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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전하는‘몰래 산타’

소외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깜짝 방문해 사랑의 크리스마스 선

물을 전달할‘몰래 산타’들이 미리 모였다. 중원청소년수련관은

12월 23일‘사랑의 산타클로스 대작전’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들

을,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현재 모집 중

이다. <관련기사 10면 사랑의 산타클로스 대작전>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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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을 하다 약간의 부상을 당해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에 형과 함

께 병원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미장공으로 일을 한다. 시골에서 스무 살 나이

에 상경해 온갖 궂은일을 다 거쳐 땀과 눈물로 손에 익힌 일이다.  

환갑을 넘긴 아버지는 젊은 날 공부를 포기한 후회가 평생 뒤꽁지에 매달

린 느낌이셨으니, 어디서 무슨 일을 배우고 돈을 벌든 늘 학력차별이 뒤따랐

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현

실이 억울해 나이 서른 무렵에 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하셨다.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농촌봉사활동을 한번 다녀오고는 남보다 아버

지의 고된 노동을 먼저 보듬어 드리는 것이 순서라는 자각이 문득 들어 한동

안 아버지 일을 도왔다. 하지만 막상 해 보니 아버지의 미장일은 보기보다 훨

씬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다. 

더우면 뜨거운 열기에, 추우면 꽁꽁 어는 냉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순식

간에 얼어버리는 손을 호호 불어가며 뼈대만 겨우 올라간 벽돌들과 체온을

나누어야 하는 너무나 정직한 작업이다. 시멘트와 자갈, 모래를 직접 지어 올

리고 찬물을 더해 개운 다음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보이

지만, 그 과정은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한때는 아버지의 뜬구름 같은 직업이 싫어서 남들에게 얘기하기를 무척

꺼렸었고, 미장일을 시작하신 다음에는 얼버무리는 내 말을 잘못 듣고“남자

가 미장원을 하신다고?”되묻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서 더더욱 위축됐던 기억

이 난다.

헌데, 병원 침대 머리맡에 책 하나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 아버지가 잠

시 바람 쐬겠다고 일어나신 틈에 들춰보니 국어책이다. ‘혹시나’하는 생각

에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는 그 연세에도 젊은 날 마

치지 못한 공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적어도 고졸 학력은 갖춰야겠다고 생

각을 하신단다.  

중졸검정고시를 치른 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새로이 도전하는 아

버지의 공부는 얼마나 막막할까? 설마 대입수학능력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원

대한 도전을 꿈꾸시는 건 아닐까? 이제 조금씩 짬을 내어 아버지의 개인과외

를 해드리자고 형과 약속을 했다. 당장 그 어색한 장면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아쉬움을 더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때라고 믿기로 했다.

CITIZEN독자마당02

우리 부부는 올 하반기 요양보

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

다. 수강생은 남자 2명, 여자 17명

으로 사회복지와 간호 분야에서

강의를 받는다. 이론 180시간, 실

습 80시간의 교육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딸

수 있어 모두 진지한 자세로 열심

히 하고 있다.

여러 봉사 분야가 있지만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르신을 보

살펴 드리는 일이야말로 존경하고

싶다. 수강생들은 가정에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이 있으면 섬기겠

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꿈을 안고 있다.

어느 날, 개인위생을 위한 목욕

돕기 실습시간이었다. 모델은 어

르신 마네킹으로 담요를 덮고 점

잖게 누워 있었다. 옷을 벗기고 얼

굴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키는

중 회음부가 노출되었다. 그 순간

교육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그때 탁 선생이라는 수강생 한

분이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를 오

랫동안 목욕시키면서 섬겼는데 얼

마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치매

인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다. 그

순간 수강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

인 채 숙연해졌다. 그 숙연함은 실

습이 끝나고도 계속됐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오래도록

그날의 숙연함을 간직할 것 같다.

자기의 욕구를 억제하고 치매

걸린 시부모님을 간병하는 탁 선

생의 높은 정신은 존경받아야 한

다. 효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현

대인의 삶에 좋은 빛이며 우리 사

회의 울림이다.

이영복 | 분당구 서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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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금리의함정

08 9 특집
사랑으로올리는체감온도1℃

10  교육·청소년
공연나눔| 늘푸른초교관현악부

클릭! 청소년수련관 | 사람의산타클로스대작전外

11  취업·창업
성남고용센터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이희망! 

12  시의회

13 14  시정소식
집에서도체계적건강관리받는다

알콩달콩복지뉴스 | 출산장려지원해요外

알아두면편해요! | 개별주택가격주택특성조사外

여성복지회관제50기정규반수강생모집

15  정보나눔

16  문화·레포츠
성남백배즐기기

새해에선보이는도서관겨울특강

이명자 | 수정구 수진2동

분당구 정자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대입수능을 치르는 날. 선배를 응원하러 나온 독수리기독중고등학교
(분당동소재) 학생들과선생님이선전을기원하며파이팅하고있다.         류지명 | 분당구 정자동

이달의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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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사람들 03

11월 11일, 돌고래시장 상인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마지막까지 수료

한 39명의 상인들은 검은 학사복과 학사모를 갖추고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종우 성남시청 재

정경제국장은“고객의 요구는 날로 커지고 다양합니

다. 상인 교육을 통해 익힌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

했다.

11년째 푸른채소김치를 운영하는 박양옥(41)❶
씨는 채소판매와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와 무를 절여

배달하던 일을 주로 하다가 8개월 전부터는 김치를

직접 담가 팔고 있다. “대형마트와의 가격경쟁에서는

밀리지만 맛으로 승부를 건다”고 한다. 지난 추석, 시

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너무 많이 받아 장사가 잘되자

고1인 아들 조영준 군이 직접 시장님께 메일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롤초밥을 운영하는 박기호(55)·최
희자(50) 부부❷는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돌고래시

장으로 이사 온 지 8년째다. 지하주차장 입구 쪽의 비

교적 열악한 위치에 있지만 한번 맛을 본 사람은‘왜

이런 곳을 진작 몰랐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

다. 아보카도, 날치알, 게맛살이 들어간 인기상품 캘

리포니아롤이 5000원, 우동은 3500원이다. 8년째 가격

을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이런 구석진 곳까지 찾

아와주는 단골손님이 고맙기 때문”이라고 하니 이들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온다.  

쌍둥이동생과 같이하다가 동생은 분점을 내서 나

가고 17년째 광천한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

문(42)❸ 씨는 품질 좋은 한우를 팔기 위해 발로 뛴

다. 이천·여주 등을 다니며 직접 고른 소를 도축장에

서 도축해 가져오고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암퇘지를

취급하기 때문에 단골이 많다. “손님이 와서 선물용

고기를 사 갔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선물받은 분

이 다시 찾아왔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믿고 와주시는

단골손님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요.”해가

갈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가게 덕분에 그의 얼굴은 항

상 밝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사이 밖에서는 대

기하는 줄이 길게 서있다. 오전에 상인대학을 갓 졸업

한 옛날손짜장의 임선숙(38)❹ 씨가 졸업소감을 말

한다. “상인대학을 다니면서 손님을 맞는 태도를 많이

고치게 되었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말도 붙이고요.”이렇게 줄을 서는

맛집이 된 비결은 맞은편 우리농산물직판장의 최은주

(67) 씨가 바쁜 주인을 대신해 답해준다. “맛, 친절, 위

생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져 있고 옛날 전통 그대로 자

장면을 만들어 느끼하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어요.”

딸처럼 챙겨 주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는 신발을 사

려는 손님들로 북적대는 바이킹신발가게❺가 있다.

워크화를 사서 계산하는 박영금(34·수내동) 씨를 만

났다. “이사 온 후 계속 이곳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있

다”는 그녀는“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정말 만족

하는 상품을 고를 때까지 기다려 주니 또 오게 되죠.

취향을 얘기하면 없는 물건도 다음에 꼭 구해 줘요”

라고 자랑한다.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팔면서 친절한

서비스가 더해지니 불경기에도 확장하고 잘되는 것이

리라.

18년째 믿음반찬을 운영하는 장순남(49)❻ 씨

도 매우 분주하지만“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바

쁘게 살아가는데 엄마들이 반찬걱정을 덜어 고마워하

니까 일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가락시장에서

매일 새벽마다 장을 보고, 남은 반찬은 50% 저렴하게

판매해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오래된 단골들의 기호

에 맞춰 3만 원어치 이상은 배달도 한다. 이바지음식

과 체육대회 맞춤음식으로도 유명하다. 

파크회생선 박형열(48)❼ 씨도 18년째 성업 중

이다. 매일 신선한 생선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

질을 깔끔하게 해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결이다.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는 대형 갈치도 있

고, 제수용 생선은 3일 전 주문하면 알맞게 말려 준다. 

가야당표구사 최명순(63)❽ 씨는 작가인 남편의

개인전 때 본인의 손으로 표구를 해주고 싶어 시작한

표구 일이 어느덧 35년차에 이르는 경력자가 됐다.

이 외에도 돌고래시장에는 샹피니제과점, 여의도

떡집 등 유명한 가게가 많다. 안현호(69) 상인회 회
장❾에게는 꿈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시장만의 상품을 개발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

인들과 협력해 특별한 문화를 창조하는 명품 돌고래

시장 만들기가 제 꿈입니다. 꿈을 꾸면 꼭 이루어지겠

죠.”돌고래시장이 인정이 흐르던 우리 전통시장의

맥을 이어가 상인과 고객이 서로 신뢰하며 기쁨과 삶

의 희망을 발견하는 축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이번호로기획연재전통시장사람들을마칩니다. 

그동안애독해주신독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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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 때문에 방문하기를 꺼려한다. 시장이 지저분하다, 날씨가 궂으면 장보기가 힘들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등등…. 이런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돌고래시장(분당구 수내2동)은 18년 동안 구축한 단골들의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 주변의 대형마트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앞으로 전통시

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곳, 분당지역에서 제일 활성화된 전통시장이다. 돌고래시장의 제품들이 무조건 싼 것은 아니다.

