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25일   통권 제249호

성남시 공식 SNS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홈페이지	 http://snvision.seongnam.go.kr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   소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우편구독 신청  031-729-2078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5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부문 특별상 수상

2016년4월

아낌없이 주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도시(2016년	10월	7~9일	성남시청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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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합니다

성남시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3월 4일 제217회 임시회에

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성남지역 초등

학교 4학년 학생에게 치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치과주치의제는 평생 구강 건강의 기

틀이 되는 유년기 치아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 포괄적인 구강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에 신청한 지역의 치과 의료기관

(치과주치의)에서 초등학생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에 관련 의료

비를 청구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보호자가 동의한 초등학생에 한해 지

원하며,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적 구강 진료(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단순 치석 제거, 방사선 촬

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0곳 4학

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 동

안 순환방식으로 지역 내 67개 초등

학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

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을 심의할 치의

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도 운영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운영 뒤 전면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생이 힘든 치아

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해 치과주치의제를 수

용했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85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시행

▲한국잡월드 어린이 체험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는 ‘뇌 건강 체

험박물관(Brain Park)’을 4월부터 

무료 운영한다. 

뇌 건강 체험박물관은 뇌 건강관리

와 치매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 뇌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체험관이다. 

뇌의 구조와 기능, 뇌의 질병, 건강

한 두뇌를 만드는 방법 등 뇌와 관

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으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관

한 영상도 볼 수 있다. 치매 자가 

검진, 퍼즐 맞추기, 뇌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준비돼 있

어 뇌 건강의 중요성은 물론 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관내 중·고등학생 

단체관람의 경우 체험 교육 참여로 

자원봉사실적 1시간이 인정된다. 단

체관람은 희망 관람일 2주 전에 예

약해야 하며, 해설사가 관람과 체험

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자유관람 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뇌건강 체험박물관 관람 후에는 중

원구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를 돌

아보며 다양한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하 1층 박물관 바

로 옆에는 북카페 뚜띠가 있어 커

피나 차를 마실 수 있고(유료), 도

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책 

대여 시 증명사진 1장 필요, 대여기

간은 2주). 

지하 1층에서 노인보건센터 엘리베

이터를 타고 7층 옥상 ‘고향의 뜰’로 

올라가면 입소 어르신들이 가꾸는 

작은 텃밭도 볼 수 있고, 꽃과 나무, 

연못 속 물고기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고 가족과 즐거운 한때를 

사진으로 담는 덤도 누릴 수 있다. 

보건소 2층 건강증진센터에서는 

무료로 체지방 측정과 운동 상담, 

영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

스 관리실에서 스트레스 관련 상담

을, 3층 금연클리닉에서 금연 상담

을, 4층 치매상담실에서는 치매선

별검진을 받을 수 있다. 

따뜻한 봄기운으로 가득한 4월, 건

강 정보들이 가득한 중원구보건소

로 가족과 놀러 가보자.

하반기 초등 4학년 2,500여 명 치과 진료비 지원

당신의 뇌 건강 확인하세요 
전국 최초 뇌 건강 체험박물관(Brain Park) 4월 개관

뇌 건강 체험박물관 이용 안내       
△기간	:	4월부터	월~금(10:00~17:00),	토·일·공휴일	휴관

△대상	:	성남시민

△장소	:	중원구보건소(노인보건센터)	지하	1층	

△내용	:	뇌에	관한	정보	습득과	체험(자유관람	및	단체관람	가능)

△소요시간	:	해설사	동반(단체관람)	시	1~2시간	소요

			※단체관람은	5~10명에	한하며	최소	2주	전	사전예약	필수	

						중·고등학생	단체관람	시	자원봉사실적	1시간	인정	

△단체관람 예약 및 문의	: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교육홍보팀	031-739-3031~2	



http://snvision.seongnam.go.kr

03

최근 동아시아 등 신흥개발국의 벤치

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수정·중원 본시가지뿐

만 아니라 분당과 판교 등 신시가지 

지역으로 확대된다.

1990년대 강남의 주택수요와 공급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분당 상권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의 주요 공

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송파, 판

교, 죽전 등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출

점하면서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된 분당 

아파트단지 내 근린상가의 노후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영세 자영업점포의 경영악화로 이어

지고 있다. 

2000년대 조성된 판교는 저밀도 친

환경 신도시로 계획돼 1천여 첨단기

업이 집적한 산업단지를 갖췄다. 그

러나 판교역 일대를 포함한 일부 지역 

개발이 지연되면서 높은 임대료에 비

해 보행과 소비 인구가 부족해 앞서 

자리한 자영업점포의 시름이 깊어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4년 6월 완료한 ‘성남

시 도심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

역 결과를 반영, 오는 4월부터 시 산

하기관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통

해 분당·판교신도시 상권 활성화 대

책 마련에 나선다. 

그동안 본시가지를 관통하는 수정로

와 산성대로 일대의 전통시장과 골

목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주력하면서 

1990년대 초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

당구 아파트단지 인근 근린상가형 전

통시장에 대한 활로를 모색해 왔다. 

우선 분당에 위치한 금호시장(수내

동), 돌고래시장(수내동), 범한프라자

시장(서현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구

미동) 4곳의 상인 329명을 대상으로 

상인 의식혁신, 진열·판매기법 등 상

인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개설

하고 LED조명교체, 공조기 개선 등 

시설환경개선과 함께 다양한 공동마

케팅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16년도 전

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국비공모사

업’을 유치해 내년 2월까지 위 전통시

장 4곳에 총 11억1,400만 원(국비 5억

9,400만 원, 시비 5억2천만 원)을 투

입하게 된다. 

이번에 골목형시장 육성 대상으로 선

정된 ‘금호시장’과 ‘돌고래시장’은 △특

화상품 및 핵점포 개발 △쇼핑환경 및 

디자인 개선 △ICT기반 소통·참여프

로그램 △위생·친절서비스 등 상인교

육 △지역자원 연계 등 경영혁신사업

과 시장매니저 채용 인건비가 지원되

며 지난해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범

한프라자시장’과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은 디지털홍보패널 설치와 고객이벤트 

행사비 등이 지원된다. 

성남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했더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이 

많이 늘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기

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정한 혁신을 

추구할 때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범한프라자시

장과 구미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주

변이 3월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

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2곳 시장 경계로부터 1㎞ 

내에 점포가 입점하려면 성남시 유통

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입이 어려워진다. 

지난 2011년 1월 12일 「전통상업보

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

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제

정됐다. 

그 후 현대, 남한산성, 돌고래 등 시

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했다. 

범한프라자와 미금현대벤처빌은 점

포 50개 이상, 토지·건물주·상인 동

의 등 요건을 갖춰 각각 지난해 9월

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

됐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대규

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유통행정팀 031-729-2593

범한프라자·미금현대벤처빌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 이내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모두 24곳

상권 활성화 성공모델 ‘분당·판교’로 확대
2016년도 전통시장 국비 공모사업 유치… 돌고래시장 등 4개 시장 11억1,400만 원 지원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돌고래 시장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현대시장



http://snvision.seongnam.go.kr

04

성남은 합니다

시민이 안전한 성남

시민생활 안전사각지대 집중점검한다
4월 30일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 민·관 합동점검

성남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2월 15일~4월 30일 민·관 합동으로 국가 안전 대

진단을 실시한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건축물·시설물 등의 하드웨어

에서부터 법령·제도·관행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 

시민생활 안전과 안전 관리가 취약한 안전사각지대

를 집중점검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포털 등을 통한 시민참여, 위험시설의 

민·관 합동 전수점검, 소방·전기·가스 시설 등의 배

부된 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시는 안전 대진단 기간 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

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 상황관리반과 현장점검

반 2개 반을 운용한다. 

안전신고 종합포털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

go.kr)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접수

된 위험요소에 따라 현장점검반을 투입하는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한다.

올해에는 점검자와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재난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

히 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한다. 

국가 안전 대진단 기간 각 관리부서는 위험시설의 

경우 민·관 합동점검, 자체점검 시설은 10% 표본을 

선정해 합동점검을 한다.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

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

항은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위험요소 해소

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안전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전국 

최초 시민순찰대 운영을 비롯해 범죄예방 특수형광

물질 도포, 생활안전지도 작성, 차량용 블랙박스 정

보나눔 등을 통해 안전도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다.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등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체험도 운영한다. 

재난안전관 안전점검팀 031-729-3562

어린이들이 실제 도로처럼 만들어진 곳에서 만화 

캐릭터 ‘타요’ 전동차를 운전하며 도로교통 질서를 

배울 기회가 성남에 마련됐다. 

성남시는 3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공휴일·여름

방학 기간 제외) 중원구 금광1동 황송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만 4~6세 유치원생과 1∼2학

년 초등학생 대상 도로교통 현장 체험을 교육한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교통안전표지판

(44개)과 횡단보도(10개), 신호등(36개), 육교 등의 

시설이 실제 도로처럼 꾸며져 있다. 

타요 전동차(30대)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신호등 

색깔이 바뀌면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

춰 서고, 다른 친구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기

다리는 교통안전 의식을 배울 수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역할을 바꿔가며 양방향 체험이 

이뤄져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면 오

른손을 번쩍 들고 찻길 건너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도로 체험에 앞서, 10년 이상 개인택시 무사고 운

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교육 교관(10명)이 이론 

교육장에서 도로교통 법규와 예절, 교통표지판 식

별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유치원, 어린

이집은 체험 희망일 3일 전까지 성남시청 교통기획

과로 전화(031-729-3656) 또는 팩스(031-729-

3659)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1998년부터 매년 

평균 7천여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찾고 있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팀 031-729-3656

성남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

설, 기업체, 병원 등에 있는 498곳 집단급

식소의 위생관리 상태 평가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10명으

로 구성된 5개 팀을 꾸려 3월 9일부터 5월 

6일까지 각 급식소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 환경, 원료사용, 공정관

리, 위생, 조리자의 손과 칼, 도마 오염도, 

가열유지 산화도 등 총 11개 부분이다.

각 점검 내용은 평가표에 따라 점수로 산

정해 급식소별 A(매우 안전), B(안전), 

C(주의), D(위험), E(매우 위험)의 등급을 

매긴다. 

D나 E등급을 받은 급식소는 시정될 때까지 

재평가하고,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

정 처분한다.

박일호 성남시 위생관리팀장은 “식품사고 

발생 위해요소를 미리 없애려고 집단급식

소를 등급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시민

이 신뢰하는 급식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식품안전과 위생관리팀 031-729-3134

성남시 집단급식소  

498곳 위생 관리 평가

타요 전동차 운전하며 도로교통 질서 배운다

황송공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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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합니다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에 나선다.

시민 법률문제 상담실은 3월 14일부

터 12월 19일까지 매월 둘째·넷째 월

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성남

시청 3층 모란관에 차려진다. 

성남시 고문변호사가 민·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를 1대 1 대면 비공개 방

식으로 상담한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성남시 예

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212명 시민이 의뢰한 채

무채권, 보험금청구, 가사 관련 등의 

법률문제 140건을 상담했다. 

