시 자연환경은 책임지고 교육하겠
다는‘환경친구 꿈틀이’성남시환경지도자협의회. 
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
해 지난 1999년 6월
성남시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 만들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 체험환경교육과 여름체험환경

학교를 시작으로 생태 모니터링, 가족과 함께하는 남
한산성환경기행, 방과후 환경교실 수업, 초등교사 직
무연수 체험환경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 ….

그간의 활동 이력은 화려
하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연을 접할 기
회가 별로 없다. 이런 아이
들에게 숲체험, 하천탐사,
자연환경놀이, 학교숲 보
물찾기 등 자연체험을 위
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
해와 감수성을 길러준다. 
환경지도자 23명은 매주

수요일이면 만나 머리를
맞댄다. 보다 나은‘그린시
티 Green City’를 만들기
위해 현장답사 일지를 놓
고 고민하고 토의하며 문

제를 해결한다.
올해는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산성환경기행을

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편 처음으로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교실을 운 한다. 실내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무분별한 에너
지 사용이 어떻게 기
후변화를 가져오는
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경문제가 지
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또 에너지 낭비와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알게 해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
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남한산성 숲을 체험하
고 환경 관리시설, 대체
에너지 공동체를 견학한다.
특별교실로 여름방학 탄소캠프

“CO2 다이어트하자”도 연다. 7월 27~31일 초등생 대
상 대체 에너지 체험캠프로 1박2일간 두 차례 운 된
다. 관심 있는 학생과 관내학교는 선착순 인터넷
(www.ggumtree.org) 접수하면 된다.
윤은주(52) 회장은“자비로 운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지만 환경이라곤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같이 놀다가‘나도 환경을 지켜야겠
다’는 마음의 변화를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
로는 유치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람이 있다면 시에서도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나날이 좋아졌으면
하는 거다. 환경교육뿐 아니라 자연체험학습과 역사
기행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
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환경지도자협의회.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그린시티 성남’은 살아 있다.   

성남시 환경지도자협의회 731-3922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중원구 은행2동 작은 도서관
‘책 마을 어린이 문고’는 <책과
함께 크는 어른> 모임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은행동 어린이 전문
서점‘열린 책방’의 도서기증이
씨앗이 돼 2000년에 설립됐다.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문
화공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다 2006년 1월, 정식 사립문고
로 등록됐다. 

책마을어린이문고는‘청소년 공부방’과 함께 위탁받아 성남시와 중원구, 지
역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운 한다. 공부방은 방과 후 무료로 어, 수학, 원어
민 어 강좌가 진행 중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삶
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5년째 활동 중인 김 현(은행동·사진 앞줄
가운데) 관장의 바람이다.  
“공부방과 어린이 문고는 공부하고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자칫 방임될 수
는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이라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김 관장과

다섯 분의 사서 선생들은 아이들을 위해 종이접기 교실과 책 읽어주기, 빛그림
상 ,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 한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에 참
가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재 9천여 권의 책을 소장한 어린이문고는 회원이 615명에 이르며 1가족당

5권 대출, 대출 기간은 2주다. 운 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토요일 10시부
터 12시까지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관이다. 

책마을어린이문고 73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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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여성예절교육
한국의 예절 배우며 성남서 사랑과 꿈 키워

세상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이다. 결혼해
성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이 이제는 성
남의 행복한 주부로 푸른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사 예절부터 다도 예절 등‘외국인여성 예
절교육’이 야탑동 여성회관 온돌 강의실에서
7월까지 이어진다.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교육원 황명

희 원장의 강의와 이애숙 선생의 다도시연이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다기(차를 준
비하는 데 필요한 기구) 이름을 기억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다.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과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
법을 조용조용 묻고 답하며, 다소곳이 앉아 다
관에 우러난 차향과 맛을 음미하며 우리 차가
주는 소중함을 알뜰히 배워간다.  
“오감으로 차를 마신다.”눈으로 보고, 귀
로 듣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촉감으로 느끼
며, 맛을 음미하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모습
은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 사이의 교감을
통해 의사소통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교육을
어느새 잘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
준다.
대계분 씨는 중국에서 시집온 결혼 3년차