그러나품질에비해서는확실히저렴하다. 고객들이많은것은제품이좋아경쟁력이있다는증거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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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다른악기로호흡·장단맞춰
‘기록인의 아름다운 소리.’이같이

멋진 뜻을 품고 있는‘기라성(記娜

聲)’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수정

구 대왕판교로 398)의 사물놀이 동아

리 이름이다. 기라성은 기록원 안의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공간에서 우리

것을 찾아 우리의 멋과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는 신명인 12명이 모여 지난해

2월 만들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순(50) 특수

기록관리과 과장은“어렸을 적 풍물패

가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신바람 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풍물

패를 따라 어깨를 들썩거렸던 즐거웠

던 기억이 사물놀이 동아리를 만들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그는“평소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습하고 있으며,

한 주에 한 번 근무를 끝낸 오후에 모

두 모여 우리마당 풍물패 김순종 씨의

지도 아래 우리 가락을 익히고 즐기며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관객과함께한공연감동
사물놀이 문외한으로 시작한 회원

들은 2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만

의 흥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그

흥과 놀이를 스스로 느끼며 사물놀이

의 즐거움과 사람 간의 어울림, 그리고

여러 무대에 올라 멋진 공연까지도 거

뜬히 해냈다.

특히 지난 5월‘2010 국제기록문화

전시회’에서 가진 축하공연에서는 전

시회에 참가한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환호와 함께 “판타스틱

(fantastic) 하다”는 평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미영 총무는“그날 공

연은 관객과 연주자가 함께한 공연으

로 정말 흥겨웠다”며“기라성의 사물

놀이 장단에 맞춰 손과 발로 박자를

타고 있던 외국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소고를 들고 강강술래를 함께하던 장

면은 정말 감동스러웠다”고 전했다.

같이땀흘리고준비해하나되고
동료의 권유로 기라성 회원이 됐다

는 신 총무는“사물놀이를 통해 호흡

과 장단을 맞춰 또 다른 세계를 만드

는 것이 즐겁다보니 바쁜 근무에도 마

음이 여유로워져서 직원들과 소통도

잘된다”며“기라성의 회원이 된 것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연습장소가 마

땅치 않아 그동안 보류해온 2진 모집

도 내년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직장 선후배들이 같이 땀 흘리고

준비해 하나 되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

는 동아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사

물놀이패‘기라성’. “공연을 해보니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보다 발전된 기

량으로 멋지게 공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멋진 공연이 감동도 더

크지 않을까요?!”김재순 회장의 웃음

소리에 자신감이 배어있다. 

기라성은 현재‘2011년 공무원동아

리 경연대회’참가를 목표로 연습 중

이며, 2012년에는 몽골 기록관 개관식

축하공연이 예약돼 있다.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관람문의750-2033, 2185

정경숙기자chung0901@hanmail.net

COMMUNITY성남·성남인04

2010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때쯤 성남의 자원

봉사자들 중 가장 많은 봉사기록의 주

인공은 누구일까? 손바닥만한 자원봉

사은행‘까치통장’속에 1만2천여 시

간의 열정과 사랑을 적립한 주인공이

있다.

전대판(77·사진 가운데) 어르신이 컴

퓨터 동아리 반을 지도하고 있는 태평3

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았다. 대한노인회

성남시 수정구지회 태평3동 제2경로당

노인회 회장이며, 회장 임무 외에도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컴퓨터를 가르시

고, 한문『사자소학』을 가르친다.

1남3녀를 모두 출가 시켰다. “우리

아들이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는 장기

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꼭 나를 닮은 것

같다”며 웃는 모습이 참 건강해 보였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부모님께

서 이름도 오사카의 도시이름“대판”

으로 지어 주셨다고 한다. 부모님이 먼

저 한국으로 오시고, 전대판 어르신은

일본에서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5

년 뒤에 김제에 와서 머물면서 낮이면

농사를 짓고 밤이면 글을 읽으며 주경

야독한 덕분에 삼남일보·전북일보에

소개되기도 했다고 자랑한다.

성남에 온 지는 43년이 됐지만 2002

년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해 2004년에

는 외국인자원봉사단 일본어 팀장으

로 일본 다문화가정에 한글을 지도했

다. 얼마 전만 해도 태평1,2,3동 어린

이집에서 한복을 입고 의관을 갖추고

한자를 가르치다가 지금은 태평3동(동

장 조병상) 주민자치센터와 인연을 맺

고, 어르신 컴퓨터 반을 담당하게 되었

다고 한다.

태평3동에 사는 이산월(70) 씨는 아

는 분의 소개로 지난여름부터 컴퓨터

를 배우게 되었는데 요즘 타자연습을

한다. “기계 대하기가 겁이 나서 생각

도 못했는데 선생님께 컴퓨터를 배우

고부터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이판

철(73) 어르신은“이제는 노인도 업무

를 보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해서 컴퓨

터를 배운 지 2개월 됐는데 이렇게 신

통 방통 할 수가 없다”며 무척 신기해

한다. 어디 가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구경이나 하겠느냐며 이해인 님의 시

‘사랑하는 사람이기보다는’을 연습하

며, 선생님께서 너무나 재미있고 폭넓

게 가르쳐 준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86세 된 강경희 씨가 컴

퓨터를 배우니까 자손들이 좋아해서

딴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하실 때 정

말 보람이 있었다며, 컴퓨터 지도에 대

한 긍지가 대단하다.

어르신은 요즘 할 일이 하나 더 생

겼다. 60세 이상 어르신께 주어지는,

수정구청장이 인증해 주는 컴퓨터 인

증제(현재 12명 인증) 도전을 위해 금

년에도 2명이 열심히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120살까

지 건강하게 컴퓨터 지도하는 일을 하

고 싶다”며 호탕하게 웃는다. 앞으로

우리 인간에게 120살은 누구든 꿈꾸어

볼 수 있는 희망의 나이가 아닐까.

태평3동주민자치센터729-5710

이화연기자maekra@hanmail.net

기록인의아름다운소리
나라기록관사물놀이‘기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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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성남·성남인 05

본관이 의령(宜寧)인 남공철(1760-1840)의 자는 원

평(元平)이며 호는 사영(思潁), 금릉(金陵)이다. 1780년

(정조4) 초시에 합격하고 1784년(정조8)에 아버지(남유

용·南有容)가 정조의 스승이었던 관계로 음보(蔭補)로

세마(洗馬)를 제수 받았으며 산청과 임실의 현감을 지

냈으나 과거 준비를 위해 사직했다.

1792년(정조16) 식년 친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그

는 홍문관 부교리,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에 임명돼

규장전운(奎章全韻) 편찬에 참여해 정조의 지극한 총애

를 받았다. 그 후 조선 개국 초부터 숙종 때까지의 명인

(名人)의 약력을 모아 엮는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선임

되면서 후일의 정치적 동지인 김조순(金祖淳), 심상규

(沈象奎) 등과 함께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에 동참

하고 대사성(大司成)으로 인재양성에 힘썼다. 

정조가 총애한 그는 정조 치세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고『정조실록』편찬에 참여, 아홉 번의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거쳐 14년 동안 재상을 지냈으며 1833년(순조

33) 영의정으로 치사돼 봉조하(奉朝賀)가 됐다.

당시 제일의 문장가로 시와 글씨에 뛰어난 그는 금석

문(金石文)과 묘갈(墓碣)을 잘 썼고 순조 때 전사자(全

史字)라는 동활자를 만들기도 했다. 글 읽기를 즐겨하고

경전(經典)을 연구했던 그는,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며

문인으로 화려한 당나라의 시풍을 반대해 새로운 시풍

을 열어 문학의 기초를 확립했던 구양수(毆陽脩)를 좋

아했다.

문학의 산실, 귀은당
순조 원년(1801)에 옥계산중에 있는 정자를 사들인

그는 구양수의 사람됨과 문장과 덕업을 흠모한다는 의

미의 우사영정(又思潁亭)이라는 편액을 걸고 그 옆에

옥경산장(玉磬山莊)을 지어 간간히 그곳을 찾았다. ‘옥

같이 맑은 물이 사철 흐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유래했

다는 청계산 입구의 옥경동(玉磬洞)은 그가 마음에 오

래 둘 만큼 아름다웠다. 

‘작은 언덕이 첩첩이 있어 마치 솥 같기도 하고 바둑

판 같기도 하고 말의 갈기털 같기도 하다’는 그의 저서

『둔촌제승기(遁村諸勝記』의 일부 내용처럼, 청계산 둔

촌의 지형과 주민들의 순박한 삶의 모습을 좋아해 1833

년 은퇴 후 둔촌으로 옮겨 99칸의 저택을 짓고 만년을

보내게 되는데 옥경산장이 모태가 됐다. 

‘군주의 은혜가 두터워 이곳에서 한가롭게 머물 수

있다’해 <우사영정> 편액을 <귀은당>이라 개칭했다. 현

재 터만 남아 있는 귀은당은 그가 수많은 책을 저술한

문학의 산실이었으며, 이곳에서 수습된 유물들을 통해

귀은당이 축조되기 이전부터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의 유적이 있던 것으로 보아 건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

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99칸의 집터, 귀은당은 고려시대의 학자, 이집(李集)

선생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터 뒤쪽 언덕에

그의 어머니 묘역과 그의 묘역이 있는데 <성남시 향토

유적 제4호>다. 

문학적 명성 중국까지 떨쳐
‘문학과 재서(   )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용의(容

儀)가 훌륭하여 다른 신하의 본보기가 되고 지조가 드

높아 퇴폐한 풍속을 바로잡을 만하다’고 칭송 받았던

남공철. 구양수의 문장을 순정(淳正)한 법도라 해 가장

존중했고 중국까지 이름을 떨친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

였던 그는 서화론에도 매우 조예가 깊어 많은 금석문과

묘갈과 저서를 남겼다. 