예산법무과 법무팀 031-729-233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개	소	일	:	2015.	3.	6		

○	장						소	:	성남시청	동관	9층	하늘북카페	옆	

○	근무인원	:	전문인력	3명(센터장,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센터에서 하는 일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	25%)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연	27.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해	선수금	등	편취	행위),	불법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수취

			⑤	보이스피싱

			⑥	기타	대부업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매주	

화요일	18:00~21:00)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대	시민교육	및	찾아가는	재무교육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추진된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연	27.9%로	7%P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016.3.3부터	공포	시행	

○최고금리	:	연	27.9%(월	2.325%)

○	법시행일	:	2016.3.3부터	시행(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유효기간	:	2018.12.31까지(일몰제	적용)

○	기						타	:	규제	공백기간(2016.1.1.～3.2)	중	체결된	대부계약

에	대해서는	연	34.9%	적용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변경	추이	:	연	49%(2007.10.4)→연	

44%(2010.7.21)→연	39%(2011.6.27)→연	34.9%(2014.4.2)→연	

27.9%(2016.3.3)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29-2577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

시민이 편리한 성남

‘성남YES콜’ 휴대폰 앱 터치에 택시가 내게로
콜비 없이 안전하게… 하차 지점엔 성남시민순찰대 대기

성남시 브랜드 택시를 휴대폰에서 간

단한 앱 터치로 내가 있는 곳까지 부

를 수 있는 콜 서비스가 3월 4일 시

작됐다. 

성남시는 콜택시 모바일 앱인 ‘성남

YES콜’을 출시해 이날부터 시 브랜드 

콜택시 3,073대(개인택시 1,988대, 

법인택시 1,085대)에 적용한다. 

성남시 개인택시 콜 서비스인 ‘푸른

콜(031-755-4000)’과 법인택시 콜 

서비스인 ‘성남브랜드콜(031-721-

7000)’을 전화 외에 모바일로 부를 수 

있다. 

휴대폰의 구글용 플레이스토어에서 

성남YES콜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4월 중순 출시 예정

이다.

성남YES콜 앱에서 푸른콜(개인)이

나 성남브랜드콜(법인)을 선택한 후 

‘택시호출’을 누르면 콜 관제센터에서 

GPS시스템으로 파악한 내 위치를 가

까운 곳의 성남시 브랜드 콜택시 기사

에게 보내 신속하게 태우러 온다.

시가 인증한 콜택시 기사만 모바일 또

는 전화 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단거리 승차

거부를 걱정할 일도 없다.

콜비 없이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데려

다준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이동 

경로는 콜 관제센터에 기록된다.

성남YES콜 앱에는 택시 승차 위치와 

시간, 기사이름, 차량 번호 등의 정보

를 내 보호자에게 보내는 안심문자 기

능과 택시 기사 평점주기 기능, 성남

소식 보기 기능도 있다.

가는 곳이 시민순찰대 행복사무소가 

있는 태평4동, 상대원3동, 수내3동이

라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기능을 이

용할 수 있다. 목적지 도착 20분 전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성남시민순찰대가 

택시 하차 지점에 대기해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 

성남시는 2011년 7월, 6개로 분산돼 

있던 택시 콜센터를 개인택시는 푸른

콜로, 법인택시는 성남브랜드콜로 통

합했다. 통합과 함께 승객이 부담해

야 하는 콜 비용 1천 원을 없앴다. 

택시 콜 이용이 편해지면서 성남시 브

랜드 콜센터로 접수되는 승객 이용 건

수는 하루 평균 1만2천 건을 넘는다.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까지 더해 지역 

콜택시로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전망

이다. 민간 택시 앱의 범람에 대응해 

책임 있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31-729-3723

시민 법률문제 무료 상담 나서
3~12월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시청 모란관서

빚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남시에서 도와드립니다.

3.28(월)	오전	10~12시 	8.8(월)	오전	10~12시

4.11(월)	오전	10~12시 	8.22(월)	오전	10~12시

4.25(월)	오전	10~12시 	9.12(월)	오전	10~12시

5.9(월)	오전	10~12시 	9.26(월)	오전	10~12시

5.23(월)	오전	10~12시 10.10(월)	오전	10~12시

6.13(월)	오전	10~12시 10.24(월)	오전	10~12시

6.27(월)	오전	10~12시 11.14(월)	오전	10~12시

7.11(월)	오전	10~12시 11.28(월)	오전	10~12시

7.25(월)	오전	10~12시 12.12(월)	오전	10~12시

	 12.19(월)	오전	10~12시

2016년 무료 법률상담 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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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최고 복지

성남시·한국폴리텍대학, 청년 실업자 취업 지원
분당 융합기술교육원서 생명의료시스템 등 무료 훈련·교육

성남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이 손잡

고 고학력 청년 구직자 취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3월 15일 한국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과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지 5(서

현동, 서현역 4번 출구) 융합기술교육원(3.28 개원)

에서 매년 600명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전문직으

로 무료 훈련·교육한다. 훈련 과목은 생명의료시스

템, 임베디드시스템, 데이터융합소프트웨어 등이며 

점차 확대한다. 

하나금융, 한국오라클, 지멘스 등과 협력한 맞춤형 

훈련이 이뤄져 교육 후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을 지

원한다. 

시는 성남일자리센터에 등록한 구직자들에게 한국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교육 내용을 홍보한다. 

필요하면 고학력 실업 청년을 한국폴리텍대학 융합

기술교육원에 추천한다. 융합기술교육원생 대상 취

업특강도 연다. 이번 협약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매

년 지속된다.

한편 성남일자리센터에 등록된 구직자는 3만1,954

명이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

자는 1만416명으로 32.6%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지역 내 IT 기업과 청년층 전문 인

력을 매칭하는 헤드헌팅(인재 스카우트) 사업을 도

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고학력 청년

층 실업난 극복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 031-729-4412

중원어울림공동체센터가 지난해 12월 

개관했다. 사무공간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요일별·시간별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도서를 기

증받아 작은 도서관도 꾸몄다. 

양희정 센터장은 “현재 전문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과 

성인 미술심리 프로그램이 인기강좌”

라며 주민 중심의 마을기업 공동체사

업이라고 소개했다.  

이곳은 시민주주기업이자 사회적기업

인 (주)중원기업이 직원의 휴게공간

이던 장소와 운영비를 제공해 마련됐

다.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으로 공간도 

리모델링했다. 

김대현 중원기업 대표이사는 “좀 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던 중

에 지역공동체사업과 마을복지와 문

화사업을 목적으로 센터를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

는 시민기업임에 자부심이 크다. 

중원기업은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생

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는 청소용역 서비스업체다. 태평동 

대형폐기물 조합처리장도 위탁 운영

하고 있다. 

1996년 성남시청 기능직 공무원과 미

화원들이 설립, 41명 근로자 전원이 

공동지분으로 참여한 시민주주기업이

다. 그 후 2012년 수집·운반업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청소대행 관할지역인 상대원1·2동 주

민센터, 본사 주소지 하대원 주민센

터, 적십자회, 관내 학교, 노인정, 복

지회관, 그 외 취약계층의 시설 폐기

물을 무상 수거처리, 오랫동안 적재

돼 유발되는 불편함과 불결함을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

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원기업

은 지역공동체 형성의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롤모

델이 되고 있다. 

(주)중원기업 031-758-3556

중원어울림공동체센터 031-698-3496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직원 휴게공간을 시민 사랑방 ‘중원어울림공동체센터’로 꾸며

사회적기업 청소 서비스업체 ㈜중원기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다

[힘내라! 시민기업]

성남시가 지역 내 6곳 특성화고등학교에 직업

상담사를 각 1명씩 배치해 취업을 밀착 지원한

다. 직업상담사는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분

당경영고, 성남금융고, 성남테크노과학고(옛 

성남방송고), 양영디지털고, 성보경영고, 성일

정보고로 매일 출근해 졸업예정자에게 1대1 맞

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편다.

금융회사, 광고회사, 우량 IT 기업, 세무사, 

호텔, 병원 등 학생 개개인의 전공에 맞는 첫 

직장을 찾아 주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

업별 채용 정보와 서류·면접 전형의 특징을 알

려주고,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미지 메이킹, 

모의면접 실기 지도를 강화하고 면접 땐 동행

한다.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 031-729-4413

성남시가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억5천만 원

과 시비 3억1천만 원 등 총 7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베이비 붐 세대나 청년 실업자 등 285명에게 무료

로 전문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시의 직업 훈련 

교육과정 3개 사업 분야가 2월 22일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교육 인원)은 건설기능 전문인력 양성 

과정(210명), 형틀공정 기능인력 교육훈련(60명), 

모바일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과정(15명)이다.

시는 각 분야 사업 참여자 모집 절차를 거쳐 3개월 

과정의 맞춤형 직업 교육을 한 후 취업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시는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선정돼 458

명 시민이 모바일 게임 콘텐츠 제작, 게임 품질관

리(QA) 전문가, 장난감 세척과 수리 등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 가운데 209명은 취업에 성공

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31-729-2853 

6곳 특성화고에 

직업상담사 배치

실업자 285명 무료로 전문 직업 훈련받는다

▲성보경영고 외식조리경영과 학생들 실습

▲시민 사랑방으로 리모델링한 중원기업 직원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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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은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소 운영해요

△운영기간	:	2016.	4.	8	~	4.	9(매일	06:00~18:00)

△설치장소	:	각동	주민센터

																※	단,	야탑3동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투표활동보조인 지원해요 

△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	활동보조인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

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대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

는	중증신체장애인

△신청방법	: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전화신청(031-731-3401)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전화접수		

△운행일시	:	2016.	4.	8(금)	~	4.	9(토)	09:00~18:00

																2016.	4.	13(수)	09:00~18:00

성남시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티끌 모아 태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표가 모여

행복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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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주간

봄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분당도서관 http://bd.snlib.net, 031-729-4663

작가초청
특별강연

<마음의	힘,	정서지능>
정윤경	교수	자녀교육	특강

4.20(수)
10:00~12:00

일반시민	150명

4.4(월)	
10:00~마감시

선착순	
인터넷	접수

특별공연 버블	매직쇼	
4.29(금)
16:00~17:00

어린이	및	보호자
160명

선거관련
강좌

오늘은	투표하는	날
4.17(일)	

13:00~15:00
유아	6~7세	
15명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4.17(일)	

10:00~12:00
초등	1~2학년		
15명

국민의	대표,	우리	손으로	뽑아요!
4.17(일)	

13:00~15:00
초등	3~4학년

15명

체험강좌 블링	블링!	화려한	보석	십자수~
4.17(일)	

10:00~12:00
초등	1~3학년
15명

원화전시 안녕,	폴	:	환경	그림	동화책
4.12(일)~
4.18(토)

일반시민 자유관람

행사
잠자는	책에	생명을~	
도서교환의	날	

4.27(수)
15:00~17:00

일반시민 자유참여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중앙도서관 http://ct.snlib.net, 031-729-4633

전시
그림책	속	삽화	전시

<미리	가	본	고대	이집트	박물관>
4.4(월)~
4.17(일)

시민 자유관람

강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노후준비	필승	전략>

4.14(목)
15:00~17:00

시민
30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4.6(수)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노후준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생활	속의	부동산>

4.15(금)	
15:00~17:00

시민
30명

체험강좌

속닥속닥
<English	storytelling	A>

4.16(토)	
10:00~11:00

유아	6세
15명

속닥속닥
<English	storytelling	B>

4.16(토)	
11:00~12:00

유아	7세
15명

책과	함께
<요리	조리	COOK>

4.16(토)	
14:00~16:00

초등	1~2학년
15명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전시
원화전시회

<우리	몸의	구멍>
4.14(목)~
4.28(목)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인형극	및
영화상영

영어인형극
<팥죽	먹은	호랑이>

4.28(목)
16:00~17:00

유아	동반	보호자
120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4.18(월)	10:00~
4.22(금)	18:00

영화상영
<꼬마영웅	경찰차	프로디>

4.9(토)	
14:00~15:30

도서관	이용자
1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체험강좌

캘리그라피로	메시지	캔들	만들기
4.11(월)	

16:00~18:00
초등	3~4학년

15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4.1(금)	10:00~
4.6(수)	18:00

※참여	어린이ID로	
접수

※재료비	있음

생각이	자라는	종이접기
4.14(목)	