주부다. “한국식 인사가 서툴지만 그동안 배
운 예절교육이 많은 도움이 돼 시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신다”고 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서 온 지메도마 씨는 4년차 주부로서 한국의
예절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희

망과 꿈을 이야기한다.
“똑같은 차 자리는 평생
한 번밖에 없다. 소중하게
간직하며, 감사와 감동으
로 마시는 차는 사랑과 건
강을 지켜준다”는 황 원장
의 맺음말에 예를 갖춰 인

사하는 외국인여성들의 모습에서 한국을 배우
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함과 부
지런함이 엿보인다. 
성남의 모든 여성들에게도 성남지역사회교

육협의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707-8377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환경친구꿈틀이’성남시환경지도자협의회
남한산성 환경기행, 어린이 기후변화교실 등
… 어린이와 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 알려

소설가면서 동화 <자전거 도둑>의 작가, 박완서의 성장 동화다.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낳은 복동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버림
받지만 외할머니와 이모의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여
름방학, 미국에 있는 재혼한 아빠의 새로운 가족, 필리핀계 새엄마와
동생들을 만난다. 모든 것이 낯선 복동이는 가족과 섞이지 못하고 겉
돈다. 그러다 한국계 입양아인 브라운 박사의 연설과 다락방에서 아
빠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조금씩 아빠를 이해한다.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이 세상에 태어
나길 참 잘했다’고 감사하며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
면 좋겠다.

조민자 기자 dudlfdk@hanmail.net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박완서 | 한성옥 그림 | 어린이 작가정신

책 읽는 성남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마을의 자랑거리 은행2동 '책 마을 어린이 문고'

우리 고장 역사 인물 송산 조견(松山 趙 ,
1351~1425) 선생의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거경
(巨卿), 이름은 윤(胤)이었는데, 고려가 망하니 자
를 종견(從犬)으로, 이름은 견(    )으로 고치고 호
를 송산이라 했다. 조선 개국 1등공신인 조준(趙
浚)의 아우다. 

시호… 다스려서 잘못이 없어 평(平), 화평하고
온순해 시비가 없어 간(簡)
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는 젊었을 때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 환속, 문과
에 급제해 고려 말 안렴사(按廉使, 각 도의 으뜸
벼슬)가 되고,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상장군(각
군 의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개국공신 2등에 책
록됐다고 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1421년(세

종3) 3월 23일에는 궤장(    杖)을 하사받고 평성부
원군(平城府院君)으로 승격됐다. 양주의 정절사
(旌節祠),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됐다. 
1425년 5월 3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평성부원군

조견의 졸기>에도 그러한 이력과 함께 그가 별세
하자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
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고려 안렴사’로만 기록되길 원해
그런데 그 이

후의 기록에서
는 조견이 조선
의 벼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
해온다. 
이유원의 문집

『임하필기』에는 왕조를 혁명하는 즈음에 형(조준)
에게 울며 간했으나 끝내 듣지 않자 송산에 숨어
이름을 견(   )으로 고쳐 견(犬)이라는 부수를 쓰
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했다. 대개 이름은 견마
(犬馬)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뜻이고, 호는 산이 움
직이지 않고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조준은 아우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몰래 개

국훈(開國勳)에 기록해 억지로 평성부원군에 봉했

다. 조견은 세상을 떠날 때 자손에게 훈계를 남겨
비석에‘고려 안렴사’라고만 쓰고 조선의 벼슬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자손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
워해 한결같이 훈적(勳籍)대로 썼다. 그러자 갑자
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석의 벼슬을 쓴 부분에
내리쳐 현재는‘공지묘(公之墓)’세 자만 남았
다고 한다(사진아래). 

태조가 친히 주는 벼슬 거절
처음에 조견은 두류산(頭流山=지리산)에 은거

하다가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겨왔는데 태조가 친
히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조견은 날
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송도(松都)를
바라보고 통곡했는데,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망
경봉(望京峯)’이라 했다. 
태조가 청계산으로 조견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

형인 조준이 먼저 만나러 갔다. 조견은 이불로 얼
굴을 가리고 누워서 통곡하면서“나라도 망했고
가문도 망했으니 이제 임금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
다. 돌아보건대 어찌 형제의 정이 있겠습니까?”라
고 해 조준은 끝내 그를 볼 수 없었다. 
태조가 고인례(故人禮=친구의 예)로써 만나자

고 설득하니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손을 올려 읍만
하고 절을 하지 않았으며 할말을 기탄없이 해 버
렸다. 태조가 이를 모두 용납하고 돌아가면서 말
채찍으로 땅을 가리키며“여기서부터 몇 리까지를
조견의 땅으로 삼아 그의 정절을 표창하고자 한
다”라고 했다. 또 돌집을 지어 주었는데 끝내 이를
받지 않고 양주(현재 의정부시) 송산으로 옮겨가
서 살았다. 