그는 순조, 익종의『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수했

고,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귀은당집(歸恩堂集)』

『금릉집(金陵集)』『영옹속고(穎翁續藁)』『영옹재속고

(穎翁再續藁)』『영은문집(瀛隱文集)』등 많은 저서가 있

다. 산 빛이 곱다. 깊고 아늑한 청계산 자락 도덕봉에 있

는 그의 묘역을 고운 가을빛이 쓰개치마처럼 두르고 있

다. 마치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재능을 보호하는 것 같다.

자료제공｜성남시·성남문화원@

도움말｜윤종준향토문화연구소상임연구위원·진영욱성남시학예사

조민자기자dudlfdk@hanmail.net

※우리동네역사이야기연재가이번호로끝납니다. 

그동안애독해주신독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문턱, 한국학이 대중 속으로 뛰

어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학 프로그램

‘2010 미루(美樓) - 옛 사람의 편지 그리

고 사랑하는 이에게’를 진행한다. 

12월 3일(금) 오후 7~9시 판교청소년수

련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조

선의 왕들과 사대부들의 편지를 주제로

한 강연과 더불어 시민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주민과 소

통의 장을 마련해 계절의 감성도 느끼고

서로 유대감도 갖는 기회다. 

왕이 신하에게 썼거나 귀양지에서 자

식에게 쓴 편지 등‘옛 사람들의 편지’에

관한 김학수 장서각 책임연구원의 강연이

있다. 또 공모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이‘마

음에 띄우는 편지’를 낭독하고, 사랑방문

화클럽 소속 색소폰앙상블팀의 공연도 선

보여 주민들의 심금을 울린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은양 홍보전문위

원은“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

아갈 수 있는 장소에서 여는 등 지역주민

과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돼 한국학 대중

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내년 9월경

신장서각이 개관하면 더 많은 문화 프로

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

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알뜰살뜰 내 맘

을 헤아려 소식 전하는 이 없으니 무심중

에 원망하는 건 높고 푸른 하늘이다. 원망

끝에 홀로 남은 홀어머니를 그리거나 멀

리 떨어져 지내는 친지를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한국학중앙연구원709-8111(내선814), 709-4412 

장영희기자essay45@hanmail.net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금토동(3)

성남시 곳곳에는 많은 문화유적과 훌륭한 역사적 인물이 있다. 금토동을 지나 붉게 발열하는 청계산 등산로를 따라 300여 미
터 올라가면 조선 후기의 정치가며 문장가였던 청백리 남공철(南公轍)의 묘역(금토동 산66번지)과 그가 만년을 보냈던 귀은당(歸
恩堂)지가 있다.<사진은 성남시 향토유적 제4호 남공철 묘역> 

정조어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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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칼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6천원으로 OK
만12세 이하 아동은 11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6천원으로 지정 민간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0~12세 아동이어야 하며 지정 병의원은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

가필수예방접종은 BCG, DPT, POLIO,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B형간혐, TD 등 8종이

다. 신분증과 예방접종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6 

중원구 729-3906, 분당구 729-3966

치매환자 치료약제비 지원받는다
지난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

상)을 복용하는 만60세 이상 시민은 월 3만원의

치료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

분증, 치매진단서,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이다. 

보건소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3  

중원구 729-3903, 분당구 729-3963

셋째주 토요일은 직장맘 자녀의 예방접종의날
11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직장엄마는 매월 셋

째 주 토요일 오전 분당구보건소를 방문, 영유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상담도 실시되

며, 직장엄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 카드

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분당구보건소예방접종실729-3966~7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음악마당놀이
오는 12월 3일(금) 오후 2시~3시 30분 운중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서 악기와 노래로 몸과 마음

연주하기를 내용으로 펼쳐진다. 한국치유문화원

부원장 임재영 음악치료사가 강사로 나와 몸과

마음의 소리를 느껴보는 자리를 진행한다.
<음악치료의기대효과>

���와 ��기�을 ���� ��� �동의 �화

를가져온다.

����을��������안한�음을가��된다.

��로 ���기 �� ��를 �조��로 ��� 수

있다.

�����기��악기��로 �해진 ��기관의 기�이

회복된다.

판교보건지소스트레스관리실729-4246

보건소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2~7 

중원구 729-3905~8 분당구729-3963~7

발은 본능적인 매력발산의 원천이

라고 한다. 그런 매력적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94개의 근육, 7200개

의 말초신경이 조화롭게 작동해 우리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해 주며, 제

2의 심장으로서 온몸의 혈액순환에 중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발은 평소에도

지면의 정보를, 대뇌에 끊임없이 감각

적·균형적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의

입력창구다. 

또한 적신골격의 기둥역할을 하는

척추와 두 다리에 대해, 발은 주춧돌 역

할을 한다. 골반과 척추를 아무리 잘 교

정한다 해도 발에 변형이 와 있다면 골

반과 척추의 변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

신의 기능적인 문제와 상관성을 갖기에

신경학적, 구조적, 내분비나 자율신경

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대인의소홀한발관리
한의학적으로도 발에서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선천과 후전의 원기를 주

관하는 肝腎(간신)과 脾臟(비장)의 경

락이 시작되고, 체내의 장기와 반응하

는 경혈이 다수 존재하며 대뇌 및 소뇌

와 수많은 정보를 순간순간 주고받으

면서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

므로‘인체의 축소판’이라 부른다.

발이 건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손과

비교해서 발에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

지 않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여러

분의 발을 보고 만지는지, 혹시 병원균

이 많다고 멀리하지는 않는지?

현대인은 과거 조선시대의 사람보

다 발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할 기회가

매우 적고, 다양한 모양의 지면을 접촉

하면서 보행할 기회가 매우 적다. 게다

가 통이 두꺼운 신발이나, 하이힐을 하

루 종일 신고 걷게 됨으로써 발에 가혹

한 고통을 주기 쉽다. 그래서 급·만성

통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과 척추

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발과 연관

된 오장육부의 기능실조를 야기하는

등 발에 대한 문제는 발만의 문제를 벗

어나 전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발관리로전신기능개선가능
발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발과 연관된 국소부위의 통증

과 변형뿐 아니라 전신의 구조적 변형

의 예방과 교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

며, 발과 상응하는 인체 전신의 기능개

선을 가능하게 한다. 흔히 하는 발 마

사지나 족탕, 그리고 적절한 신발의 선

택은 발과 전신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발에 대한 적절한 신경자극은 대뇌

와 소뇌 등 뇌 전체와의 대화다. 자신

의 발바닥을 자극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의 발바닥을 주무르는 것은 자신

의 뇌나 상대방의 마음과 대화하는 것

과 같다. 그래서 발 마사지는 상대방과

의 교감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불러일

으킨다. 또 자녀의 뇌 발달을 기대한다

면 발바닥의 신경자극이 꼭 필요하다.

과한마사지는오히려통증불러
하지만, 너무 강한 자극의 마사지는

도리어 통증전달신경섬유를 자극해 통

증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내부장기의

기능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무리한

마사지는 몸에 해롭다. 공원에서 지압

코스로 마련된 자갈이 박힌 길을 걷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무리한 자극

으로 통증 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지압자갈길 걷기가 심한 통증을 불

러온다면 하지 말라. 무리한 자극과 마

사지는 몸의 어떠한 부분이라고 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7200개의 신경이 몰

려 있는 예민한 발바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발을 통한 뇌와의 부드러운

대화는 통증의 조절뿐 아니라 내분비계

와 자율신경계의 정상적인 조절을 가능

하게 하지만, 지나친 통증성 대화는 뇌

에 괴로움만 주고, 근골격계의 이상증

상뿐 아니라 이와 대응하는 내부장기의

기능저하나 기능이상을 불러온다. 언제

나 과함은 모자람보다 좋지 않다. 

여러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손에 핸

드크림을 바르는 만큼 발에도 많은 관

심을 가져준다면 포함한 전신 기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요즘같이 단풍구경을 위해 수고

가 많은 발을 위해 조금의 시간을 할애

해 보자.

각종 전열기기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 화재 발
생률이 높은 겨울철 전기안
전관리요령을살펴본다.
-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기는 사용 전에 파손 및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한다.

-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열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사용 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

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열기

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열기기 사용 중에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

하거나 취급하지 않는다.

-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1회 이상 시험용버튼(적

색 또는 녹색)을 눌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시설이상이나전기안전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번호관계없이 1588-7500번)

조현석 교수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침구과 진료교수

발을
소중하게여기면
건강을
지킬수있다

HEALTH건강한 생활06

건/강/게/시/판

겨울철전기안전, 이렇게관리하세요!

생활의 지혜

60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잊지 마세요!
10.4 ~ 접종약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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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치료하고 자주 돌보며 언제나 위

로하자.’ 미국 의학자 트뤼도(E. L.

Trudeau) 동상에 새겨진 의학 본연의 목표

에 대한 글귀를 늘 마음에 새기며 환자를 대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한수(50·분

당구 서현동·사진) 박사는 우리나라 심장

병 권위자다. 

현재 연세대 의대와 서울 삼성의료원 심

장센터 외래교수, 분당 21세기의원 대표원장

으로 있으면서 고혈압과 심장병의 진료와 연

구에 열중하고 있다.

김 박사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내과전문의와 심장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미국 NH(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

역임 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아주대 의과대학 순

환기내과 교수로 활동했다. 1998년에 국내 최초로 관

상동맥성형술 후 재협착에서 방사선 치료 시술을 성

공하기도 했다.