15:00~17:00
초등	1~2학년
15명

책과	함께	자아존중감	UP!
4.20(수)	
16:00~18:00

초등	2~3학년
15명

재미팡팡!	창의팡팡!
미술놀이

A반
4.21(목)

15:30~16:30
6세
10명

B반
4.21(목)

16:30~17:30
7세
10명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구미도서관 http://gm.snlib.net, 031-729-4694

전시
원화전시회
<찬다	삼촌>

4.11(월)~
4.22(금)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인형극	및
영화상영

복화술인형극
<책은	나의	좋은	친구!>

4.21(목)
16:00~17:00

유아	및	보호자
152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4.18(월)	10:30~
4.20(수)	18:00

영화상영
<박물관이	살아있다3	-	비밀의	무덤>

4.23(토)	
14:00~15:40

도서관	이용자
152명

당일	선착순	입장

체험강좌

캘리그라피	비누공예
4.16(토)	

13:00~15:00
초등	3~5학년

15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4.4(월)	10:30~
4.8(금)	18:00

※참여	어린이ID로	
접수

※재료비	있음

아임	쇼콜라티에

A반
4.16(토)

13:00~14:00 초등	2~3학년
30명

B반
4.16(토)

14:00~15:00

날아라	쓰레기!
4.12(화)

16:00~18:00
초등	1~2학년
15명

보드게임	놀이수학

A반
4.16(토)

13:00~14:00
7세
10명

B반
4.16(토)

14:00~15:00
6세
10명

■판교도서관 http://pg.snlib.net, 031-729-4583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참여행사 봄,	꽃을	입자!
4.1(금)~
4.30(금)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전시
원화전시회

<엄마	난	이	옷이	좋아요>
4.5(화)~
4.24(일)

누구나

특별공연 <매직	&	버블	&	벌룬쇼>
4.6(수)	

16:00~17:00
어린이	및	부모
206명

행사당일	30분전
선착순	입장권	배부

체험강좌

책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우주여행

A반
4.9(토)

14:00~15:00
6세
15명

홈페이지	선착순
3.28(월)	10:00

B반
4.9(토)

15:00~16:00
7세
15명

3.28(월)
10:10

C반
4.9(토)

16:00~17:00
초등	1~2학년
24명

3.28(월)
10:20

달콤촉촉
케이크	교실

A반
4.16(토)

10:00~12:00
초등	4~6학년
20명

홈페이지	선착순
3.28(월)	10:30

B반
4.16(토)

13:00~15:00
초등	1~3학년
20명

3.28(월)
10:40

원숭이해
원숭이	소품	만들기

A반
4.16(토)

14:00~14:40
어린이,	부모
(10팀,	2인	1팀)

홈페이지	선착순
3.28(월)	11:00

B반
4.16(토)

14:40~15:20
어린이,	부모
(10팀,	2인	1팀)

3.28(월)
11:10

C반
4.16(토)

15:20~16:00
어린이,	부모
(10팀,	2인	1팀)

3.28(월)
11:20

■중원어린이도서관 http://cjw.snlib.net. 031-729-4351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수정도서관 http://sj.snlib.net, 031-743-9600

대회 제15회	가족백일장대회	개최
4.16(토)

14:00~17:00
초등	3학년	이상
경기도민

3.23(수)~4.8(금)
수정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강연
이금이	작가(저자)	강연회
‘꿈을	위한	책읽기’

4.23(토)
13:00~15:00

초등학생~
성인

3.29(화)~마감	시
수정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특강

POP로	만드는	머리핀	&	명찰
4.12(화)

16:00~18:00
초등학생
재료비	1천	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컬러비즈	동화체험

4.14(목)	
16:00~17:00

6~7세
재료비	2천	원

4.14(목)	
17:00~18:00

초등	1~2학년
재료비	2천	원

이벤트
사랑의	도서관	<네모이야기>
-	장비꽃(비누)	증정	-

4.23(토)	
10:00~소진시

도서관	방문자
100명

홈페이지	참고

영화
영화상영
<책도둑>

4.2(토)
14:00~16:10

12세	이상	관람

선착순	입장

인형극
가족	인형극

<동화나라	피터팬>
4.9(토)

14:00~14:50
전체	관람

책나눔
지난	잡지	무료배부
바꿔죠!	도서	교환전

4.14(목)
10:00~

시민 홈페이지	참고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중원도서관 http://jw.snlib.net, 031-752-3916

제14회	독후감상화	대회
4.16(토)

14:00~17:00
5세~초등	3학년 홈페이지	참고

특강

짚풀공예	소품만들기
4.12(화)

10:00~12:00
성남시민(성인)

15명

4.4(월)	10: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동화요리	<개구리	버거>
4.20(수)
16:00~17:30

5~7세	유아
12명

이순신과	거북선	팝업북	만들기
4.23(토)
10:00~11:30

초등	1~2학년
12명

장영실	-	꿈,	열정,	발명품
포트폴리오	만들기

4.23(토)
10:00~12:00

초등	3~5학년
12명

작가	초청	강연
<점프점프>

책과	그림이야기

4.23(토)
15:00~16:00

초등	3~4학년
15명

4.23(토)
16:00~17:00

초등	5~6학년
15명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펼치는 순간, 도서관의 힘은 시작됩니다.
지식을 나누고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삶 터!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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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성남

성남시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교육’

부자녀 토요돌봄 ‘감성 프로젝트’

4월 2일, 9일 토요일(10:00~12:30) 센터 대

강당(수정구 복정동)에서 시 거주 초등학생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와 초등생 자

녀가 음악으로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한다. 3

월 16일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가족사업팀 031-755-9327(내선 3번) 

결혼준비학교 4기 ‘달콤한 사랑의 레시피’

4월 16일 토요일(10:00~16:30) 센터 시청

각실에서 시 거주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

로 남녀이해와 성격검사를 통한 행복한 소

통하기, 알뜰살뜰 신혼살림을 위한 맞춤형 

재무교육, 부부 웨딩케이크 체험 등을 교육

한다. 참가비는 커플당 2만 원. 3월 21일부

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가족사업팀 031-755-9327(내선 2번) 

힐링아트, 엄마를 부탁해

4월 11일, 18일, 25일 월요일(10:00~13:00) 

워킹맘워킹대디센터 교육실(수정구 신흥동)

에서 시 거주 기혼여성(자녀 동반 불가)에게 

심상미술치료를 통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해준다. 3월 11일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센터) 031-752-9327

※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

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

family.go.kr)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참여신청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빠-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양육 기술을 배

우고 이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놀잇감과 교구를 신체활동과 접목시켜 영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경험을 제공한다. 3

월 26일~6월 18일 매주 토요일(10:20~11:00) 

시청2호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시 거주 24~40

개월 이하 유아와 부모 168가정을 대상으로 

‘윙키윙키’를 주제로 열린다. 인터넷(http://

sneducare.or.kr/)으로 선착순 사전 예약하면 

된다.  031-721-1640(내선 5번)

장난감도서관 3차 회원 모집

시청(500명), 분당판교(250명), 수정(200

명), 금광(250명) 지점에서 회원을 모집한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또는 성

남시 재직자는 3월 28일(월)까지 온라인(아

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http://sneducare.

or.kr/echild/) 신청하면 된다. 4월 5일(화) 

우선순위 자동추첨해 회원을 선정한다. 시는 

수정, 중원, 분당구에 7개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031-721-1640(내선 5번)

성남시는 시 거주(주민등록상)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부업·창업 주간과 야

간 교육을 5월 2일~7월 22일 3개월간 한다. 

한식조리기능사 등 23개 과목의 교육이 진행

된다. 한식조리기능사와 남녀생활요리, 제빵

기능사, 생활제과제빵, 직장인컴퓨터, 인상

학과 생활풍수, 전산세무회계는 남성도 수강

할 수 있다.

수강료 면제자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저

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셋째가 만 12세 이하) 등은 4월 

4~5일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일반 모집은 4

월 6~22일 인터넷(http://snfamily.or.kr)으

로 선착순 접수한다. 수강료는 3만 원이며 교

재비와 재료비는 본인부담이다.

성남시여성복지회관 031-729-2951~6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월 프로그램

 성남시여성복지회관 제2기 단과과정

성남시 규제개혁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를 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ㅣ공모기간  2016. 3. 2 ~ 9. 30
ㅣ공모내용

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개선 방안
②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③ 생활환경 불편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④ 소상공인•창업 등 규제개선 방안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ㅣ응모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ㅣ인센티브 : 실무부서 심사결과 수용가능 결정 시 보상금 지급(10만 원 상당)

ㅣ안내사항
①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함.
② 행정규제개선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요구는 접수에서 제외됨.
③ 타 기관 등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은 제외됨.

ㅣ문   의 : 성남시 정책기획과(☏031-729-8842~4)

ㅣ접   수 : 
① 온라인 :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규제개혁)
② 방   문 : 성남시청 동관6층 정책기획과
③ 팩   스 : 031-729-2239
④ 우   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정책기획과
               (여수동,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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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 100명 출범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9억8천만 원 징수 활동  

‘1사 1공원 사업’에 단체·기업 힘 보태 
삼성물산, 삼평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 동참

‘책 꾸러미’ 도서 100권 장기 대출 호응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 성남시 체납자 전

수실태조사반이 100명으로 확대돼 3월 3일 출범식

을 갖고 현장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체납실태조사반은 3명씩 1개조를 이뤄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9억8천만 원을 안 낸 5만6,123명의 가정

이나 사무실을 찾아가 징수활동을 한다. 성남시 전

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445억 원의 24.7%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사반은 1대 1 상담을 통해 체납의 이유를 파악하

고, 밀린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

에게는 분납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

스를 연계한다. 반면,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

람은 체납 가산금과 중가산금 적용,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알리고 과태료를 내도록 

한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과 자동차 주

정차에 관한 질서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가 기

대된다. 

시는 지난해 5월 첫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을 꾸려 

200만 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10만6,535명의 체납 

사유를 파악했다. 

이 중 6만75명(56%)은 체납액 43억6천만 원을 자

진 납부했다. 생계형 체납자 54명은 복지기관에 연

계해 긴급지원금이나 수급자 신청을 하도록 지원했

다. 1,176명의 비거주자는 주민센터에 알려줘 주민

등록을 말소 정리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1조6,712억 원) 

12%를 초과한 1조8,631억 원을 징수했다.  

징수과 세원관리팀 031-729-3273

시민 참여형 공원 관리체계인 성남시 1사(社) 1공원

(公園) 사업에 기업과 지역 단체 4곳이 새로 동참해 

지역 공원 가꾸기에 힘을 보탠다.

성남시는 판교로 본사 이전을 앞둔 삼성물산 건설

부문 안전관리실 등이 공원 가꾸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3월 10일 ‘1사 1공원 지정서 교부식’

을 했다.  

참여 단체인 △삼평동 바르게살기협의회(참여자 12

명)는 백현동 나들이공원(2만8,992㎡)을 △성남환

경운동연합(50명)은 구미동 머내공원(16만5,712㎡)

을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20명)은 율동공원

(30만8,648㎡)을 △삼성물산(90명)은 삼평동 화랑

공원(11만9,018㎡)을 각각 맡게 된다.

3월 말 새 봄맞이 공원 대청소부터 시작해 3년 동

안 한 달에 한 번 이상 각 공원에 꽃과 나무심기, 가

지치기, 잡초 제거 활동을 하며 공원을 가꾼다. 

시는 각 공원에 지정 기업명·단체명 안내판 설치, 

필요한 경우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준

다. 현재 성남시 1사 1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모두 13곳(710명)이다. 