중원구 여수동 묘역,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조견이 죽자 세종대왕은 백관들에게 명하여 검

은 띠를 3일 동안 차도록 했다. 경기도 기념물 제42
호인 송산사(松山祠)는 현재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다. 성남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토론회
(1999.7.22)에서「고려 말기 정세(문수진)」, 「송산
조견 인물연구(한춘섭)」등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거쳐,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위치한 묘역(사진

위)에 대한 문화재 지정 청원이 이뤄져 성남시 향토
유적 제3호로 지정(2001.2.20)돼 보호되고 있다.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리 :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기획연재 성남 역사 이야기

추천
도서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송산 조견 선생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송산 조견 선생

환경지도자23명은매주수요일이면만나
보다나은‘그린시티Green City’를만들기위해

현장답사일지를놓고고민하고토의하며문제를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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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가용자금 = 소득 - 소비성지출
지난 호까지 저축가용자금 결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의 파악과 예산을 통한 소비성 지출의 결정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만약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해
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을 할 수 없거나, 부족
금액만큼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자산관리의 시작, 위험관리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

분해야 할 것이 위험관리다. 저축이 부를 일구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위험관리는 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돈이 많이 있어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적절
한 위험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위험관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그중에

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위험 이전을 통한 위험관
리(보장성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 경제적 위험을 보
험회사로 전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
다. 보험은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중도 해지시 손
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

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설계해 보자. 

● 효율적 보험 가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의 순서
주 소득원 > 부 소득원 > 자녀(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
은 자녀가 우선이 아님.)

보장의 역
사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비, 재해 장해, 수술비,
의료실비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종신, 건강) + 손해보험(의료실비) 형태

가 효율적임.

보장의 기간
평균 수명만큼은 고려돼야 함.(80세 이상)  

보험료 수준
가족 소득의 10%정도(미혼은 조금 낮고, 기혼은 조금 높을 수
있음.) 

보장의 크기
- 사망 : 가족이 자립할 만큼, 암 3000만원 정도, 뇌졸중·

심근경색 2000만원 정도
- 의료실비 : 상해와 질병 입원 3000만원 이상, 통원 10만

원 이상
(미래의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좋음.)

확률과 통계를 고려
-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 보장을 가입해야 함(가족력 등

도 고려).

● 합리적인 위험관리 방법으로써의 보험
우리 사회에서 보험은 친구나 친척 등 인맥에 의

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불입
했지만 막상 받으려 해보니 받을 것도 없고, 해약하
면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가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우리 가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보
조 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꼼꼼히 가정의 보험증권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만 손실을 줄
일 수 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포도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남기일
moneyplan@podofp.com 

※ 다음 호에는‘효율적인 저축 포트폴리오 구성’편을 게재합니다.

천연주방세제를 만들어 써보니 장점은 풍부한 거
품과 거품이 빨리 물에 씻겨나가 설거지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물의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해 그냥 버려지는 쌀뜨물
을 세제의 재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단점은 세제가 물과 같은 상태여서 용기 안의 세제

가 빨리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설거지 하는 시간
이 줄어드니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힘이
덜 든다. 그리고 물을 아낄 수 있어 참 좋다.