그는 주말에 서점에 들러 의료관계 서적이나 병원

경영서를 주로 찾아 읽는다며 최근에 읽은 책으로

『길을 열다』(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소개했다. “위기

를 기회로 바꾸어‘경영의 신(神)’이라 불리는 저자

가 일생에 걸쳐 쌓아올린 인생철학과 경영 원칙을 담

은 것입니다.”‘성공은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우직하게 원칙을 세워 실천하는 사람의 몫이다’는 저

자의 글을 인용하면서“쉽게 볼 수 있으면서 삶의 지

혜를 얻을 수 있어 직원 모두에게 선물한 책”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심장병이라며 평소의

습관과 생활방식을 되돌아보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외래진료를 하

면서 환자들에게 병에 대해 여유있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

나 가족들에게 좋은 안내가 될 만한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직접 책을 썼습니다.”그 책이 바로

『김한수 박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고혈압·심장병

이야기』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 박

사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친근한 의사로서 환자들 앞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수박사가추천하는또다른책

이어령『지성에서영성으로』대한민국의지성, 이어령의신앙고백

심희주기자heejoo719@hanmail.net

CMA 금리의 함정

명사의 서재 | 김한수 분당21세기의원 대표원장

금융회사 X파일 증권사편(2)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기

준 우리나라 상조업체는 337개 업체로 가입회원

은 273만 명이고 소비자불입금 잔고는 약 1조

8,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동안 소비자들이

상조회원으로 가입했다가 업체의 부도나 파산

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을 규율하는‘할부거래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2010

년 11월 3일 현재 293개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상조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시 소비자가 낸 돈의 최대 50%까지 돌려받

을 수 있는 보험계약, 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

보험 체결이 어려운 업체의 경우 사업자 간 인수

합병 등 시장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상조회 가입 시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듣고,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

용이 기재된 증서 2부(해당 회사 것 1부, 해당

회사가 가입한 은행이나 공제 조합 것 1부)를 꼭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대표756-9898

상조회 가입할 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업체
여부 확인 필요

CMA 통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유동자금의

활용처로 적합할 것이다. 일반 가정의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혹시 모를

비상 예비자금, 그리고 매월 지출이 발

생되는 생활비로 CMA 통장을 활용하

는 것이 좋다. 

세상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

고, 그 금융상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

해 올바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

의 몫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금융상

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점을 명확하

게 파악해 내게 맞도록 적합하게 활용

하는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도록 노력

하자.
포도재무설계재무상담사한상휘

sanghwi1@podofp.com 

※금융회사X파일연재가이번호로끝납니다. 

그동안애독해주신독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CMA통장은 보통예금이 가진 낮은 이자에 대항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대부분 가정
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연 금리 최대 2.8%라면 시중 대형 은행
의 적금 금리와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실제로 보통예금이나 기능성 통장에 비해 높은
이자를 적용받기는 하지만, CMA의 이자를 산정하고 적용하는 데 방식의 특성상 가장 높
은 금리를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CMA종금형의 경우 거치기간에 따

라 다르게 이자를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초로 들어간 돈이 가장 먼저 빠져나

오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사용빈도

가 높을수록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

기 쉽다.

CMA-RP의 경우 종금형과는 다르

게 돈이 들어갈 시점에 확정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중간에 금리가 높아진

다 해도 높아진 금리를 적용 받지 못한

다. 결국 돈을 뺐다가 다시 넣어야 높아

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결국 CMA는 주로 180일 이하의 자

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주

쓰지 않는 자금이면 별도의 CMA 통장

에 넣고 관리해야 높은 이자를 적용 받

을 수 있다. 

예탁기간

금리

1일

2.30% 

31일

2.30% 

61일

2.30% 

91일

2.30% 

151일

2.30% 

181일

2.50% 

241일

2.50% 

271일

2.50% 

301일

2.60% 

331일

2.60% 

365일

2.80% 

<금리예시/ 2010. 11. 9 기준, 세전>

장 점

CMA 통장

단 점

- 수시입출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

- 예치하는 기간에 따라 이자를 적용

- 각종 금융상품의 투자가 가능

(주식, 펀드, ELS, ELF 등)

- 잦은 입출금 시 실질 이자가 낮다.
- 목돈을 6개월 이상 운용하기에는 부적절
- 금융이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 CMA-RP는 금리 변경 시 매도 후 다시
매수해야 변경된 금리를 적용 받는다.

- CMA는 먼저 들어간 돈이 먼저 나오는
구조로 거치기간이 길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소비자 Info

LIFE 똑똑한 생활 07

‘ ‘’성공은우직하게실천하는사람의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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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올리는

체감온도1℃
올 겨울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시베리아의 맹추위를 한반

도에 몰고 올 거라고 한다. 경기불황에 서민뿐 아니라 중소업체나 자영업자 모

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날씨조차 벌써부터 겨울을 두렵게 한다. 경제도 날씨도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겐 더욱 혹독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힘

들 때 찾아가 손 내밀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작은 정

성을 모아 큰 사랑으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성남은 따뜻하다. 

01 복지사각지대…‘위기가정 무한돌봄’

# 수정구 산성동 지하 셋방에 사는 J씨. 그는 폐지나 고철을 팔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 보증금마저 밀린 월세로 대체되고 쫓겨날 처지였다. 아내와 두 아이 모두 지적 장애인

이었지만 장애진단 비용조차 없어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못하고 있었다. 살길이 막막해 동 주민센

터를 찾았고 수정구 무한돌봄 담당자를 만나게 됐다. 그 결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돼‘무한 돌봄

기금’지원을 신청했고 의료비 지원, 교통카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아내와 아이도 모두 병원

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사항에 처했지만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위기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해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비·의료

비·주거비·교육비·연료비 등 9개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받는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다. 무한돌봄 지원만으로 위기극복에 한

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적 부조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생활안정을 도와주게 된다. 

시청주민생활지원과 | 무한돌봄팀729-2492~7 

구청주민생활지원과 | 수정구 729-5941~4 중원구 729-6361~5 분당구729-7237~8

02 기초생활수급자…‘희망키움통장’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저축액에 최대

6배를 더해 목돈을 만들어 드립니다.’

11월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시 중인 도우미 통장이다. 선별과정이 조금 까다롭

지만,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한 중앙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민간지원금을 지원해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대상은 가족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

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다. 3년 동안 적립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3

년 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

한다.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에게는 재무 및 노후설계

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 시 우선순위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주민생활지원과복지기획팀729-2834

03 차상위계층 근로자…‘행복·드림(dream)통장’

각종 후원금을 통한 복지사업이 연말연시와 명절에 집중돼 계획적인 후

원 연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성남시가 경

기도공동모금회, ABN아름방송,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공동으로

자립의지가 강한 차상위계층 근로자의 빈곤 탈피 기반을 만들도록 돕는다.

적립금액을 2배로 늘려주는‘행복·드림(dream)통장’은 매월 10만원

씩 3년을 불입하면, 본인 적립액 360만원에 적립액만큼의 지원금을 합쳐서

720만원을 예금이자와 함께 받게 되는 것으로, 주택자금이나 교육자금, 창

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만 18~64세 가구주,

기존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로 최근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저소

득 한부모가정은 소득 인정액이 130%이하인 가구), 금융자산이 500만원

미만인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월 29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서 대상자를 접수한다.

주민생활지원과서비스연계팀729-2842

힘들때손잡아드려요!

성남185호1119-수정2  2010.11.19 1:19 PM  페이지8    PDF



SPECIAL 특 집 09

01 값싸게 사고파는 의미 있는 나눔

●아름다운 가게

나에겐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기증하자. 옷, 신발, 장난감, 책, 주

방용품, 소형 가전제품, 가방, 지갑, 액세서리, 장식품 등 각종 생활잡화를 기증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필요한 사람

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싼값에 소비자에게 팔아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의료비와 주거환경개선비, 학비, 취업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정서심리 영역도 지원하고 있다. 선정

의 공정성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시청·구청·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 기관 추천을 통해 어

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고 한다. 
중동점731-7659, 분당점 703-1004(월~토 10:30~18:00) 

●성남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 전시판매장

성남의 섬유 및 봉제의류업체들은 제조 기술은 좋으나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중소업체들을 모

아서 시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집적 이익을 높이기 위해 5개 기관 산·학·관 협력으로 진행 중인 의류클러스터협

동화 사업장(중원구 상대원동 금강하이테크밸리 2차 4층 401호)이 있다. 이곳 전시판매장에서 고품질의 우수한 최

신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시의 기업은 살리고, 필요한 물건은 싸게 사는 알뜰쇼핑의

보람도 느껴 보면 좋겠다. 판매품목은 스포츠의류·골프웨어·등산복·숙녀복·니트류·구두·화장품류 등이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은 이곳으로 연락하면 취업도 가능하다고 한다. 

성남섬유제조사업협동조합737-4088~9

04 금융소외계층… 무담보·무보증‘미소금융’

# 중원구 상대원동의 Y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

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인의 안내로 미소금융을 찾아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자금으로 현재

GS마트를 운영하는 Y씨는 한 달 이자로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출신청은 했지만 가게 계약 날짜에 자금을 맞추지 못하면 어려워질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소금융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잘 해결됐고, 현재 운영 중인 GS마트도 장사가

잘되고 있어 열심히 일하면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후 사후관리도 잘해주고 있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ㆍ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등을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지원, 서민의 자활을 돕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자활

의지를 가진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저소득 서민이며, 신용회복 지원중인 자 중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했거나 전액상환한 자도 가능하다. 

대출은 500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3~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가 연 4.5%로 낮

다. 미소금융 지원을 통해 창업할 때는 필요한 자금 중 30%는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출종류로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 임차자금,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등이 있다.

창업 시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경영컨설팅,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취업정

보 연계 제공 등을 지원한다. 

미소금융경기경기성남지점721-2104~6(위치는태평동수정구보건소내지하1층)

작은나눔, 큰사랑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담듯이 눈길 한 번에 마

음 한 번, 주위를 돌아보며 같이 견디는 힘을 길러 보자. 혼자

보다는 여럿이 함께한다면 추위도 거뜬히 이기지 않을까. 올

12월은 서로 마음을 모아 체감온도 1℃ 올리는 노력으로 온기

를 나누며 다가올 추위를 견뎌야 할 것 같다. 