시는 공원 관리에 부족한 행정 인력을 보강하고, 참

여 기업과 단체는 사회공헌 활동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공원과 공원운영2팀 031-729-4385

성남시내 공공도서관이 3월부터 ‘책 꾸러미 나눔 서

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책 꾸러미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도서 100권을 3개월간 장기 대출해 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각 교육기관은 분기별

로 새로운 동화책을 비치해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

게 한다. 도서관 측이 신청한 곳으로 배달도 해줘 기

관 회원들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던다.

이달 초 분당도서관에서만 수내동 어린이집 등 7곳

의 서비스 신청이 이뤄져 700권을 빌려갔다. 

류진열 분당도서관장은 “단체 도서 대출 서비스로 

어린이에게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접하게 해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 031-729-4663

알아두면 좋아요

시정소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입한	사망자재산	통합조회	서

비스를	업그레이드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사망	신고	때	유가족이	사망자의	금융

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

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	재산을	통합	

조회한다.	서비스	신청인	자격은	형제,	자매	등	3순

위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됐고,	신청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

에,	지방세·자동차·토지	관련	조회	결과는	7일	이내

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12월	

결산	법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법인	등기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

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20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

자는	3월	31일까지	2015년도	내국법인	및	외국법

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

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세무과 ｜ 수정구 031-729-5200~2 

중원구 031-729-6200~3, 분당구 031-729-8790~4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성남시는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부를	위해	10월	1일,	10월	29일	오전	11

시	합동결혼식을	진행한다.	결혼식을	희망하는	시	

거주	동거부부는	4월	1~30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

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	가정,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순으로	한다.	예

식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동 주민센터 

성남시민 등산교실 운영 

성남시는	4월	2일~11월	26일	일반시민	240여	명

을	대상으로	등산교실을	운영한다.	시민	등산교실

은	약	30명씩	평일반(수)과	주말반(토)이	1기	4~5

월,	2기	6~7월,	3기	8~9월,	4기	10~11월에	각	8회

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등산	전문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으

로	교육해	안전	산행법과	전문지식을	알려	준다.	

교육은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

남시등산교육센터와	남한산성,	청계산	등에서	이

뤄진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개인	등산용품과	실습

비용	등은	본인부담이다.	

1기	등산교실은	3월	25일	마감한다.	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고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녹지

과	방문,	팩스(031-729-4289),	이메일(nstar001@

korea.kr)	접수하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2015년 11월 에이텍 직원들의 1사 1공원 사업 참여 활동, 화랑
공원 데크 도색 작업

▲3월 3일 성남시 체납실태조사반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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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성남FC는 3월 12일(토)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

에서 열린 2016 K리그 클래식 홈 개막전에서 수

원삼성과 격돌했다. 성남FC는 화끈한 경기력과 

탄탄한 수비로 후반 3분 ‘두목까치’ 김두현과 10

분 티아고의 연속 골로 골망을 뒤흔들며 2-0 개

막전 쾌승을 기록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검은색 상의를 입은 시민들의 

물결로 경기 두 시간 전부터 장사진을 이루며 1만 

4,504명 전석매진을 기록했다.

다양한 개막 행사를 진행, 국내 최초 스크린 축구

시뮬레이터 게임을 N석 상단에 설치해 경기 전

과 하프타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변석 블

랙존에는 비상하는 까치 대형 조형물을 설치, 서

포터스의 응원을 더욱 빛냈다. 하프타임에는 댄

스파티를 진행해 샤오미 60인치 TV,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 열기를 더했다. 

상대팀과의 경기가 반드시 그라운드 안에서만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외에서 쉬지 않고 들려

오는 함성소리, 감탄과 탄식, 환호와 슬픔, 그라

운드 밖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호흡하는 12번째 

선수. 팀의 서포터스이자 팬인 다양한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아봤다.  

경기가 시작되자 “시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대결

인 만큼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남FC 파이팅!”

이라며 김태경(낙원중 1) 군은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쳤다. 

10년째 성남의 팬이라는 박재웅(22·대학생) 씨는 

“김철호, 남윤재 선수 등 작년에 있었던 선수들

이 많이 떠났습니다. 올해 황진성, 김동준, 티아

고 선수를 영입해 기존 선수와 새로운 선수의 조

합이 잘될 거라 생각하고, 올해는 김학범 감독님

의 리더십이 작년보다 더 발휘될 거라고 믿습니

다. 개막전 영원한 라이벌인 수원을 상대로 선수

들의 열정이 넘치는 패기와 용기로 첫 승을 기대

하며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남

FC가 됐으면 합니다”라며 응원에 돌입했다.  

성남FC 서포터스인 Y.R.U 회장 콜리더 맹태호 

씨와 황기청년단 부단장 콜리더 예윤해 씨는 “개

막전 경기라 설레기도 하고 수원삼성은 강한 팀

이라 오늘 단단히 벼르고 왔습니다. 재미있게 부

상 없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승리를 쟁취해야 하

기 때문에 선수들이랑 같이 뛸 수는 없지만 샤우

팅을 열심히 하며 응원하겠다”고 서포터스를 대

신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매년 부모님이 시즌권을 구입해 홈경기 때마다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는 임지환·임지유(수내초 

3) 쌍둥이 남매는 “후반전, 성남FC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골키퍼가 너무 잘해요”

라며 밝게 웃었다.  

성남FC 시민주주로서 매년 시즌권을 구입한다는 

임애연(54·금광2동) 씨는 “잘한다 성남FC, 희망 

성남FC”라며 수줍게 응원 메시지를 더했다.    

용인에 거주하는 박경남 씨는 “성남FC가 작년 5

위를 했는데 올해는 공격진이 보강돼 공격적인 

축구로 우승을 했으면 한다”며 매년 시즌권을 구

매해 아들과 빠지지 않고 홈경기를 구경 온다고 

말했다.  

성남FC는 이날 차의과대학교와 심장병 환우

를 위한 연간 사회공헌사업 협약을 맺고 ‘Beat  

Together’의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00만 시민의 자긍심 성남FC는 올해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전력을 탄탄하게 보강했다. 게다가 

지역을 넘어선 응원의 함성과 ‘Royal Black’의 물

결이 2016 시즌 K리그 클래식 상위권과 AFC챔

피언스리그 진출을 기대하게 한다. 

개막전 현장에서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로얄 블랙(Royal Black)! 100만 검은 함성의 귀환
성남FC 개막전 쾌승… 성남시민의 마음 사로잡다

성남FC 4월 K리그 경기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장소

4.2(토) 14:00 성남 포항 탄천종합운동장

4.9(토) 16:00 인천 성남 인천전용경기장

4.13(수) 14:00 성남 전남 탄천종합운동장

4.16(토) 14:00 전북 성남 전주월드컵경기장

4.23(토) 14:00 제주 성남 제주월드컵경기장

성남FC 031-709-4133 www.seongnamfc.com 

▲사회공헌 ‘Beat Together’ 시작 알리는 축포 ▲가변석 블랙존에 설치된 비상하는 까치 대형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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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성곽

성곽

성곽

성곽

성곽

성곽

4~6월

7~8월

9~11월

봄·봄·봄
* * *

도시樂버스가 왔어요 

성남시티투어가 ‘도시가 즐거운 성남, 도시

樂버스’를 주제로 오는 4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성남시티투어는 도시락을 선택하듯이 

계절별로 다양한 코스를 제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봄 코스는 남한

산성시장 도시락패키지와 함께하는 남한산

성 소풍, 신구대식물원의 봄꽃, 율동생태학

습원의 원예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코스에는 샌드위치 

도시락이 포함된 도자체험과 판교박물관, 

책테마파크, 남한산성공원 계곡에서 발 담

그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코스는 현대시장 도

시락투어를 비롯해 남한산성 단풍 밟기, 율

동생태학습원의 바리스타 체험, 손끝으로 만

드는 공예전시관 체험 등으로 다채롭다. 

특히 올해에는 야심만만 야간 시티투어도 새

롭게 출발한다. 금난새 지휘자와 함께하는 

성남시향 클래식 콘서트와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코스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야경, 율동생

태학습원의 허브체험과 함께 전통시장 도시

락체험까지 여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티투어가 올해 성남시상

권활성화재단, 남한산성시장, 현대시장, 성남

시립교향악단, 가천대학교 등 지역 여러 단체

와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됨에 따라 이용

자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

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 도시樂버스를 예약하려면 성남시티투

어(www.seongnamtour.com)나 운영업체

인 ㈜로망스투어로 전화(070-7813-5000) 

신청하면 된다.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729-2996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성남시티투어‥ 성남시 관광명소, 도시락처럼 다양하게 즐겨요 

입맛대로 골라요! 

가고 싶은 관광지를

집으면 코스를

만들어드립니다.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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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심성 공간구조 확보와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던 신도시 개발, 생태 보존과 첨단 기술의 조화가 만들어 낸 

신시가지 판교에 따뜻한 봄날이 펼쳐졌다. 

판교는 1973년 성남시 승격 이전 광주군 낙생면이었다. 

‘판교’라는 지명은 이 지역에 널빤지(板)로 놓은 다리(橋)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경부고속도로와 분당~내곡간 도로, 

분당~수서간 도로, 신분당선(양재·분당) 판교역이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인 백현동·삼평동을 ‘동판교’, 

서쪽 지역인 판교동·운중동을 ‘서판교’라 부른다. 

4개동에 3만4천여 세대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신의 한 수!
▿초록 자연을 담다  

화랑공원에는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인기 있는 1  판교생태학습원과 함께,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뚝 

선 판교의 명소, 2  판교크린타워 북카페가 눈에 띤다. 

판교크린타워 전망대 48m 높이에 자리한 독서·휴식공간은 사방이 유리창이라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을 

때 화랑공원의 숲, 판교테크노밸리의 빌딩들, 그리고 유난히 가까운 하늘까지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

준다. 

이곳에선 하늘에서 책 속 이야기 세상으로 빠져드는 행복한 여유를 누려볼 수 있다. 북카페 맞은편에는 휴

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스카이라운지 ‘담소방’이 꾸며져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

시~오후 6시.  

▲판교크린타워 북카페

▲화랑공원



청계공원

운중공원
판교청소년수련관
판교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금토산(마당바위)

운중동주민센터

성내미터널

금토TG

금토동

8

10

3

4

 ▿성남 역사와의 데이트

  
낙생대공원 초입, 성남지역 항일 의병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 8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과 

향토 유적지인 판교 통일신라~고려 고분군에서는 성남의 역사를 만나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성남 일

대에서 항일 투쟁을 하다가 숨진 의병은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판교 태생인 남상목(1876~1908) 

의병장이 이끈 의병대 활동이 대표적이다.

판교공원 인공암벽장 옆으로는 9  판교 생활유적군(백제~조선시대) 성남시 향토유적 제13호인 백제 집터

와 부뚜막을 비롯해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각종 가마와 건물지 등이 유적공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학생들의 역사 활동에 도움이 될 듯하다.   

10  판교박물관은 1600년 전 한성백제시대 석실분 밀집지역으로 삼국시대의 동북아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인 한성백제 유적 9기와 고구려의 남하증거인 2기의 석실분을 보유한 박물관으로 성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성백제시대의 유적과 판교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성남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

하며,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시간은 09:00~18:00, 월요일은 휴관, 입장료는 무료다. 

▵공원서 체력단련과 힐링
 
전원주택과 고층빌딩 사이사이, 곳곳에는 자연으로 빚어 놓은 봄나들이에 안성맞춤인 11개 공원이 있다.