재료 코코넛 오일 400g, 가성가리용액 214g, 설탕
36g, 증류수 216g, 희석시킬 때 사용할 증류수 400g,
쌀뜨물 발효액 400g, 향이 조금 필요하다. 
만드는 법 ❶ 가성가리와 증류수를 1:1로 섞어 둔

다. ❷ 끓는 물에 설탕을 녹인 뒤 봉해 둔다. ❸ 적

당량의 오일을 70~80도로
맞춘다. ❹ 오일에 가성가
리 용액을 섞는다. 거의 푸
딩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
핸드블랜더를 들어올렸을
때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반죽 위에 그림이 진하게
그려질 정도로 섞는다. ❺
설탕용액을 70~80도에 맞춰 4
번에 섞는다. 블랜더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섞어야
한다. ❻ 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주걱으로 치면서
거품을 뺀다. ❼ 물에 1:1로 희석한다.(6번의 상태가
바닐라아이스크림 같은 상태에서 투명한 상태로 변
했을 때) ❽ 넣고 싶은 향을 넣는다.

주의점 세제를 잘 만들려면 설탕을 물에 녹여서 데
우지 말고, 꼭 물을 먼저 끓인 뒤에 설탕을 녹여 온도
를 맞춰야 한다. 설탕물을 데우면 설탕이 가라앉아
눌어붙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누
를 만들 때 꼭 필요하지만, 가성가리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루는 것이다. 
자,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만

들어 보자.
도움말 마리 최연실 실장 708-3071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健 康 百 歲
여성건강증진 테마교실 & 중풍운동교실
6월 4~25일(매주 木) 관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유병
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
트레스 등을 테마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뇌줄중 장
애인의 재활을 위해 5~12월(2,4주 水) 중풍운동교실
을 운 한다. 직접 방문 및 전화 접수한다.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3~4

Power Walking 운동교실
6월 1일~7월 24일(매주 월·목) 보건소와 단대공원
에서 연다. BMI 25~30의 걷기운동에 제한이 없는
30~50세 주민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건강증진
실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852

임산부· 유아 양플러스 사업
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유아의 양평가 후 맞

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양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
는 관내 거주 임신·출산·수유부와 64개월 미만
유아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20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관절염 환자 중 거동이 가능한 자에게 6월 15일~7월
3일(매주 月·木) 운동요법과 통증관리, 골다공증 예방
및 양관리, 체력관리 및 민간요법 등을 강의한다. 6
월 1~6일 방문 및 전화로 선착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관절강화를 위한 수중 운동교실이
이어진다(사진 오른쪽).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904

고지혈증 건강교실
고지혈증 질환자와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6월 17일~7
월 1일(매주 水) 고지혈증의 기초지식, 식사요법, 운동
요법 등을 강의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729-4005~6

보바스기념병원 성재활교육
6월 12일(금) 오후 5시 30분~7시 10분 보바스홀에
서 뇌졸중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한다. 본 병원의 성재활 현황, 성치료 교육자료, 뇌졸
중 환자의 성생활 양상, 만족도 및 성재활 요구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보바스기념병원 홍보팀 786-3501

건강, 조기검진으로 지키자!
6월 이전 조기검진이 편리하다.9월부터는 장시간 기
다려야 하고, 40세 이상(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은
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니 암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2차 검진대상자는 꼭 정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고자 하는 검진기관에 전화해 미리 예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729-0160

건강게시판

생생 재테크(4)

올바른 보험설계

얼마 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어떤 간식을 고르는
지를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선택한
식품은 모두 가공식품이었다. 이를 국제소비자기
구(Consumers International)가 제안한 양성분지
침에 따라 분석해 보았더니 대부분 高당, 高지방,
高소금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와 부
모들은 간식을 선택하면서 식품에 표시된 양성
분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국제비만관리협회에 따르면 세계 1억5,500만 어
린이가 과체중이고, 이중 약 20% 정도가 비만이
라고 한다. 이는 먹을거리와 관계가 깊다. 특히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정크 푸드는 지방·당·소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지 않고, 이러한 식습관
은 후에 성인병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어린이 비만이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린이 간
식을 고를 때 양성분 표시를 참고할 것을 권고
한다. 다만 양표시가 1회 제공기준량으로 돼 있
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과자류의 경우 1회제공량
이 30g(제공량 범위 20~59g)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이 과자 1봉지를 한 번에 섭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양표시가
어린이 양섭취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756-9898