박경희기자pkh2234@hanmail.net

사랑으로 꽃피는 봉사
●지하철역에서 머리 커트를...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장날이면 코레일과 성남BBS

미용봉사단이‘미용 무료봉사’를 펼친다. 용돈을 타서 쓰는 어르신이나 경제사정이 어려

운 분이라면 모란역 지하철로 가보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커트할 수 있다. 

성남BBS미용봉사단753-4477, 080-080-0073, 모란역 72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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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산타클로스대작전
소외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깜짝 방문해 사

랑이 풍성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다. 자원봉

사활동 실천의 장으로 12월 18일(토) 산타클로스 학

교 입학식과 19일(일)은 산타클로스 소양교육에 이

어 23일(목)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

클로스 대작전이 진행된다. 

나눔과 봉사활동에 참여할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대학생, 성인은 중원청소년수련관 방문이나 홈페이

지를 통해 11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750-4680

▶징검다리와함께하는희망발표회
장애청소년 방과후교실‘징검다리’와 저소득 가

정 청소년의‘희망이 있는 학교’재학생들이 함께하

는 발표회가 12월 9일 중원청소년수련관 2층 공연장

에서 열린다. 미술치료·한지공예 등 전시와 연극·

합창·난타 등 공연이 선보인다. 관심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중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750-4680

▶청소년통합캠프‘둘이하나Ⅲ’스키캠프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12월 18~19일 강

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스키캠프를 함께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비장애청소년에게는 봉

사확인서가 발급되며, 스키강습·물놀이테마파크

(오션월드)·도미노게임·돌발퀴즈대결 등 다양하

게 꾸며진다. 

서현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781-6184

▶난暖장場판販그리고이야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는 통합의 장이 12월 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서현청소년수련관 전층에서 마련된다. 장애인

초청공연과 장애체험, 둘이하나 콜로키움, 장애인

탁구단 초청교류전, 비디오 아트전 등이 선보인다.

다니엘복지원 DNA비보이팀, 경은학교 태권도 시

범단, 에바다학교 장애인탁구단, 성북구립 장애청

소년합주단이 출연한다. 

한편 방과후 아카데미 Happy&Together에서

장애청소년을 위한 공감과 화합의 축제를 12월 11일

(토) 오전 9시부터 수련관에서 연다. 

서현청소년수련관교육문화팀781-6184

▶겨울나라스키캠프
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활동 기회를 12

월과 내년 1월 두 차례 제공한다. 1차 캠프

(12.11~12)는 하이원리조트(강원도 정선군 소재)에

서 진행되며 11월 23일(화)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

다. 참가비는 12만8천 원. 2차 캠프(2011.1.18~20)는

한솔 오크벨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열리며 내

년 1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

비는 16만 원. 대상은 초등 4~중등 3년이며 접수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지참해야 한다. 

판교청소년수련관청소년활동팀070-4012-6672 

www.pgyouth.or.kr

클릭!청소년수련관

EDUCATION교육·청소년10

성남시립합창단 송년특별기획
창작 뮤직드라마‘불가마사우나 블루스’

��제 � 12.3(�) 오후 7시 30분

�어디서 � 성�시청 1층 �누리관

�극�·연출 � �창열(뮤지컬‘어워즈’‘웨스트사

이드 스토리’‘피터팬’등 유명 뮤지컬 연출자)

�작� �� � 12월 어느 토�일 저�, 다양한 성격

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불가마사우나 찜질방

에서 벌이는 노래자랑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해

학을 담은 뮤직 드라마

�관람료 � 전석 무료(초대). 자원봉사자에게 위로

와 격려를 보내는 시립합창단의 송년선물
성남시립합창단729-4807 

2010 토요 국악나들이
��제 � 12.11(토) 오후 3시

�어디서 � 성�아트�터 �상�시어터

�프로그램 � 산조합주, 장고합주, �악으로

듣는 만화 주제곡, 창작 음악극 등

�관람료 � 일� 3천원, 어린이·청소년 2천원
성남시립국악단729-4810

학생과학부모명예교사가

“환우들에게드리는작은선물”

공연 나눔 | 늘푸른초교 관현악부

지난 11월 12일 오후 3시 분당서울대병원 로비

에서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의 자리가 마련돼 관심

을 끌었다. 늘푸른초등학교(교장 김정자) 관현악

부 학생 13명과 학부모 명예교사 7명은 환자와 보

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들의 쾌유

를 비는 위문연주회를 가졌다.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

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

문화 실현을 위한 학교 참여 자원봉사 활동 중 하

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환우들이 가볍게 듣고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트리치 트래치 폴카’

‘가브리엘의 오보에’‘여인의 향기’‘무도회의 권

유’와 같은 곡을 연주해 환자들을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환자는“초등학생들이

연주한다고 해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연주 실

력도 수준급이고, 연주를 듣고 있으니 아픈 줄도

모르겠다”며 의외의 공연에 즐거워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학부모회장 윤용선 씨는“이번

연주회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라며“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

였다”고 말했다. 직접 연주를 한 학생들도 음악을

통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기쁨을 준 것

에 큰 보람을 느끼며, 이웃과의 나눔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윤용선 학부모회장은“관내 공립초등학교 관

현악부는 3군데가 있는데, 늘푸른초교 관현악부

는 다른 곳과 달리 학부모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곳”이라며“음악을 전공한 단원들의 어머니가 명

예교사가 돼서 일주일에 3번씩 무료로 레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성남시립국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제 � 12.16(목) 오후 7시 30분

�어디서 � 성�아트�터 �서트�

�프로그램 � �악관현악, �주곡, �악 가� 등

�관람료 � 전석 5천원
성남시립국악단729-4810

아듀~ 2  0  10concert

분당서울대병원에서연주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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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09년 10월에 분당에 있는 B소유의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을 개업했다. 음식점이 잘돼 A는 앞으로 몇 년 더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2010년 9월 B는 계약이 만
료되는 2010년 10월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다. A는 장사
도 잘되고 있을뿐더러 처음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이 많아서 상가를 비워주면 손해가 너무 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
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
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B에 대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동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안신재 | 성남시예산법무과·법학박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돕는 여성뉴딜 취업프로그램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의

성공적 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뉴딜 취업프로그램 4기를 12월 13
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진로탐색과 여성유
망직업정보, 이력서 바르게 작성하기, 실전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구직기술
능력을 높이게 된다. 교육 수료 후 2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
며 성남일자리센터의 전문 컨설턴트가 취업을 알선해준다.

만 30~55세 미만 시 거주 고졸이상 여성은 11월 29일~12월
10일 성남일자리센터(성남시청 2층)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주
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

성남일자리센터729-4413

어르신 일자리 찾으세요. (사)대한노인회 취업운영센터 운영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취업가능직� � 경비원, 미화원, 주유원, 가사도우미, 주차관

리, 택배, 골프장 풀뽑기, 공익형일자리 등
�신청방� � 방문, 전화 접수(구인업체 및 취업희망자)

중원구지회623-4009 | 수정구지회746-7760 | 분당구지회@ 704-2125

12월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12.1�(금) 오후 2~4시 성남시청 1층 로비
��장에서 구인업체 인사담당자와 면접

성남일자리센터729-4412~3 | 성남고용센터729-3125~7

예비기술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대상 � �업 준비중인 청장년층 �비기술�업자, �업에 관

심 있는 대학생
�장소 � 신구대학 국제관 8층 국제회의실(오후 �~9시)
�운영기간 � 2차 12.�~8(접수 11.15~12.6), 3차 12.21~22(접수

11.15~12.20), 4차 2011.1.4~5(접수 2010.11.15~2011.1.3). 
8차까지 운영

신구대학창업보육센터740-1266~7 scvc.shingu.ac.kr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톡톡! 법률상담

취업이 희망!

성남에는 일자리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시니어직업훈련센터 등 일자리를 구하는 사

람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 중 이번 호에는 성남고용센터의 취업지

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업체에는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남고용센터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여

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취프로

그램,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등 9가지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있

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

게 되는 12월, 12월에는 어떤 강좌가 준비되

어 있을까. 성남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

램에 참여하며 활기찬 내년을 준비해 보자.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이

유로 3~5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강의의 자세

한 내용은 성남고용센터 홈페이지를 참거하

거나 취업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강의명을 클릭하면 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프로그램

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강

의와 체험이 함께 진행되는 단기집단 상담 프

로그램의 수강 인원은 원활한 강의진행을 위

해 30명으로 제한돼 있다. 지정된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단순히 수강자가 수업내용

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강사와 함

께 체험해 봄으로써 오래 기억에 남고 실제

활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된다.

취업지원과 김선희 담당자는“참여자의 만족

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취업 준비에 꼭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
개서 쓰기. 자신을 알리는 일이 쑥스럽고 어색

할 수도 있지만 이력서는 구직자와 채용담당자

와의 첫 만남이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

회다. 채용담당자가 1장의 이력서를 살펴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초이며 2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 짧은 시간에 자신을 알리고 면

접에 도전할 기회를 잡으려면 이력서 작성과

자기소개서 쓰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취업의 또 다른 관문, 면접. 한국경영자

총연합회와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에

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면접시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낙방

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시험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지원자가 자신의 능력을 채용담당자

앞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비 없

이 맞는 것보다는 이번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에 성

공하는 면접요령, 개인의 신용 및 자산관리,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국민연금과 노

후 생활에 대한 강의도 준비돼 있다. 내년에

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 돼 있다. 취

업희망 프로그램 같은 장기 집단상담 프로그

램(4~5일)의 경우 12~15명 정도의 수강자를

모집하며 수강자의 편의를 위해 점심과 간식

도 제공된다고 한다. 매달 진행되는 성남고용

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구직자들을 위해

열려 있다. 