특히 3  판교공원은 공원 대부분이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8등급지에 해당,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

고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판교의 대표적인 생태 공원이다. 숲 생태계를 보전해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함

과 동시에 이용객이 숲 생태계와 호흡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이다. 자연체험마당, 습생

초화원, 야영장, 전원체험마당, 우듬지 탐방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에

게 사랑받는 인공암벽장(031-724-4660),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X-게임장, 탐방객센터 등이 설치돼 있

다. 판교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일몰 포인트가 멋진 판교정이 있는 4  낙생대공원, 판교테크노밸리 건너

편에 있어 점심시간 IT직장인들의 산책공간으로 많이 찾는 5  화랑공원 등이 있어 체력단련과 힐링을 할 수 

있다. 6  운중동 체육공원은 운중동 위를 지나가는 교각의 하부를 이용해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장과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하키장, 풋살경기장, 

X-게임장,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돼 있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삼평동에는 실내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을 갖춘 7  판교스포츠센터(031-724-4660~2)가 있어 시

민에게 인기다. 

▲판교공원 내 인공암벽장

▲낙생대공원 팔각정

▲성남 항일의병 기념탑

▲판교박물관



동판교는 판교역을 기준으로 남쪽 끝은 소규모 상업지구이며 북서쪽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자리하는 첨단벤처산업의 거점지역이다. 

보평초·중·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국적인 거리 아브뉴프랑을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카페 등이 

몰려 있는 백현동 카페거리가 있으며, 판교역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고 알파돔시티가 한창 건설 중이다. 

서판교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고 한적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국풍의 단독주택지 등을 비롯해 대부분 주거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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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데이트코스
 
 
 이름에서부터 진하게 풍겨져 오는 프랑스 분위기, 프랑스 감성을 재현한 쇼핑센터 16  아브뉴프랑. 길을 따

라 걸으면 예쁜 매장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저 쇼핑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스트리트몰 좌우로 독특한 조

형물과 휴게공간, 문화갤러리 등을 배치해 걷기만 해도 유럽의 정취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이국적이고 아

기자기한 가게가 많아 연인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려줄 데이트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예쁜 브런치카페가 많은 17  백현동 카페거리는 커피내음이 가득해 걷기만 해도 향긋해진다. 체인점보다 

개인카페가 많아서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로 꾸민 맛집과 멋집이 많다. 어느 카페에 자리하든 카페의 개성

을 감상하는 색다른 재미가 있다. 

지난해 8월 개장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23만5,338㎡ 규모로 서울 잠실운동장

의 7배, 수도권 최대 규모다. 특히 5층 18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는 국내 최초 ‘책’을 주제로 한 어린

이 미술관으로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토리에 담긴 의미와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양하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획 전시와 연계프로그램, 4,500권의 국내외 우수 

그림책을 만날 수 있고,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미래의 꿈이 흐른다, 교육문화 힐링 
 

판교공원을 중심으로 11  판교도서관(031-729-4900)과 12  판교청소년수련관(031-729-9600), 자연체험

마당이 조성돼 있다. 도서관과 수련관 이용 외에도 금토산이 인접해 있어 도서관과 수련관 뒤편으로 조성

된 야외 자연체험마당으로 발길을 돌려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우듬지 탐방로를 따라 반딧불이 생태원, 맹꽁

이 서식지, 묵논습지 등 친환경적 공간에서 숲 생태계를 체험하며 30여 분 오르다 보면 신년 초 해맞이 행

사가 진행되는 13  마당바위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낸 듯 시원하게 펼쳐진다. 마당처럼 평평하게 펼쳐진 바

위에 올라서 보면 하늘과 땅이 반으로 나뉜 자리에 외곽순환도로가 수평으로 선을 그으며 지나가고 화려

한 동판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14  운중도서관(031-729-4370)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화 환경을 구축, 여러 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의 보물창고 15  판교어린이도서관(031-729-8880)은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정

보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눈높이를 고려한 최고의 시설로 미래의 주인공을 맞고 있다. 

13

15

▲금토산 마당바위

▲판교어린이도서관

▲백현동 카페거리

▲운중저수지

▲판교테크노밸리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동판교는 판교역을 기준으로 남쪽 끝은 소규모 상업지구이며 북서쪽은 판교테크노밸리가 자리하는 첨단벤처산업의 거점지역이다. 

보평초·중·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국적인 거리 아브뉴프랑을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카페 등이 

몰려 있는 백현동 카페거리가 있으며, 판교역 주변에는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있고 알파돔시티가 한창 건설 중이다. 

서판교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 쾌적하고 한적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국풍의 단독주택지 등을 비롯해 대부분 주거만족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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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IT기업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의 대표 실리콘밸리, 22 판교테크노밸리(삼평동)는  IT, BT, CT, NT 및 첨단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다. 입주기업은 1,002개. 분야별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643개사(64%)로 가장 많아 국

내 IT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전체 근로자수는 7만577명으로 임직원 구성은 20~30대 젊은층이 약 

76%에 달하며 특히 30대의 비중이 5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7년

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때를 맞춰 판교의 명물이 될 노면전철 판교트램이 

선보일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판교테크노밸리)의 관문인 판교역을 품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인 

‘ 23 판교 알파돔시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판매, 업무, 호텔 등 다양한 문화 및 판매 공간을 조성해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알파돔시티에 종사하는 회사원의 힐링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파돔

시티에 들어설 문화 및 판매 시설은 이태리 문화와 예술, 먹거리 체험이 가능한 벨이태리와 모자이크파크, 

가전 쇼핑 매장인 일렉트로마트, 삼성물산이 입점할 건물의 판매시설인 La Street 등이다. 

▵전통을 담은 운치 있는 드라이브코스

 
청계산 자락의 가장 안쪽 동네 서쪽 끝에는 19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다.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학의 본산

인 이곳은 구름마을 산책이란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후 정원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졌다. 최

근에는 장서각 상설전(조선의 국왕과 선비 등)과 장서각 고문서 강좌, 장서각 아카데미 왕실문화 강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031-709-8111).

20 운중동 먹자골목에서 운중저수지까지 이어진 길도 멋지다.

운중동의 ‘운중(雲中)’이라는 이름은 산에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 이곳은 

꿈처럼 구름이 항상 서려 있어 택시도 가기를 꺼려했을 정도로 적막한 곳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이곳은 

21  판교원마을과 산운마을이 한 폭의 그림처럼 조성돼 있다. 

전통손두부 집으로 시작되는 먹자골목에는 한우 전문점, 한정식 집 등이 들어서 있다. 배불리 한 끼를 채운 

후 메타스퀘어 길을 달리다 좌측으로 고개를 돌려 보면 봄 햇살을 가슴 가득 받아 내는 운중저수지가 시원

하게 펼쳐져 있다. 저수지 근처 곳곳에 들어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봄을 노래해도, 다가올 여름을 담

아 봐도 좋을 듯하다.

▲운중동 가로수길

▲판교원마을

▲판교트램(예정)

▲판교역 주변 알파돔시티(조감도)



 

■운영기간 : 2016. 3. 8. ~ 11. 30(9개월간) 화요일 20:00~21:00(무료) 

■운영장소 : 한마음복지관

■참여대상 : 성남시 관내 여성(25명) 

■접수방법 : 전화접수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58-8691 

                     

 2016 어머니농구단 

■운영기간 : 2016. 4. 2. ~ 11. 26(30주) 월(4회) 단위로 8개월 운영

■운영현황  

종 목 시 간 장 소 대 상

골 프 10:00~12:00
익스홀릭

(야탑동 367-4번지 10층)
초등학생(고학년)

20명

볼 링 10:00~12:00
탄천종합운동장 내 

볼링장
초등학생 15명

■신청방법 : 매월 1~10일 사이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홈페이지(http://sat.sportal.or.kr) 접속해 개인별 접수
■운영방법 : 시설사용료 무료, 참가자 보험가입 

 2016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6. 4. 1 ~ 11. 30(8개월)  ■참여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운영내용 

번호 구별 종 목 장 소 요일 운영시간

1

수정구
(9개소)

게이트볼 태평2동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2 게이트볼 단대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3 국학기공 희망대공원 팔각정 앞 월~금 06:00~07:00

4 국학기공 수진공원 야외무대 월~금 06:00~07:00

5 탁     구 수정구청 내 탁구장 월·수 08:30~10:30

6 탁     구 수정구청 내 탁구장 화·목 09:00~11:00

7 택     견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 탄천 월~금 07:30~08:30

8 에어로빅스체조 수진공원 야외무대 월~금 19:30~20:30

9 에어로빅스체조 태평동 삼정아파트 앞 탄천 월~금 06:00~07:00

10 배드민턴 수정구 논골클럽 화·목 19:00~21:00

11

중원구
(10개소)

육     상 성남종합운동장 육상트랙 화·목·토 06:00~08:00 / 토 06:00~07:00

12 게이트볼 황송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13 게이트볼 도촌동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14 탁     구 중원경찰서 내 탁구장 월·수·목 19:00~21:00 / 목 19:00~20:00

15 합 기 도 남한산성공원 인공암벽장 앞 월~금 11:00~12:00

16 축     구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60대) 화·목·토 06:00~08:00

17 축     구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구장(70대) 수·토 14:00~16:00

18 에어로빅스체조 상대원1동복지관 월~금 19:30~20:30

19 에어로빅스체조 황송공원 내 어린이교통교육장 월~금 06:00~07:00

20 배드민턴 중원구 금광클럽 수·금 09:30~11:30

21

분당구
(19개소)

인 라 인 분당구청 옆 인라인트랙 화·목 10:00~12:00

22 육     상 분당중앙공원 탄천 일 07:00~09:00

23 육     상 탄천종합운동장 육상트랙 화·목 19:00~21:00

24 게이트볼 능골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25 게이트볼 정자3동게이트볼장 월·수·토 14:00~16:00 / 토 14:00~15:00

26 국학기공 율동공원 번지점프대 앞 월~금 06:00~07:00

27 국학기공 불곡고 앞 탄천 월~금 06:00~07:00

28 국학기공 주택전시관 건너편 탄천 월~금 06:00~07:00

29 국학기공 차병원 앞 탄천 월~금 06:00~07:00

30 택     견 분당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옆 월~금 08:00~09:00

31 택     견 돌마교 아래 탄천 월~금 09:00~10:00

32 전통선술 중앙공원 기체조장 월~금 06:30~07:30

33 전통선술 서현2동 점골공원게이트볼장 월~금 06:00~07:00

34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35 에어로빅스체조 이매방아교 아래 탄천 월~금 19:30~20:30

36 에어로빅스체조 코리아디자인센터 앞 탄천 월~금 19:30~20:30

37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 아래 탄천 월~금 20:10~21:10

38 에어로빅스체조 구미동 탄천 야외무대 월~금 06:00~07:00

39 에어로빅스체조 정자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40 에어로빅스체조 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앞 월~금 06:00~07:00

41 에어로빅스체조 수내교 아래 탄천 월~금 06:00~07:00

42 에어로빅스체조 불곡고 앞 탄천 월~금 19:30~20:30

43 에어로빅스체조 주택전시관 건너편 탄천 월~금 19:30~20:30

44 배드민턴 분당구 물방아클럽 월·수 18:00~20:00

45 댄스스포츠 만나교회 앞 탄천 월~금 06:00~07:00

생활체육교실과 함께

활력 충전해요

http://snvision.seongnam.go.kr

17

특집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58-8691, 홈페이지(www.lifesports.or.kr)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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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공원, 들, 산에서 꽃들이 술렁이는 봄이 왔다. 눈

길을 끄는 나무와 풀의 이름이 많이 궁금해지는 

때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어주는 것, 내 것이

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누군가

에게 불리며 의미가 생기는 그것, 이름! 