어린이 간식
양표시 확인하기

소비자 Info직접 만드는 DIY 교실 5⃞

설거지하는시간이짧아져요
천연주방세제 만들기

건강칼럼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감량이 우선
지방간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
며, 술자리에서“나도 지방
간이 있어”하면서 서로
술을 권하기도 한다. 
지방간이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축적에 의해 간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동반돼 만성 간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실제 의사들도 지방간은 별문제
가 없는 것이라고 환자들을 안심시킨 적도 있었지
만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 지방간에서도 간경변과
간암 발생이 보고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간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 섭취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 또한 접한 관계가 있다. 식생
활의 변화로 비만인구가 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이 증가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 대부분 증상을 느

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감이 심해지거

나, 가끔 우상복부에 불쾌감이나 동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우연히 생화학 간기능검사를
받았다가 이상소견(AST, ALT)을 보이거나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운동과 식

이요법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
러 약제가 사용될 수 있지만 운동과 식이요법만
큼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
지방간을 일으킬 만큼 비만하다면 체중이 장기

간에 걸쳐 증가했고 고착된 습관들이 있으므로 너
무 조급하게 감량하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주일에 1lb(0.45kg)가량 감량할 경우 하루에
500kcal의 식사 제한이 필요하다. 과일, 야채, 곡
물, 가금류 살코기, 생선이 풍부한 식사가 좋다. 
더불어 꾸준히 빨리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체
중감량에 실패한 경우 지방흡수억제제나 비만치
료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정기검진에서 간염바이러스 표지자나 음주 또

는 약물 복용력, 자가면역 등 간
염의 원인이 따로 없는 상태에
서, 생화학 간기능검사가 지
속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경
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ALT가 정상이라도 정상의

평균보다 높은 정상상위군에서 사망률이 증가되
었다는 보고가 있어 작은 간기능이상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의사와 상담해
야 한다.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 황성규 교수 다이어트가필요한간- 비알코올성지방간

분당차병원 산모대학 강좌
매주 월요일(12:30~13:30) 임신 관련 정보 강좌
요실금(5.25), 한방으로 하는 산후조리(6.1), 
임신 중 치아관리(6.8),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6.15), 
임신과 양(6.22), 임신 성 당뇨(6.29) 

매주 금요일(12:30~13:30) 산부인과·소아과 강좌
산모와 수면(5.29), 신생아 관리(6.5), 
임신과 산모건강(6.12), 분만준비와 라마즈(6.19), 
태교 및 ART Therapy(6.26), 맞춤분만(7.3) 

장소 : 5층 라마즈실(황토방)
분당차병원 780-4815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7일 이내에 급성호흡
기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호흡기질환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중 2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종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으므로 돼
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한신종인플루엔자A바이러스는70°C 이상가열하면사멸됩니다.

수정구보건소 729 - 3861~3
중원구보건소 729 - 3921~3
분당구보건소 729 - 3981~3

신종인플루엔자A (H1N1) 인체감염증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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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안센터 긴급전화 안내
<성남수정경찰서 생활안정계 750-4146>
단대지구대 750-4010 단대동, 양지동, 산성동
수진지구대 750-4020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신흥지구대 750-4030 신흥2동, 신흥3동, 태평4동
태평지구대 750-4040 태평1·2·3동, 복정동, 창곡동
고등파출소 750-4050 고등동, 상적동, 시흥동, 
사송동, 금토동, 심곡동, 신촌동, 오야동, 둔전동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정계 733-0012>
금광지구대 743-3323 금광 1·2동, 은행 1·2동
성호지구대 752-3327 하대원동, 성남동, 중동, 여수동
대원지구대 743-3325 상대원1·2·3동, 도촌동

<분당경찰서 생활안정계 786-5343>
야탑지구대 706-3112 야탑 1·2·3동, 이매 1·2동
서현지구대 701-0112 서현 1·2동, 율동, 분당동, 
수내 1·2동, 정자1동(상록마을 우성) 일부

금곡지구대 714-0112 구미동, 금곡동, 수내3동
(70번지 이상), 정자1동 상록마을 4단지 일부

판교지구대 718-3112 판교동, 운중동, 금곡동 일부, 
동원동, 궁내동, 백현동, 하산운동, 대장동, 삼평동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퀴즈
응모기간 : 4.28~5.31 대상 제한없음
참여방법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홈페이지
(http://skx.nem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재난안전관리과 인적재난팀 729-3543 