취업지원과739-3189, 3191 | 홈페이지www.work.go.kr

박인경기자 ikpark9420@hanmail.net

● 12. 1(수) 면접기술 습득하기 1 면접기술과 관련된 전체과정

●12. 8(수) 취업목표 정하기
의사결정과정 간접체험하기

합리적 경력개발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하기 등
●12. 9(목) 면접기술 습득하기 2 실전처럼 모의면접
●12. 13(월) 대인관계능력향상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능력, 고객서비스 능력 등
●12. 15(수) 멋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전체내용
●12. 17(금) 면접기술 습득하기 1 면접기술과 관련된 전체과정
●12. 29(수) 면접기술 습득하기 2 실전처럼 모의면접

●장소 : 성남고용센터 [5층] 실업급여설명회장
●일정 : 해당일 오전 10:00 ~ 13:00
●문의 : 성남고용센터 취업지원과 739-3189, 3191

●단기집단상담 12월 일정

성남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남185호1119-수정2  2010.11.19 1:19 PM  페이지11    PDF



COUNCIL시 의 회12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중원어린이도서관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3+3전략산업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신보건시설 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현공사장 피해현장 방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소속 의원들은 10월 15일(금) 성

남시 3+3 전략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 전략사업(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의료·바이오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차바이오&디오스텍 줄기세포치료

연구센터, 에프씨비파미셀(세포치료연구소), 전자부품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성남시 중점육성사업(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사업, 신·재생에너지) 사

업장인 야탑밸리 조성사업장, 고령친화종합 체험관 사업현장 등을 방문해 공사관

계자들에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은“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 및 민원사

항을 심도 있게 논의, 첨단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

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10월 20일 오전 정신건강센터

등 정신보건관련 시설 3개소에 대한 현

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내 위치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종국 센터장으

로부터 성남시 정신건강사업 운영 전반

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들은 직업 재활훈련이 일회성이 아닌 실제 취

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치료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

조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자살예방 상호협력사업을 적극 벤치마

킹할 것도 권고했다.

이어 성남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찾은 위원들은 학교-보건소-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우울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알콜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원들은 11월로 예정된

건전음주문화협의회 발족에 관심을 표명하고 알코올 중독자 및 의존자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은“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해 시민들이 보

다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0월 14일 오후 서현동 골든프

라자 신축공사 붕괴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사고

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에 대한 성남시

의 브리핑을 받으며, 공사현장 붕괴 이후

주변지역 응급복구 실태와 일부 도로 폐

쇄에 따른 교통문제, 상존한 안전사고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현동 공사

장 피해시민 대책위원회도 방문해 피해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하는 서현동 골든프라자 신축공사 현장은 지난 9월 14일 집중호우

로 인해 지반약화로 추정되는 붕괴사고가 발생해 현재 일부 도로의 폐쇄 등으로

쇼핑객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다.

성남시의회제173회임시회운영
- 총15건의 안건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시정질문 펼쳐 -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지난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173회 임시회를 10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 이번 173회 임시회에서는‘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성남시 어

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

안 의결했다.

⊙ 또한‘성남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

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

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수정 의결했다.

⊙ 이어 실시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서는 6명의 의원들이 나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 먼저 ▲ 조정환 의원은‘수정·중원구 본시가지 분류식 하수관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고 ▲ 한성심 의원은‘원터길 관련 향후대책과 제2

추모의 집 도로선형 변경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을 펼쳤으며 ▲ 윤창근 의원

은‘최근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대

안’을 제시했다.

▲ 정용한 의원은‘직장운동부 해체설과 관련한 진위와 학교 CCTV 예산

지원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쳤고 ▲ 박창순 의원은‘스

마트폰을 활용한 시정 및 지역 업체 홍보방안’을 물었으며 ▲ 박종철 의원은

‘지역방송 독점에 따른 폐해와 대책, 판교테크노밸리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한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자살예방 사업으로 자살 없는

성남시를 만들자’며 성남시의 정신건강사업 확대를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 소속 의원들은 10월 21일 중원어

린이 도서관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중원어린이

도서관 관계자들로부터 기본현황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개관 후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

들이 어린이들인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은“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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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체계적 건강관리 받는다
성남시‘건강포털 서비스’운영 http://ucare.cans21.net

스마트폰으로『비전성남』읽는다

성남시가 11월 1일부터 재택 건

강관리 시스템‘건강포털 서비스’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 서비스는 집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 개인별 맞춤형 식이요법, 운동

을체계적으로관리받을수있는시스

템으로▲ 홀몸노인댁등을간호사가

방문하는‘U-방문간호 서비스’와 ▲

회원가입을통해일반시민누구나이

용할 수 있는‘건강포털 사이트’두

가지방법으로서비스받을수있다.

‘U-방문간호 서비스’는 시가 그

동안 시행해오던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에 성남시 생활습관 개선 프로

그램을 접목시켰다. 방문간호사들

이 넷북과 휴대용 의료기기를 활용

해 성남지역 내 1만1,975가구의 홀

몸노인, 생활보호자, 의료취약계층

에게 맞춤형 식이·영양, 운동 등의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 강 포 털 사 이 트 (http://

ucare.cans21.net)’는 회원가입을

통해 성남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자가검진 정보와 건

강측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운

동 실천관리 프로그램과 식이·영

양 관리 프로그램 등 최적의 관리

지침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누

적관리를 통해 집에서 자신의 건강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분야별 유용한 건강정보가 등재돼

있어 언제든 자신에게 필요시 건강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U정책담당관실U서비스팀729-2463

성남시, 6명 우수기업인 선정·시상
이정원 ㈜세미솔루션 대표‘대상’

성남시는 지난 11월 9일‘제2회

성남시 중소기업인’시상식에서 기

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

을 위해 노력해 온 6명의 기업인을

표창했다. 

이날 ▲ 이정원 ㈜세미솔루션 대

표가 올해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을 ▲ 최해용 씨아이즈㈜ 대표와 이

용철 ㈜GES 대표가‘우수상’을 ▲

김범수 ㈜인디링스 대표, 황근호 ㈜

사인테크 대표, 안상태 ㈜씨앤에스링

크대표가‘장려상’을각각수상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이정원 ㈜

세미솔루션 대표는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주문을 받아 반도체 및 임

베디드 시스템을 설계·개발하고,

지난해 257억 원의 매출과 1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면서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

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우수상 수상자 최해용 씨아이

즈㈜ 대표는 영상관련 보안기기 아

이템을 전문개발 생산하면서 국내

NEP 인증 및 국내외 기술인증을

획득해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한 공

을, 이용철 ㈜GES 대표는 KT텔레

캅에서 추진 중인‘출동경비 서비스

사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자체 기

술로 제조 및 납품한 공을 인정받아

성남시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지식산업과산업진흥팀729-2632

알콩달콩 복지뉴스

성남시 시정소식지『비전성남』을 스마트폰

으로도 읽을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시정소식지

중 최초로 시작한 스마트폰 읽기 서비스는 독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동

안 지면과 인터넷으로만 제공돼 오던 것을 스

마트폰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달에 발행한 기사 내용은 물론 지나간 기

사도 손쉽게 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기사는 이메일과 트위터로 즉시

지인들에게 보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접속방법

��이폰- ‘앱스토어’에서『비전성남』검색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마켓’에서『비전성남』검색

�『비전성남』1면 좌측 하단의‘QR코드’찍기

홍보담당관실홍보기획팀729-2075

출산 장려 지원해요

시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자녀 출산 시 30만

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00만원을 지급한

다. 자격은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거주 180일을

경과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

야 한다. 또 성남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의

셋째자녀 이상에겐 아동양육수당도 지원한다.

신청한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7세(취학 전)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거

주한 지 180일이 경과하고 셋째자녀 이상을 둔

경우,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도 지원, 계약

완료후 7세(취학전)까지보호받을수있다. 

가족여성과 건강가정팀 729-3073

긴급한 아동 돌봄 필요 땐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는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

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의 안전한 보

호 및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성남시가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지원이다.

이용대상은 3개월~만12세 아동으로 월 40

시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이용

자 가구소득에 따라 유형별로 다르다. 희망 가

정은 홈페이지(www.family.go.kr)에서 신청서

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755-9337)·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회원가입 완료 후 전화로

이용 신청해야 한다. 

또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양육경험이 있

는 55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가도 모집한다. 분야는 오전, 오후, 주말

돌보미이며 활동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희망자는 11월 29일~12월 10일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돌보미 모집 설명회는 12월 6

일(월) 오후 2시 센터 3층 시청각실에서 있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팀 755-9337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이용자 모집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

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

원한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장애등급이 있는

아동으로 5세 미만 영유아는 재활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의 총 지원액은 월

22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기

초생활수급자는 없으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계층(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는 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후사회복지사와상담을거쳐이용할수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4-6333

제2회 저출산·고령화 대응 포럼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일시 � 11.30(화) 14�00~16�30

�장소 � 신구대학 국제� 8층 회의실

�주� � 아이�기 �은세상 성남운동본부

신구대학여성발전연구소740-1685

2011년도수능대비

성남시 인터넷
수능방송

�개강일 : 2010.12.17(금) ~ 연중

�홈페이지 : 성남시인터넷수능방송
(http://edu.cans21.net)

�가입비 : 연회비 30,000원으로 1년간
모든 강좌 수강

�문의처 : 성남시청 홍보담당관실
인터넷수능방송 담당자 ☎ 72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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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도 자연을 보며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

있다.