식물의 이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앱이 있

다. 휴대폰에 앱을 다운 받아 사진을 올리면 1분 

이내로 답이 올라온다. 도감을 들고 사진과 실물

을 비교하며 이름을 찾거나 사진을 찍어와 이름

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이름을 어떻게 알

아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앱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주)모야모의 박종봉 

대표는 IT관련 분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가 

IT기술을 접목한 앱을 개발하게 됐다. (주)모야

모는 2014년 11월 모야모앱을 개발하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는 호응을 얻

었다. 그 공헌도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제10

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진흥부문에서 미

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인터

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스마트앱어워드 KOREA 

2015 생활정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가입회원수가 12만 명이며 식물 전문가가 화

훼, 관엽, 야생화, 나무, 산약초, 버섯, 식물병원 

등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이 사진을 찍어 

올리면 전문가들과 회원들이 답글을 단다. 식물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지식보다 

수많은 사람의 지식이 모여 하나로 완성되는 집단

지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단순히 식물의 이름만 알려주는 앱이 아니라 식물

에 관련된 이야기도 볼 수 있고 또 식물의 상태를 

사진을 찍어 올리면 치료방법까지 알 수 있다. 답

글에 달린 식물이름에는 식물도감 연결 링크가 자

동으로 삽입돼 클릭하면 모야모 식물도감과 연결

된다. 식물이름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모야모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모야모의 제안으로 전문가로 활동하는 성남시 자

연환경모니터 정덕연(섬시호, 전문가 표지 ‘萬’) 

님은 “모야모는 단순히 식물의 이름만 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회원들 간의 소통과 치유의 공간

이 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답을 찾

아가는 공간이다. 토론은 정확한 근거(사진)를 통

해 이뤄진다”고 했다. 전문가는 댓글 수에 따라 

표지가 달라진다. 

(주)모야모는 식물씨앗과 식물이름표를 나눠주고 

있다. 식물의 씨앗이나 이름표가 필요한 유치원, 

학교, 공공단체 등은 모야모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 모야모는 향후 식물 관련 종합포털로 나아

갈 계획이다. 또한 이벤트성 소비가 아닌 일상적

인 소비재로서의 꽃 소비문화를 만들고 우리나라 

화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

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야모 031-708-3900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지난 2월 25일, 수정구 수진동 작은 골목에 사회

복지법인 ‘말아톤재단’에서 운영하는 ‘올 Coffee 

& Tea’ 4호 수진점이 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

리 나눔의 장이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어

울림 공간으로 ‘서스펜디드 커피’도 판매한다. 서

스펜디드 커피(Suspended Coffee)란 자신이 마

실 커피 값 외에 커피를 사 마실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가로 커피 값을 미리 지불하는 기

부문화다. 노숙자나 어려운 이웃이 매장을 방문

해 미리 결제된 커피를 한 잔씩 마실 수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커피와 풍미 가득한 허

브티 그리고 달콤한 와플과 샌드위치, 싱싱한 생

과일 쥬스 등 계절 메뉴도 다양하다. 

카페 한 쪽에는 책이 마련돼 있어 독서가 주는 

지적인 여유로움도 만끽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바라스타 강수헌(여) 씨는 “저는 올카

페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매니저 이광섭(남) 씨는 “수진점에서 자원봉사한 

경험을 살려 중국 현지 장애인들을 위한 올카페

를 운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엄기옥·이혜연(여·수진동) 씨는 “상권이 발달되지 

않은 장소에 카페가 생겨 의아했는데 취지를 안 

후 친근감이 생겼다”며 “아이들과 함께 장애인들

의 자립을 돕는 착한 커피 이야기를 쓰는 쉼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말아톤복지재단 이헌주(남) 상임이사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랑을 나누는 작은 움직임으로 아끼고 가

꿔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페문화 소통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인 

4월 ‘커피교실’이 매주 수요일 오전(9:30~11:00) 

커피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4회 열린다. 재료비는 

본인부담, 4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수진점 올카페 031-757-9422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식물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주)모야모
‘저 나무의 이름이 뭐야 뭐?’ 모야모앱을 이용해 보세요

따뜻한 세상 만드는 ‘서스펜디드 커피’ 
수진점 ‘올 Coffe & Tea’에서 함께 하자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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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우리는 通通 공감痛’
인권·법률 상담 통한 권리구제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

경어법은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우리

말의 경어법은 신라 시대의 향가에도 여러 가

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경어법은 높이는 대상

에 따라 상대높임·주체높임·객체높임으로 나

누고, 상대높임은 높임의 정도에 따라 ‘해라’체

부터 ‘하십시오’체까지 여섯 단계가 있다. 각각

의 높임법은 그에 맞는 조사와 종결표현, 높임 

어휘를 골라 써야 한다. 경어법 체계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은 우리의 예절이 그만큼 깍듯하

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장유유서의 위계와 

계급 질서가 엄격함을 의미한다.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들 중에는 경어법이 

가장 어렵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말 

경어법이 우리에겐 쉬울까? 외국인들은 경어

법 체계를 익히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자존

심 때문에 존댓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문의게시판에 올라온 한 

남편의 이야기를 보자. 이 남편의 아내는 항

렬을 내세워 두 살 많은 손아래 동서에게 말을 

놓으려고 한다. 손아래 동서는 항렬은 낮지만 

나이를 내세워 손위 동서에게 존대를 받으려

고 한다. 시부모님의 양보 권유도 못 들은 척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두 며느리는 1년 넘게 

서로 말을 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들과 조카 

때문에라도 풀고 싶다며 해결책을 문의했다. 

또 나이 많은 입사 후배가 갑자기 말을 놓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 입사하자

마자 나이 어린 팀장이 대뜸 반말을 해서 당황

스럽다는 사연도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댓

글 중에는 당사자들 모두 존댓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존댓말 쓰기는 아랫사람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 윗사람이 상황에 따라 아랫사람을 높

여주는, 높여줘야 하는 인격적인 배려다. 경

어법 사용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의 상호 이해

와 공감도 중요하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한발씩 양보한다면 지위나 나이를 떠나

서 남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 힘들지는 않

을 것이다. 남을 높이는 것이 바로 나를 높이

는 것이다.

참고도서 :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이정복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인 자

유와 권리를 누리고 행사한다. 장애

인은 어떨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이나 사회적 혜

택에서 소외된 건 아닐까. 

지난 2012년 7월 2일, 전국 최초 민·

관 합동으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센터’가 문을 열었다. 

김무웅 센터장은 “장애인과 장애인관

련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가 필요했다”며 “판단이

나 소통이 어려워서 인권침해와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다. 

그분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 마련과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500여 명이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기관은 40여 곳이다. 예전에 비

해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졌

지만 편견과 선입견은 여전히 남아 있

다. 생활여건과 경제적 수준 또한 개

인차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2월 22

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실태점검의 목적은 

“그분들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센터장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기관의 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점검과 면담을 통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다. 점

검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 정책수립

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고 한다. 또한 거주시설 내 외부인으

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이 점검활동

을 한다. 

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은 가

정과 직장,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무방비다. 센터는 이를 위해 

인권상담과 법률상담을 통한 권리구

제사업과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사업, 공공일자리 사업, 선진국

의 장애인 인권옹호기관(Disability 

Rights)의 자료와 실태점검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정책연구개발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김 센터장은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

리라며 “장애인 권리증진은 복지향상

과 시민의식 개선, 장애인과 전문가

들의 노력이 합쳐져야 빛을 발한다”

고 말한다. 

“그분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기

뻐하면 우리도 기쁘다. 상담을 통해 

주체로서 자신감을 갖고 조금씩 변화

하고 성장하는 그분들에게 우리도 감

동받고 더불어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장애인권리증진센터다.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올

바른 인식향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

여가 늘어나고 존엄성의 가치가 높아

지길 바란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

센터는 야탑동 한마음복지관 1층에 

있다.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7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나를 높이는 존댓말

기자의 눈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2012년 개관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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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식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 홍보관 조성사업이 드디

어 완료됐다. 성남시의회는 3월 14일 시의회의 역

사와 동향 및 의정활동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성

남시의회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 성남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장단과 의원,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친근한 의회 만들기, 타 시의

회와의 차별화, 1층 로비 기능의 유지 및 활용방안 

확대를 전제로 홍보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성남시의회 홍보관은 타 시·군의회 홍보

관과 확연한 차별점을 갖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각종 시설에 유연성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곡선을 사용했다. 이를 토대로 관공서의 경직된 이

미지를 탈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시민에게 제공돼온 의회 로비 공간을 그대

로 살려 홍보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창가 측 자투리 공간 활용과 각종 행사 시 접고 열 

수 있는 가변형 벽면을 설치한 것.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은 이날 개관식에서 “시민

의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

켜 나갈 책무가 있으며, 신뢰 받는 의회상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개관하는 홍

보관이 우리 성남시 의정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

록하고 전시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발판

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 모

습을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과 의회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리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널리 접하고 배

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됐다. 우리 의회 홍보

관을 통해 보다 많은 소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며 축사를 했다. 

성남시의회 홍보관은 이번 개관식을 시작으로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방 운영된다. 의회사무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한다. 방문을 원

하는 누구나 언제든지 홍보관을 방문해 다양한 프

로그램과 시설을 관람할 수 있다. 

단체 방문 및 의회 시설 견학의 경우 가급적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초·중·고등

학교를 비롯해 각 기관과 단체에서 견학 프로그램

을 신청하면, 홍보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물론 본

회의장 등 성남시의회 내부 다양한 시설도 체험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많은 시

민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고, 더 나은 방향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의정 60년사, 나아가 성남시가 발전해 오기까지 발

걸음을 함께해 온 성남시의회.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또 새롭게 써나갈 홍보관은 언제나 시민들에

게 열려 있다.

“지방자치 역사가 한눈에!”  성남시의회 홍보관 개관      

▲홍보관 내부 모습

성남시의회 홍보관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 성남시의회

△운   영 : 오전 9시 ~ 오후 5시

△운영일 : 공휴일 제외 연중무휴

△관람문의 및 단체 방문예약 : 031-729-3808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디오라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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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시의회

◆방청 안내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

러 많은 방청 바랍니다.  문의 031-729-2523∼5

◆견학 안내

의회 견학을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언

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

라도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

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031-729-2523

◆시설 사용 신청 안내

우리 시의회는 의회청사를 시민 여러분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을 개

방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031-729-2524

◆청원 안내

의회에 청원을 원하는 분은 성남시의회 의원

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성남

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재판

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문의 031-729-2532∼7

◆진정 안내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

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

다. 시의회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

습니다. 문의 031-729-2532∼7

시의회 소식

성남시의회는 3월 2~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제 

21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짧은 일정에 제1차 본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박권종 의장은 개회에 앞서 “이번 제217회 임시

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처리와 2015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의 일정이 

마련돼 있다. 성남시의회가 지향하는 희망을 심

어주는 의회, 행복을 드리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염두에 둬 상정의안 등에 대한 꼼꼼한 심

의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늘 기반으로 해 주시

길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개회 첫날인 2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7회 성남시의회 회기 결정

의 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 △2016년도 제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상정의 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임시회 종료 후 “시민의 목

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연구

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대내외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의안번호 안건명 의결내용

3256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57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58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259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260 	성남시의회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안 ″
326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6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63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6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65 	성남시	환경교육	진행	및	지원	조례안 ″
3266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3267 	성남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3268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69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70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27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72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7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수정가결

	-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신축) 원안가결

	-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부결

3274
	성남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75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276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77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3278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3279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280 	학교법인성일학원	이전에	대한	청원 채택

3281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282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채택

3283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채택

3284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3285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원안가결

의회는 지금

성남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3월 2~4일 3일간 일정으로 30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 의견수렴과 민원애로 해결 등을 위해 각 시·군에 지역상담

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지역현안, 입법·정책 건의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

는 분은 누구든지 방문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이용방법	:	방문상담(방문	전에	상담일정	협의	가능)