자녀 혼례 앞둔 예비 장모·시어머니 무료교육
교육일시 : 6월10/17/24일(수), 6.3(수)까지전화접수
신청방법 : 카페(http://cafe.daum.net/sncem)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707-8377

규방공예 교육생 모집
대상 : 전통 소품 만들기에 관심 있는 시민
내용 : 보자기반, 다도반, 의복반(교육비 유료)
개강 : 6월초(매주 목 09:30~12:30)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707-8377

성남시 수돗물 검사결과 안내
홈페이지(http://water.cans21.net/)에매월공개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과(수질검사 문의) 729-4145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단속기간 : 6.1~7.31(2개월간)
단속내용 :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경작 및

판매, 사용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 739-4740

2009 성남대대 자율참여형 동원훈련 안내
훈련기간 : 6.9(화) ~ 6.11(목)

※ 08:00까지 입소(09:00 이후 입소불가)
훈련장 : 경기도 이천시 천덕봉훈련장
준비물 : 신분증,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세면도구, 

속옷, 운동복 등
성남예비군훈련장 707-3113

“경기 Clean Road 만들기 idea”일반 공모
내용 : 경기넷 홈페이지(www.gg.go.kr)
대상 : 경기도민(학생, 직장인, 주부 등)
접수 : 5.31(일)까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729-3193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접수 : 5.11~6.12(금)
응모 : (138-725)

서울시 송파구 교통공원길 13(신천동 7-16)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생활수기 공모 담당자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A4용지 4매) 내외
국민연금공단 02-2240-103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모집
기간 : 6.5(금)까지, 주 3회(월 20시간)
급여 : 월 만근시 20만원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752-3366

수정노인벽화봉사단 모집
대상 : 참여를 희망하시는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모집인원 : 21명(남·여 무관), 주1회 3시간

수정노인종합복지관 731-3393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 특별신고기간 운
신고대상 : 상시 9인 이하 고용 사업주
신고기간 : 2009.5.1 ~ 7.31
주요혜택 :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 보험료 등 면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1588-0075 www.kcomwel.or.kr

경로당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 경로당 어르신들 컴퓨터 지도(월 2~4회)
내용 : 노인복지관 연계 경로당 방문지도 계획
대상 : 개인·기업, 교회 등의 단체자원봉사팀

분당노인종합복지관(담당 유수경) 785-9234, 9200

건강한 가정만들기
내용 : 3~12월 개별·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캠프
대상 : 가정폭력·부부갈등 해결하고자 하는 분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유휴 공간 활용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신청기간 : 6.1~6.30 방문접수
지원작물 : 백합, 튤립 구근
등 다년생 초화류
신청자격 : 아파트·마을·학
교 등의 화단조성 면적 중 지
원 다년생 초화류 구근을 제외
한 퇴비 등은 자부담할 수 있
으며, 주민이 직접 파종·제
초·물관리 등 작업가능한 곳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도시원예팀 729-4022

성남시 동물등록제 안내
내용 :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이 전국적으로 의무
화됨에 따라 무료 등록사업 추진
등록대상 : 성남시 주소지인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
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
등록기간 : 분당구 5.1~7.31 성남시 전체 8.1~9.30
등록절차 : 인근 동물병원 방문·신청서 작성 → 마
이크로칩 시술(동물병원) → 승인(시청) → 동물 등
록증·인식표 수령

생활경제과 동물자원팀 729-2613

성남문화원 제14회 학술회의 개최
대주제 : ‘성남 모란의 과거와 미래’
5월 29일(금) 오후 2시 모란 미즈웨딩홀

성남문화원 756-1082

수필(다음호주제는‘내가자원봉사자’), 사진(성남지역의풍경·사람들사진. 200만화소이상), 
이달의독자를모집합니다. 6월6일까지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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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5일경이면 <비전성남>을 전해주는 반가운 손님, 바로
통장님이다. 20년 넘게 성남에 살면서 비전성남을 받아보고
있다. 차근차근 한 줄씩 읽어가며 성남을 알아간다. 남한산성,
문화 프로그램, 또 봉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주로 관심있게
본다.
특히 지난해 매월 한 분씩 소개하는‘우리 통장님’을 즐겨 봤
다. 태평1동에도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통장님들이 많은데, 더
많은 분이 신문에 소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자기 통을 돌아보고, 고지서도 자세하게 안

내하고, 각종 행사 때 쌀도 나누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통장님이 하는 일이 20가지가
넘는 것 같다. 
직업이 있는데도 매달 한두 번씩 새벽공기를 가르며 기쁨으로 청소하고, 시간을 쪼개어
‘꿈나무지킴이’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굳이‘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작지만 소리 없이 마을을 돌보는 이들, 이 자
리를 빌어 통장님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통장님들, 힘내세요!  