시는 오는 12월 1일~내년 2월 28일 3개월간 시립식

물원 은행자연관찰원(중원구 은행동 소재)에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가족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자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눈으로 보이는 나뭇잎·곤충·열매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다른 모습을 관찰하고, 잎맥, 열매 속 씨앗, 곤

충 다리·날개 등 각자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는‘재

미있는 현미경 세

상’을 비롯해, 주

변에서 쉽게 지나

치기 쉬운 열매와

씨앗을 이용한‘내

가 꾸미는 달력 만

들기’, 고사목에서

나온 나뭇가지와

나무토막으로‘새

해 소망 솟대 만들

기’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월~토요일 1일

1회(10:00~12:00) 진행하며 일요일과 설연휴 기간은 쉰

다. 분야별 프로그램 접수자가 15명 이상이면 식물원 전

문강사가 나와 프로그램을 이끈다. 참여하고자 하는 날

로부터 10일 전에 성남시 시립식물원 홈페이지

(www.snpark.net)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겨울, 뭔가 의미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족과 시립식물원에서의 데이트는 어떨까.

은행자연관찰원방문자센터729-4319

고정자기자kho6488@hanmail.net

NEWS시정소식14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 조사
오는 11월 26일~2011년 1월 21일까지 개별(단

독·다가구)주택 3만7천호를 대상으로 조사요

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 기준일은 2011년 1월 1일이며 조사결과는

2011년 재산세(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으로 활용된다. 

구청세무과과표팀 | 수정구 729-5170~2 

중원구 729-6170~2, 분당구 729-7170~1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 시행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2.7) 이전에 발

생한 위반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위반행위에만 적용한다.

감경기간은 2010년 10월 16일~2013년 2월 6일 한

시적이며 감경비율은 3년의 범위에서 연차별로

차등해 감경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받고자 하

는 자는 구청장에게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을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1차년도(2010.10.16~2011.2.6) 이행강제금의 75% 감경

2차년도(2011.2.7~2012.2.6) 이행강제금의 50% 감경

3차년도(2012.2.7 ~2013.2.6) 이행강제금의 30% 감경

도시계획과도시행정팀729-3314

구청건축과건축지도팀 | 수정구729-5402 

중원구 729-6401, 분당구 729-7403 

새주소(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11월 30일까지

통장이 건물 점유자를 직접 방문, 새주소 예비

안내를 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이름

을, 건물에는 체계적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G20

국가를 포함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다.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새주소’‘도로명 주

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

go.kr)에 접속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새주소사업팀729-3375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건물 내부에 설치된 급수설비가 오래돼 부식

됐을 경우 교체·갱생·세척 등 개량에 드는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

설, 학교,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급수관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50% 이하, 급수관 갱생의 경우 공

사비의 80% 이하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자를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수도시설과급수시설팀729-4091~3

시청 하늘북카페 모임방 이용하세요
단체(5~24인) 이용공간

으로 수강용 테이블과

의자 24석이 비치돼 있

다. 1일 1회 2시간 이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선 예약제로 운영된다. 

하늘북카페729-4980~1

알아두면 편해요! 

성남시 여성의 여가활동과 취업·창업

지원에 힘쓰는 여성복지회관이 내년도 제

50기 정규반을 2011년 1월 18일~6월 17일(5

개월) 운영키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한식조리기능사·미용사자격

증·꽃집창업 등 전문기술 교육과정과 수묵

화·영어회화·에어로빅 등 사회문화 교육

과정 등 27개 과정이다. 주민등록지가 성남

시로 등재된 18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신

청할 수 있으며 우선모집은 오는 12월 6~7

일 방문, 일반모집은 12월 8일~2011년 1월

17일 인터넷(http://snfamily.or.kr)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는 일반인 5만원(교재비 및 재료

비는 본인부담). 수강료 면제자는 기초생

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다자녀 가정(막내자녀

12세 이하)이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729-2951~6

전문기술 익히고 문화생활 즐긴다
여성복지회관 제50기 정규반 수강생 모집

겨울철자연의숨소리느껴봐요~
시립식물원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자연체험학습

정 | 치 | 후 | 원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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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정보나눔 15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셀실무활용

문서작성입문

인터넷200%활용

홈페이지 만들기

포토샵(심화)

UCC 동영상 세상

뉴실버세대를 위한

한글2004

엑셀(심화)

직장인을 위한

ITQ한글

직장인을 위한 윈도우

제어판 다루기

PC활용기초

인터넷

워드자격증

엑셀자격증

멀티미디어활용

파워포인트

09:00~10:30

11:00~12:30

13:00~14:30

화~금

09:30~11:00

화~금

11:30~13:00

화~금

14:00~15:30

토

10:00~12:30

(화~금)

09:30~11:00

(화~금)

11:30~13:00

(화~금)

14:00~15:30

(화~금)

16:00~17:30

(토)

09:30~12:30

(토)

13:30~16:30

(월·수·금)

09:30~11:00

(월·수·금)

11:00~12:30

(월·수·금)

09:30~11:00

(월·수·금)

11:00~12:30

(화·목)

09:30~11:00

(화·목)

11:00~12:30

11.29~12.10

2010. 12. 7

~12. 30

2010. 12. 4

~12. 18

2010. 12. 7

~12. 30

2010. 12. 4

~12. 18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2010년 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수

정

구

청

성남시민

성남시민
(성인)

성남시민
(성인)

성남시민
(직장인)

성남시민
(직장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자세한교육일정은성남시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에서확인가능합니다.

112는 긴급 범죄신고
�범죄로 인한 �급상� 신고는 ��없이 112로 하면

모든 사건에 우선해 신속 출동합니다.
��급한 상�이 아니�도 범죄수사, 경�한 ��사고

등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신속히 출
동합니다.

��위�장��비범죄성 생�민원 신고는 자제합시다.
�112 범죄신고는 ��� 문자�시지(��없이 112)로

도 가능합니다.
��급 범죄신고 � 경찰관� 민원은 1����0112(경찰

민원정보 안내센터)
���주차, 생�소� 등 � 기관 민원은 110(정부민원

안내 종합콜센터)이나 120
수정경찰서생활안전과, 분당경찰서생활안전과786-5146

돈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을 ��이 �면 �가경제에 � 보�이 �니다.
��을 소중하게 다�는 습관을 가�시다.
��은 동전을 다시 �시다.
�지�는 비�어보고, 기�여보고, �져보면서 �형�

로그램, 입체형부분노출은선, 돌출은화 등 위조방지
장치를 확인하면 위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위조지� �� 시 � 지문��가 용이하도록 �급에
유의해 가능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해야 함. 

�화�위조행위 �� � 사형��기 �는 �년 이상 ��
한국은행경기본부250-0123, 0130

‘생명의전화’상담 안내
�현대인의 고�과 �등, 위기 등 �의 복�한 문제에

빠져있는 이웃에게 전문 상담봉사원들이 오전 10시~
오후 10시 전화상담

�전� ��전화 1�����1�1 구원구원(��)
@@용인상담전화031)897-9182 구원빨리(무료)

분당벨칸토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 � 합�을 사�하는 여성(나이 제한 없�.)
� 연습 � �요일 11�00~1��00(정자동 소� 장소)

분당벨칸토여성합창단010-9545-5288, 010-7266-9439

시민 무료 법률상담
�일시 � 11.2�(�), 12.2�(�) 10�00~1��00
�장소 � 성�시� 1� 로비
�대상 � 사전 예�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702-9464

위탁부모, 위탁아동 모집
�위�부모 � �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운 형�의 아동

을 1년 이상 일정기간 자원봉사로 양육해 주실 가정(결
혼한부부로양육경험이있고경제적으로안정된가정)

�위�아동 � 부모의 ���가출�이혼�실직�수� 등
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

�위�아동 후원 � � 1�원 이상, 일시, �품후원 등
어린이재단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234-3979, 3980

www.ggfoster.or.kr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선진기업복지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 �양 �

경쟁력 제고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프
로그램(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
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내용 � 근로복지�단 �� 지��부에 선진기업복지지
원단을 구성,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
소기업에 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EAP 상담 실시

�대상(EAP) � 상시근로자수 �00인 �� 중소기업, 근
로복지넷 가입사업장

�신� � 근로복지넷(���.���������.���) 신�
중부지방노동청성남지청788-1560

동절기 가스사고 예방 요령
�가스안전 사용 � 사용전 환기, 사용중 확인, 사용후

밸브잠금, 평상시 누출점검
�가스누출 � 배관�상 시 조치 � 밸브를 즉시 잠그고

출입문을 열고 속히 환기시킨 후 도시가스회사로 연
락. 전기제품이나 화기 사용 절대 금지

���� 보일러 안전사용 �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 급
기구와 환기구가 막히지 않도록 함. 작동이상 시 즉
시 중간밸브 차단 후 보일러 서비스 센터로 연락

�인터넷 ��이지 가스안전사용요� � 일상적 가스안전,
계절별, 이보일러안전, 응급조치, 자율안전점검, 가스사
고사례, 이삿날점검사항, 가스배관범죄예방등확인

대한도시가스(주) www.daehancitygas.com

성남시민을 위한 알코올가족 야간특별교육
�일시 � 12.1�(금) 오후 �시~�시 �0분
�장소 � 성�시알��상담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 알�� 문제에 관� 있는 성�시민과 가�
�주제 � 아�과 성장 2(우리 가� 하나�기)
��사 � ��민 한��현예�치��회�육부장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751-2768~9

2010년 12월 문화 행사 캘린더

�11.26(금) 오전 10시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콰르텟엑스 리더 조윤범)
�12.1(수) 오후 3시‘원 포인트 �� - 초등 글�기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방송인·작가 명로진)

�12.10(금) 오후 3시‘독화법(讀畵法)을 통해 본 선조의 지혜’
(화가·얼굴학전문가 조용진 교수)

�접수 : 11.18(토)�터 인터넷(www.snlib.or.kr) 접수
경기도립성남도서관730-3552, 3500

가족뮤지컬 <알라딘>
�일시 : 12.17(금) 오전 11시, 오후 4시

12.18(토)~12.19(일) 오후 11시, 오후 2시·4시
�장� : 성남아트�터 �상�시어터
�입장� : 전석 25,000원(24개월 이상 입장 가능)
��� : 인터파� 1544-8117, yes24 1544-6399