•처리절차	:	건의사항	등	접수(상담소)	→	이송(입법정책담당관)	→	처리(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성남시	사무소	:	중원구	성남대로	997번길	27-3,	1층(여수동	368)	☏031-75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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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기준	월소득	175만7천	원	이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

록등본	

•제출처	:	거주지	보건소(영아	출생	후	만	1년까지	신청가능)	

※	조제분유는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	

보건소 | 수정구 031-729-3845, 중원구 031-729-3904, 분당구 031-729-400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

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가구	기준	월소득	498만	원	이하)

•신청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지원료	:	1인당	최대	300만	원

보건소 | 수정구 031-729-3886, 중원구 031-729-3908, 분당구 031-729-3967

성남시 영양플러스 사업

•내용 :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영유아에게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달걀,	우유,	콩,	조제분유,	

현미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제공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5

개월	미만의	영유아

•신청 : 연중	거주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전화	신청

보건소 영양플러스실 ｜ 수정구 031-729-3881, 중원구 031-729-3920, 분당구 031-729-4006

가천대학교 통합발달심리센터 8차 무료 부모교육

•일시	:	4.21(목)	11:00∼13:00

•장소	:	가천대	글로벌센터	7층	통합발달심리센터

•주제	:	우리	아이	언어발달	촉진하기

•대상	: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부모

•신청	:	홈페이지	www.gachontherapy.com

											이메일	gcenter@gachon.ac.kr,	전화

가천대학교 통합발달심리센터 031-750-4786

2016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

-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

반려동물	사육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과	평생을	같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생명존중	의식	고취를	위한	2016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니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6.	5.	7(토요일)	10:00~18:00

•장소	: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주제	: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주최	:	성남시	

•참여인원	:	5천여	명	

•주요행사	

			-		나눔마당	:	동물	건강상담,	동물	매너교실,	관련	용품	등	전시

			-	홍보마당	:	동물	보호,	유기동물	예방	홍보	등

			-		참여마당	:	아마추어	독스포츠	대회,	반려견	올림픽,	동물과	함

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마당	참여	신청	안내	:	성남시	지역경제과

성남시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031-729-2612

건강교실 

비만은 심각하고 흔한 공중보건문제다. 비

만자는 대부분 좌식 생활자고 많은 사람들

이 운동에 대한 경험이 적다. 비만은 체질

량지수 25kg/㎡ 이상으로 분류되고, 기능

적으로는 질병위험도가 %체지방으로 정의

된다. 

체지방은 만성적인 음성 칼로리 균형이 존

재할 때 감소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동을 통한 칼로리 소비의 증가와 칼

로리 섭취의 감소 모두가 추천된다.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심각한 칼로리 

제한에 의해 체중을 감소시킬 때 발생하는 

제지방 조직의 감소율을 낮추며, 운동은 또

한 일일 칼로리 소비에 상당히 기여하는 안

정 시 대사율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과도한 체지방률은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

맥질환, 그리고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비만은 종종 부정적인 사회적 고립감을 

야기하며 신체적 작업능력을 감소시킨다.

칼로리 균형이 결정 요소  

신체 조성은 일련의 복합적인 유전 및 행

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비록 기여하

는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체중과 신체 조성

의 근본적인 결정 요소는 칼로리의 균형이

다. 칼로리 균형은 칼로리 섭취(섭취한 음

식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칼로리 소비(안정 

시 대사율, 활동 그리고 음식물의 열 효과

에 해당하는 에너지) 간의 차이다.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실

되지 않는다’에 따라 체중은 칼로리 소비가 

칼로리 섭취를 초과할 때(음성 칼로리 균

형) 감소되며, 반대 상황에서는 체중이 증

가한다. 비록 칼로리 균형의 이동이 체중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이 예측가능하지만 

체중변화의 본질은 칼로리 불균형을 이끄

는 특정 행동과 함께 현저하게 다양화될 것

이다. 

예를 들면, 단식과 극단적 칼로리 억제는 

물과 제지방 조직의 실질적 소실을 불러온

다. 반면 운동에 의해 유발되는 음성 칼로

리 균형은 체중감소 프로그램 동안에 제지

방 조직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더불어 보조

적인 저항트레이닝이 제지방 체중을 유지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산소운동과 

저항트레이닝은 체중과 지방의 감소에 기

여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지할 가능성을 최

대화한다. 

바람직한 비만관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만관리를 위한 최

적의 방법은 규칙적인 지구력 운동과 약간

의 칼로리 억제를 같이하고 영양결핍은 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정상 성인은 하루 1,200kcal 이상을 섭취해

야 하고 영양요구량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음식배분이 되게 해야 한다.

케톤증과 같은 대사적 교란이 없는 점진적

인 체중감량을 가져올 수 있는 음성 칼로리 

균형(하루 500~1,000kcal를 초과하지 않

는)을 유지해야 한다. 주당 최대 칼로리 감

량은 1kg으로 해야 한다. 

일일 300kcal 이상의 칼로리 소비를 도모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

다. 이것은 걷기와 같은 중등도 강도의 지

속시간이 긴 운동으로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

성취된 보다 낮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일

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식습관과 

신체활동 습관을 제공하라.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중 운동을 

계획할 때는 총칼로리 소비를 높이기 위해, 

운동강도와 지속시간 사이의 균형을 조절

해야 한다(성인은 주당 1,000~2,000kcal 

그리고 일당 300~500kcal). 비만자는 정

형외과적 부상에 대한 상대적 위험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강도가 심폐지구력 향

상을 위해 추천되는 운동강도 또는 이보다 

낮은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체중부하가 되

지 않는 활동 또는 운동형태를 순환하는 것

이 필요하고, 운동 빈도와 기간 등을 여러 

번 조정할 수도 있다.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는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기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

며,	사무직을	비롯한	모든	직업군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

시	운영하고	있으며,	스트레칭	방법	및	실습을	개별적으로	또는	사업체	단위로	제공한다.	모든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다.	 문의 www.gdwhc.or.kr, 031-739-9301

구 정 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비만관리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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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태도시 성남

오는	4월	한국	방문	예정인	외국인입니다.	방문	기간	중	14일간	머물	곳으

로	게스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이용금액	180만	원을	미리	지불했으나	사

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규정이	궁금합니다.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광고	카피를	써오고	있으며	지금은	

‘정철카피’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	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정철	카피라이터

봄은 한 글자다. 여름, 가을, 겨울은 다 두 글자인데 

봄만 달랑 한 글자다. 왜 신은 봄에게만 한 글자 이름을 

붙였을까. 왜 봄만 외롭게 만들었을까. 

시작하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모든 시작은 외롭다. 

사랑도 공부도 사업도 시작이 어렵다. 하지만 봄을 

견뎌내면, 시작하는 외로움을 견뎌내면 따뜻한 여름이 

안아준다. 풍성한 가을이 달려온다.

봄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했던 척촉, 철쭉 이야기

도시형 민박 선불 후 해약 시 환불 규정

봄을 알리는 많은 꽃들 중 철쭉이 빠

질 수 없다. 진달래에 이어 꽃을 피워 

‘연달래’란 별명을 가진 철쭉은 잎보

다 꽃이 먼저 피는 진달래와 달리 꽃

과 잎이 같이 난다. 

진달래가 서운하겠지만 우리 조상들

은 진달래보다 철쭉을 더 아름답고 품

격 있는 꽃으로 봤다. 조선 전기 문신

인 강희안이 지은 우리나라 첫 원예백

과사전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화목구품’이라고 해 꽃나무의 품계를 

1품에서 9품으로 나눴는데 우리나라 

진달래를 6품으로 둔 반면 철쭉을 3품

으로 쳤다. 

옛 사람들은 철쭉을 ‘척촉(蹠矗)’이라

고 불렀다. 여기서 ‘척(蹠)’과 ‘촉(矗)’

은 모두 머뭇거린다는 뜻이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꾸만 걸음을 멈추고 꽃을 보게 된다

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척촉이 변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한다. 철

쭉은 다른 말로 ‘산객(山客)’이라고도 

불렸다. 

철쭉과 관련된 이야기는 ≪삼국유사≫

에도 나온다. 바로 ‘헌화가’. 신라 성

덕왕 때 순정공이 부인인 수로와 함께 

강릉태수로 부임해 가던 중 잠시 쉬게 

됐는데 수로가 바닷가 절벽에 피어 있

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갖고 싶어 했

다. 그러나 천 길 낭떠러지에 피어 있

는 꽃이었기에 따다 바치는 이가 아

무도 없었다. 그때 소를 몰고 지나가

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기꺼이 나

서 꽃을 따다 바치며 부른 노래가 이 

헌화가라고 한다. ‘붉디 붉은 바위 끝

에/ 잡은 암소를 놓아두고/ 나를 부끄

러워 아니 한다면/ 저 꽃을 바치겠나

이다.’ 수로가 탐냈던 그 꽃이 다름 아

닌 철쭉이었다. 

또한 1441년 세종 23년 봄에 일본에

서 철쭉 두 분을 보내온 것이 기록에 

등장한다. 왕이 이 꽃을 대궐에 심도

록 했는데 무척 아름다워 중국 춘추전

국시대의 미녀인 서시와 비교할 만하

다고 했다. 철쭉은 아름답지만 마취

성분을 포함해 유독성분을 지닌 꽃이

기도 하다. 

그런데 야생에서 잡목과 풀들을 먹는 

동물들이 입을 대지 않은 나무가 있으

니 바로 철쭉이다. 본초강목에는 양이 

철쭉을 먹으면 죽기 때문에 양척촉이

라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다 보니 곳

곳에 야생 철쭉 군락지가 많다. 독성 

외에도 철쭉은 꽃받침 주변에서 끈끈

한 점액이 묻어나는 특징이 있다. 새순

을 갉아먹는 벌레들에게 이 점액질은 

치명적이다. 새순을 먹으려다가 점액

질에 발이 묶여 꼼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연약한 식물이지만 

이렇듯 지혜로운 방어전략이 있어 살

아남고 우리에게 화사한 꽃을 선물하

는 것 같다. 

철쭉은 성남의 시화이기도 하다. 4월 

말에서 5월 초 철쭉 만개 시기에 매년 

성남 상적동 옛골에서는 철쭉축제가 

열린다. 올 봄엔 가족과 함께 철쭉축

제에서 철쭉의 매력에 흠뻑 빠져 행복

한 추억을 만들어보면 좋을 듯하다. 