소리없이사랑전하는통장님, 감사합니다!
김선자(49·수정구 태평1동)

5월 17일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아산시 온양읍 염치마을. 
성남시청아마추어무선국 회원들이 4년째 모내기 일손을 돕고 있다.

포토·모내기 봉사
황선기_수정구 태평4동

이달의독자

이제 7살 먹은 우리집 둘째 아들 상필이. 군것질은 제 형
한테 얻어먹고 돈이 생기면 꼬박꼬박 돼지한테 먹이를 준
다. 게다가 말과 행동이 어른처럼 어긋남이 없어 별명이

‘FM’이다.
며칠 전, 친정 부모님이 왔다 가시면서 아이들에게 돈을 2만 원씩 쥐어주셨

다. 두 분을 터미널까지 모셔 드린 후 집에 다와 가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
렸다. 
“엄마, 상필이가 일 저질 어요!”큰놈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해 있었다.
“왜? 무슨 일인데? 어디 다쳤니?”
“아, 아,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빨리 오세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기에 전화를 끊고 그대로 내달려 집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다쳤거나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집안은 의
외로 조용했다. 방에 들어가 봤더니 큰놈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고, FM 녀
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왜, 누가 어디 다쳤니? 무슨 일이야?”다급하게 묻자 큰놈 하는 말이 기막히
다. “외할머니가 우리한테 준 돈 있잖아요. 근데 돼지저금통에 지폐가 안 들어
가니까 상필이가 그걸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돼지 밥을 줘버렸어요!”
헉! 우리 부부는 잠시 말을 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받은 용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는 상필이의 투철한 사명감(?)에 웃지도 울지도 못
한 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 왈“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군대지. 역시 넌
FM아빠의 2세가 맞아. 하하하!”
잘린 2만 원을 풀로 붙여서라도 좀 살려볼 요량으로 돼지저금통을 뜯었다.

이미 10조각도 넘게 잘려진 채 다. “내일 은행에 가봐. 머, 돌려주면 좋고 안
돌려줘도 할 수 없지. 2만 원이 아깝기는 하지만 임마가 진짜 절약왕이네. 나중
에 커서 수억 원을 아끼고 저축할 태세네. 싹수가 보여. 푸 하하하!”
남편의 위로(?)를 들으며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이불속에서 한참을 소리 죽여

웃었다.

송은숙_수정구 태평2동

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돼지저금통이삼켜버린 2만원

기관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인터넷 200%활용
홈페이지 만들기

2009년 6월 시민정보화 무료 교육 일정 안내

09:30~11:00
11:30~13:00

09:30~11:00
11:30~13:00
14:00~15:30

30
30

30
30
30

수정도서관 성남시민

성남시민

성남시
직장인

5.26(화) ~ 5.28(목)
09:00 ~ 선착순

방문, 홈페이지접수
(sj.snlib.net/sujeong)
☎743-9600(214)

5.26(화) 09:00
~5.28(목) 18: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jw.snlib.net

☎ 752-3916

기관명 구 분 자 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일/접수처

파워포인트 2003
포토샵 CS3
스위시맥스 2

인터넷
한 2005
엑셀 2003
인터넷반
엑셀반
컴퓨터반

PC활용기초
엑셀자격증반
워드자격증반

인터넷
파워포인트

6.29~7.10
6.29~7.10
6.29~7.10
7.13~7.24
7.13~7.24
7.13~7.24
6.22~7.17
6.22~7.17
6.22~7.17
3개월(2개반)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수정구청

중원구청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6.15(월)~마감시
전산통신팀(4층)
☎ 729-5075