극단예일02)555-0822~3

어린이 판타지 뮤지컬 <배고픈 애벌레의 꿈>
�일시 : 12.4(토)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12.5(일) 오후 1시·3시
�장� : 성남시민�� 대�장
�입장� : 2만원(��시 1만4�원)
���등� : 12개월 이상(24개월 이상 티켓구입 필수) 
��� : 인터파� 1544-8117 

플러스기획 1544-4852

‘빛사랑’사진전 2010
� 일시 : 12.13(월) ~ 12.18(토)
� 장� : 성남시� 1층 �리�
� �용 : ���인종합�지� �S���에서 ����

이들이 모인 사진동아리‘빛사랑’에서 그동안 찍은
사진 중 35점의 작품을 선별 전시

� �품�원 : ��용, �정자, �종순, ��수, 안영수,
장종현, 한현민

‘빛사랑’사진동호회총무010-7237-2459

11.15(월)~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www.sujeong-
gu.or.kr/life/life_07.asp 

전산통신팀(4층)
☎729-5072

11.24(수) ~ 11.26(금)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sj.snlib.net)
☎743-9600(214)

11.26(금)~11.28(일)
09:00~18:00

선착순 온라인 접수
(http://jw.snlib.net)

☎752-3916

수시모집
☎732-6884

명로진 조용진 조윤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남시건전음주문화협의체
5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시 : 11.26(금) 오후 2~5시
�장� : 성남시� 한�리실
��용 : 5�� 기��사, 음��해�방 심포지�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751-2768~9

제25회 모란현대미술대전
�일시 : 11.27 ~ 12.5

(10:00~18:00)
�장� : 성남아트�터 미�� 본�
�입장� : 무�전시

성남아트센터783-8000 

2010년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 초청 공연
�일시 : 12.12(일) 오후 3시
�장� : 성남아트�터 �서트�
�입장� : �IP석 66,000원, �석 55,000원, S석 44,000원

A석 33,000원 만7세(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 인터파� 1544-8117 

SPA 엔터테인먼트㈜02)597-9870

경기도립성남도서관 명사초청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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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득��등록� �합 등 �� 간소화
��득��등록면�� 등 모든 신고�부 지방�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 ��자의 �가적인 �부담 �가 없�.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

세정과세정운영팀729-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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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플러그를 뽑아요! |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성남 즐기기백 배

새해에 선보이는
도서관 겨울특강

영어도 배우고…
가훈도 만들고…
세상도 만난다

한 달 여 남은 신나는 겨울방학. 차가운 기온과 매

서운 바람으로 자칫 움츠려 들기 쉬운 겨울방학을 맞

아 관내 도서관에서는‘겨울방학 특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서관에 따라 약간의 내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책과 함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책을

통한 글쓰기, 발표하기 등 다양한 독후 활동으로 초등

학생들의 독서·논술 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강좌가 갖춰져 있어

자녀들과 함께 지낼 겨울방학이 알차질 것으로 기대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이나 시민은 아래 표를

참고해 수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확인 후 인터넷

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수강료는 무료, 재료비는 본

인부담. @@@@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겨울방학은 규칙적인 생활

에서 벗어나 게을러지기 쉽다. 이번 겨울방학은 희망적

인 새해를 위한 알찬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윤현자기자yoonh1107@hanmail.net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7세 1.11-1.21(화·목)
미리읽기 (취학예정아동) 15:00-17:00

연령에 따른
초등 2-3

1.11-1.21(수·금)
주제별 책읽기Ⅰ 10:00-12:00
연령에 따른

초등 4-5
1.11-1.21(화·목)

주제별 책읽기Ⅱ 10:00-12:00
중학교 국어교과서

초등 6
1.11-1.21(화·목)

미리 읽기 13:00-15:00

재미있는 이야기독서 초등 1-2
1.11-1.14(화-금)
10:00-12:00

책으로 여는 마음세상 초등 3-4
1.11-1.21(화·목)
10:00-12:00

애니메이션 책만들기 초등 1-2
1.11-1.21(화-금)
10:00-12:00

겨울독서교실 초등 4        1.4-1.7(4일간) 

강좌명 대상 운영일시

�접수 : 2010.12.20~12.24 ��� 인��(http://ct.snlib.net) 접수
�겨울독서교실은 학교장추천접수(12.13~17), 개별접수(12.21~24)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33

중앙도서관2011. 1. 4 ~ 1. 21

내 아이를 책의 바다로
학부모

1.11-1.14(4회)

이끄는 독후활동지도 10:00-12:00

퍼니퍼니 잉글리쉬!! 6-7세
1.4-1.7(4회)

15:00-17:00

꼬물꼬물
6-7세

1.4-1.7(4회)

몸으로 책 읽기 14:00-16:00

연극과 함께하는
초등 1-2

1.4-1.7(4회)

신나는 책 읽기 14:00-16:00

내 안의 나 표현하기 초등 1-2
1.18-1.21(4회)

10:00-12:00

북아트로 배우는 역사 초등 3-4
1.11-1.14(4회)

14:00-16:00

실력 쑥쑥
초등 4-5

1.11-1.14(4회)

독서신문 만들기 10:00-12:00

예비중학생을 위한
초등 6

1.18-1.21(4회)

꿈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10:00-12:00

겨울독서교실 초등 4 1.4-1.7(4일간)

강좌명 대상 운영일시

�접수 : 2010.12.20~12.24 ��� 인��(http://pg.sblib.net) 접수
�겨울독서교실은 학교장추천접수(12.13~17), 개별접수(12.27~31) 

판교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584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판교도서관2011. 1. 4 ~ 1. 21

책을 통한 발표력 팡팡 A반
초등 1-2

토·일(4회)
(스피치 up 리더십 up) 10:00-12:00

책을 통한 발표력 팡팡 B반
초등 3-4

토·일(4회)
(스피치 up 리더십 up) 12:30-14:30
맛있는 책 읽기 A반

초등 1-2
화-금(4회)

(늑대 이야기 모두 모여라) 13:00-15:00
맛있는 책 읽기 B반

초등 4-6
화-금(4회)

(명화 속 사고력 찾기) 15:00-17:00
맛있는 글쓰기 A반

초등 3-4
화-금(4회)

(내 주변에서 글감 찾기) 09:00-11:00
맛있는 글쓰기 B반

초등 5-6
화-금(4회)

(내 주변에서 글감 찾기) 11:00-13:00
NIE 통한 리듬여행 역사여행

초등 2-3
토·일(4회)

(찰떡 꿍~떡 이야기) 10:00-12:00
NIE 통한 생각여행 역사여행

초등 4-5
토·일(4회)

(찰떡 꿍~설 이야기) 12:30-14:30
이렇게 시작하는

초등 3-4
화-금(4회)

영어 일기쓰기 A반 09:00-11:00
이렇게 시작하는

초등 3-4
화-금(4회)

영어 일기쓰기 B반 11:00-13:00

겨울독서교실 초등 4 1.4-1.7(4일간) 

강좌명 대상 운영일시

�접수 : 2010.12.15~12.17 ��� 온라인(http://online.sblib.net) 접수
�겨울독서교실은 학교장추천접수(12.13~17), 개별접수(12.21~24)  

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729-4662~3

분당도서관2011. 1. 4 ~ 1. 16

러블리 리본공예 성인
1.5-1.26(水 4회)
10:00-12:00

자녀의 성장을 돕는
성인

1.4-1.25(火 4회)
부모의 리더십 10:00-12:00
행복한 우리집

성인
1.6-1.27(木 4회)

한글가훈 10:00-12:00
자기주도 학습

초등 4-6
1.8-1.29(土 4회)

능력 키우기 15:00-17:00
미리 떠나보는

초등 3-4
1.4-1.21(火·金 6회)

세계여행 15:00-17:00

초등 3-4
1.6-1.27(木 4회)

영어연극
16:00-17:00

초등 1-2
1.6-1.27(木 4회)
15:00-16:00

초등 1-2
1.6-1.27(木 4회)

조물조물 14:00-15:00
쿠키 & 클레이

6-7세
1.6-1.27(木 4회)
15:00-16:00

부모와 함께 7세 1.12-1.21(水·金 4회)
신문으로 여는세상 유아&부모 15:00-16:30

강좌명 대상 운영일시

�접수 : 2010.12.14~12.16 ��� 인��(http://s�.snlib.net) 접수
����(���� 2��, ������ 1�2천�) 

수정도서관 정보봉사파트 743-9600

수정도서관2011. 1. 5 ~ 1. 29

똑똑 스피치 나는 발표 왕
초등 1-2

1.4-1.7(4회)
1, 2학년 10:00-12:00

똑똑 스피치 나는 발표 왕
초등 3-4

1.4-1.7(4회)
3, 4학년 13:00-15:00

동글동글 골판지 나라 초등 1-2
1.4-1.7(4회)
09:00-11:00

즐거운 클레이 세상 초등 1-2
1.4-1.7(4회)
11:00-13:00

역사 탐험 북 아트 초등 3-4
1.4-1.7(4회)
14:00-16:00

신문으로 하는 직업 탐구 초등 4-5
1.4-1.7(4회)
15:30-17:30

중학생을 위한 사고력
중학 1-2

1.11-1.14(4회)
향상 논술 10:00-12:00

다큐로 배우는 세상 초등 4-6
1.11-1.14(4회)
14:00-16:00

재미있는 영어 동화 초등 3-4
1.11-1.14(4회)
10:00-12:00

겨울독서교실 초등 4 
1.4-1.7(4일간)
09:00-13:00

강좌명 대상 운영일시

�접수 : 2010.12.14~12.17 ��� ���(http://gm.sblib.net) 접수
�겨울독서교실은 학교장추천접수(12.13~17), 개별접수(12.21~24)

구미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92

구미도서관2011. 1. 4 ~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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