6.15~선착순
홈페이지, 방문접수
☎ 729-6078

수시모집
☎ 732-6884

성남시민

성남시민

장애인 및
가족

09:00~10:30
11:00~12:30
13:00~14:30
09:00~10:30
11:00~12:30
13:00~14:30

월, 화, 목, 금 10:00~12:00
월, 화, 목, 금 13:00~15:00
월, 화, 금 18: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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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2
22
22
22
30
30
30
40
24
24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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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15:30

10:00~13:00

16:00~17:30

10:00~13:00

20

20

30

30

포토샵 맛보기

직장인 오픈마켓 CEO

6.2 ~ 6.25
6.2 ~ 6.25

6.2 ~ 6.25

6.13 ~ 6.27 직장인반
인터넷접수만 가능

중원도서관

포토샵(심화)

플래쉬애니메이션

엑셀(기초)

뉴 실버세대를 위한
한 2004

직장인을 위한
파워포인트

6.2 ~ 6.25

6.2 ~ 6.25

6.2 ~ 6.25

6.2 ~ 6.25

6.13 ~ 6.27

| 2009년 6월 문화 행사 캘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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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서관
● 화상 : 매주 토요일 14:00 5.30(토) 워터호스(전체 관람가, 애니메이션)
● 인형극 : 매주 넷째주, 마지막주(금) 16:00 

5.29(금) 동굴마녀와 덜 이(사과나무)
● 구미도서관 729-4693

분당도서관
● 화상 : 매주 토요일 14:00 시청각실 5.30(토) 흑심모녀(12세 관람가) 
● 인형극 : 5.29(금) 16:00 짱꾸와 황금칫솔(인형커뮤니케이션)
● 분당도서관 729-4664

기획공연‘오월의 선물Ⅲ’
● 5.28(목) 19:30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가수 남진, 재즈트럼펫 정광진 등 출연 ● 전석 5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88-1555, 성남아트센터 783-8000
●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 www.sn-pac.or.kr

수아레 콘서트
● 5.29(금) 21:0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저녁 8시부터 로비에서 와인 및 다과 제공)
● R석 4만원, S석 3만원
● 문의 및 예매 : 성남아트센터 783-8000

제105회 정기연주회‘브람스 독일레퀴엠’
● 6.4(목) 19:3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소프라노 박정원, 베이스 정록기, 성남시향, 부천필코러스
● 일반 5천원, 학생 3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88-1555, 성남아트센터 783-8000
● 성남시립합창단 729-4807 www.sn-pac.or.kr

랴오닝가무단 <여인의 향기>
● 5.30(토) 15:00, 19: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 문의 및 예매 : 성남아트센터 783-8000

수정도서관‘동화야 놀자’
● 매주 목요일 10:30~11:00 1층 제2문화교실
● 5.28(목) 창작동화 구름빵
● 준비물 : 크레파스, 풀, 가위 ● 수정도서관 743-9600

성남일화 K리그 경기
● 6.27(토) 19:00 VS 광주
● 7.12(일) 19:00 VS 경남
● 성남일화 천마 프로축구단 709-4133

중원도서관‘엄마랑 책이랑’
● 매주 화~금요일 10:15~10:45 병아리문화교실
● 5.26(화) 아빠 꽃밭 만들어요
● 5.27(수) 맛있는 돌
● 5.28(목) 오소리네 꽃밭
● 5.29(금) 먹보 곰 벤
● 중원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52-3916

부부작가 구자승_장지원 초대전
● 5.14~6.7  
● 주제 : 사랑합니다
● 앤갤러리 070-7430-3323 www.ngalleryart.com

헬로키티 탄생 35년‘Inside Kitty展’
● 5.16~6.28 19:30~19:30
●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본관
● 입장료 : 15,000원
● (주)씽크브릿지 02-578-0262 www.insidekitty.co.kr

성남시향 65회 정기연주회‘라흐마니노프’
● 6.11(목) 20:0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상임지휘자 김봉, 피아노 패트릭 오번
● 전석 1만원, 청소년 할인 5천원
● 예매 : 인터파크 1588-1555, 성남아트센터 783-8000
●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 www.sn-pac.or.kr

● 구독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구독방법 :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홈페이지 http://snvision.cans21.net 

● 연 락 처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비전성남> 무료 정기구독 안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실시
매주 월요일 14:00~16:00(2~12월)
성남가정법률상담소 707-6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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