△청계산 철쭉축제 문의 : 031-729-5882

   (고등동 주민센터)

△장소 : 상적동 294-4번지(상적3통 공영주차장)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소비자 Q & A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⑲

정부는 2011년 관광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게스트하우스나 홈스테이를 도시민박(또는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 사업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주민이 거

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

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의 230㎡ 미만 단독주택 또

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의 경우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명

확한 분쟁해결기준은 없지만, 유사업종인 숙박업 관련기준을 적용해 해결하

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예정일이 10일 이상 남았다면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

능하며,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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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청소년

클릭! 청소년수련관

•참여방법	:	홈페이지	사전예약(무료)	/	선착순
•문의	:	031-8016-0100,	http://psh.snpark.net

판교생태학습원 4월 교육 프로그램

판교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에코

런닝맨

매주	목요일

10:00~11:30
화랑공원

	초·중등	단체

(학급/동아리)

•	초·중등	단체	프로그램으로	화랑공원	곳

곳에	숨겨진	생태환경	관련	미션을	찾아	

수행하는	프로그램

•	우천	시	내부	프로그램으로	변경	진행

생태환경

활동가 

체험

매주	목요일

13:30~15:00
체험학습실

중등	단체
(학급/동아리)

•	중등자유학기제	직로체험으로	생태환경

활동가가	돼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

성에	대해	알고	멸종위기동물	보호	캠페

인(광고)	제작을	진행해보는	프로그램

•	오전	에코런닝맨과	함께	신청해	종일	체

험	가능

가족생태

교실

매주	토요일

14:00~15:30
체험학습실 5세	이상	가족

•	계절과	절기에	맞는	주제별	관찰	및	체

험으로	가족이	함께	자연을	즐기는	프로

그램

■ 4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명사 초청 강연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장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인원 : 선착순 600여 명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5

회차 일자 강의주제 강사 약력 주요할동 및 저서

7강
4.14(목)
10:00~11:30

행복한	미래는
평생	현역에	
있다

강창희
트러스톤연금
교육포럼	
대표

	-	도시샤대학교	대학원
				상학연구학	석사
	-	미래에셋	부회장(2004~2012)
	-		굿모닝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2000~2003)

8강
4.28(목)
10:00~11:30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정철
정철
카피대표

	-	고려대	경제학과	졸
	-	MBC	애드컴	카피라이터
	-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겸임교수	
	-	«카피책»,	«한	글자»	외	
				다수	저술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사무국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사업	「청춘당당」

4.29(금)

15:30

가천대학교

(예음홀)

성남지역

	후기	청소년

(19~24세)

-	1부	:	명사초청	특강(강사	최진기	–	오마이스쿨	대표)

-	2부	:	소통의	시간(토크	콘서트)

			·	패널출연	:	시장님,	강연자,	청년대표,	사회자	등

4.4~4.28

인터넷	접수
729-9072

자유학기제	맞춤

사업	설명회

4.12(화)

16:00
중원수련관	공연장 중학교	담당교사

-	성남시청소년재단	자유학기제	맞춤사업	공개	안내

			·	프로그램	설명	및	상담,	현장접수	지원
- 729-9071

수정

수련관

우리들이	만드는	그린뉴스
4.23(토)	~

4.24(일)
수련관	및	식물원 초등	3~6	

-	생태수업	및	견학,	환경신문	만들기,	환경관련	체험활동	등

※	참가비	:	1인	10만	원(인증	제514호)

4.4(월)~

방문접수
729-9268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5.16(월)	~	

5.20(금)
수련관

관내	청소년 -	예선대회	4개	부문	16종목(음악5,	무용7,	사물놀이2,	문학2)

4월	중

729-9255

청년상상	기획단	모집 연중
대학생	및

후기	청소년

-	놀이에	대해	연구해보자(청소년	교육용	놀이활동	기획	및	보급)	

※	활동별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청년상상기획단	수료증
729-9252

상담복지

센터

종합심리검사

연중
학교	및	기관

청소년	및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
-	K-WISC-IV,	로샤,	BGT,	MMPI-A,	HTP,	KFD,	SCT

공문접수 729-9133

부모교육 학부모 -	부모	집단상담(의뢰사유별	맞춤형	집단상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관내 위기	청소년 -	찾아가는	상담,	자원연계	등 상시접수 729-9134~6

서현

수련관

인문학	탐험	

「셰익스피어에서		

해리포터까지」

5~12월

수련관	및	

해외활동지

(영국)

후기	청소년

(대학생)	15명

-	사전활동	:	주제별	독후활동,	문화	및	대사관	현장체험		

-	본	활	동	:	주제에	따른	작가	생가	찾기,	미션활동		

-	사후활동	:	개인별	스토리텔링	제작·발표,	봉사단	후속	활동	등

4월	중 729-9434

「북세통」	

하브루타	독서토론
6.3~6.24

수련관

초등	3~6
-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유대인식	토론기법	습득과	

			탈무드	텍스트	

4.12~	 729-9431
「북세통」	

살아있는	동화구연
6.7~6.28 성인

-	자녀에게	독서에	대한	재미와	흥미유발	및	올바른	독서습관을	

			길러줌

「북세통」	

살아있는	숲속의	도서관

5.21(토)

5.28(토)
초등생

-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율동공원의	역사적	현장체험	및	숲	

			체험을	접목하여	행행한	생태도서관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정자

수련관
심리검사 연중 수련관

만6세	이상

청소년·성인	

-	지능검사	[K-WPPSI/K-WISC-Ⅲ/Ⅳ/K-WAIS]

-	성격/인성/학습전략[MLST]/진로적성
유선문의 729-9542

판교

수련관
생태환경	자연탐험 연중

금토산

일대

초·중학교	청소년

(10명	단위)

-	생태환경	속	자연체험	및	놀이활동	실시

-	월~금	14:00,	16:00/	토	10:00,	14:00(2시간	소요)

-	1회기성	일일체험,	4회	이상	연간체험	택일

방문접수 729-9653

△교 육 명	:	[성인단체교육]	돌에	그린	한글꽃

△교육내용	:	나만의	한글	인장(도장)	만들기

△교육기간	:	2016.	3~11월	중	수요일(총	10회)

△교육시간	:	2시간

		☆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야간	운영	가능

△교육대상	:	성남시	관내	기업	및	재직	직장인	등	성인	단체

△교육인원	:	단체	30명	이내

△교육장소	:	판교박물관	교육실

△접수기간	:	상시	접수(교육일	최소	2주	전)	

△접수방법	:	판교박물관	전화	접수

△문      의	:	판교박물관	031-729-4536														

																	www.pangyo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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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성남시평생학습관 평생누리홀에서 시민참여형 

공감학습 프로그램 ‘성남시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평생학습관 특강 사업의 일환으

로 생애 주기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의 

걱정거리들을 주제로 다룬다. 

첫 번째 걱정 주제인 결혼 & 육아를 시작으로 취업 & 이

직 & 은퇴, 만남 & 이별, 나 & 가족, 나 & 내가 아닌 사

람까지 총 5회차로 진행된다.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강좌형태가 아닌 TV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기획돼 시민들이 걱정 주제에 대해 나누는 현

장의 스토리로 꾸며지며, 각 주제별 15세 이상의 시민 

선착순 50명만이 참여할 수 있다. 1,2회차 프로그램은 3

월 25일까지 신청 완료했고 3회차부터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은 성남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

seongnam.go.kr)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

항은 성남시평생학습관(031-729-4601~5)으로 문의하

면 된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운영팀 031-729-4602

걱정 많은 시민을 초대합니다

성남시민 톡투유, 걱정말아요 그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2016 정동하 전국투어 콘서트
일시	:	4.2(토)	17:00	

가격	:		VIP석	11만	원,	R석	9만9천	

원,	S석	7만7천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1566-9786

3 4 5 6 7 8 9
뮤지컬 〈레베카〉 - 성남 
일시	:	4.9(토)∼4.10(일)	15:00/19:00	

가격	:		VIP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1588-0766

10 11 12 13 14 15 16
유진섭 바이올린 독주회 
일시	:	4.15(금)	20:00		

가격	:	전석	2만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2-588-2510

17 18 19 20 21 22 23
성남청년작가전 1
변윤희 : 하여가
일시	:		~4.17(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	개관)	

가격	:	전석	무료	

장소	: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000

2016 마티네 콘서트 
- 시인의 사랑(4월)
일시	:	4.21(목)	11:00	

가격	:	전석	2만5천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783-8000

연극 만원(滿員) - 거기
일시	:		4.22(금)∼4.24(일)	

								금	16:00,	20:00	

								토∼일	14:00,	17:00		

가격	:	전석	1만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	031-783-8000

2016 장범준 전국공연 
<사랑에 빠져요> - 성남
일시	:	4.23(토)	18:00	

가격	:	R석	9만9천	원,	

									S석	8만8천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1544-1555

24 25 26 27 28 29 30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24(일)	14:00

								(성남시향·국악단)

가격	:	무료	

장소	:	모란시장	야외특설무대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25(월)	12:00	

								(성남시립합창단)

가격	:	무료

장소	: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26(화)	20:00

								(해외실내악	한경챔버)

가격	:	전석	1천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27(수)	20:00

								(성남청소년시립교향악단)

가격	:	전석	1천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28(목)	19:30

								(성남	현악챔버)

가격	:	무료	

장소	: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경기 실내악 축제 
with 핀커스주커만
일시	:	4.29(금)	20:00	

가격	: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	031-230-3440∼2

Seongnam 
Love muSic FeStivaL
일시	:	4.30(토)	19:30

								(국악,	합창,	시립교향악단)

가격	:	무료	

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2016 4

※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반달갤러리, 갤러리 808 등은 성남아트센터에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 031-783-8000

이달의 공연·전시

회차 걱정 해소되는 날    걱정 주제 신청기간

3걱정
4.6(수)	

19:00~21:00
만남	&	이별

3.28	09:00	~	
4.1	18:00

4걱정
4.20(수)	
19:00~21:00

나	&	가족
4.11	09:00	~	
4.15	18:00

5걱정
4.27(수)	

19:00~21:00
나	&	내가	아닌	사람

4.18	09:00	~	
4.22	18:00



보평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딸아이

의 포스터다. 성남의 자랑거리들을 아

이의 눈으로 집약해서 잘 표현한 것 

같다. 

경이는 환경의 경, 수리는 기술의 술

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딸아이의 설명

을 듣고 보니 환경과 기술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성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도시로 표현되

는 것 같다. 

성남은 아이들까지도 행복한 도시임

이 틀림없다.

윤은희
분당구 백현동

경이와 수리는 

뭘까요?

방송 TV드라마에서 신혼부부의 대화

가 서로에게 늘상 “했니?” 혹은 “그래

라” 하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

용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이게 TV에

서만의 일일까. 

내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결혼 초부터였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던 중 비행기 안

에서 우리 바로 앞자리에 앉은 신혼

여행 부부가 계속 다투는 소리가 들

렸는데 시종일관 두 사람의 대화체

가 그냥 반말이 아니라 완전 “야!”와 

“너!”는 기본이었고 아내조차도 “네

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결혼 전

의 친구나 연인 사이와 달리 결혼 후 

부부생활에는 격식과 최소한의 예의

가 따르는 법인데 두 사람은 전혀 상

관 안 하는 듯했다. 

그렇게 싸우는 소리를 비행기 안에서 

달리 피할 도리 없이 거의 30분 정도 

듣노라니 참 힘들고 피곤한 신혼여행 

귀가길이 되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아내가 나더러 “여

행 가방 치우고 차 한 잔 해요”라며 

존댓말을 쓰는 게 아닌가. 그 말이 무

척 따스했고 진정성이 담겨있었다. 

물론 우리도 연애기간 내내 서로 반말

을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나는 약간 뜬

금없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왜 그래...요?” 하며 물었다.  

아내는 잠시 전 비행기 안에서의 일

을 설명하며, 옆에서 들으니 부부간

의 반말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생

각이 들어서 앞으로 평생 내게 존댓

말을 쓸 거라며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아내의 그런 행동에 남편인 나는 대

찬성이었고 우리 부부는 이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그렇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바르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존댓말을 사용해가며 지도

한다고 한다. 

서로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고 서로 존경

하는 마음자세로, 그리고 언어도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노력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본이 되고 좋

을 것이다. 부부지간, 존댓말 쓰면 부

부싸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오수금
분당구 정자동

부부 여러분, 
존댓말 

써 보세요

독 자 포 토

P H O T O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사진(성

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

니다.	2016년 4월 7일(목)까지	보내주세요(주소·

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

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시청육교 개통하다    김옥령 l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시청	앞	육교가	개통됐다.	‘도시	이미지의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는	육교의	디자인은	많은	시민과	성남의	앞날을	축복해	줄	

것이다.	특히,	밤의	시청육교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다.	

봄 봄 봄    이정순 l 분당구 금곡동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의	향기	그대로~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봄맞이	탄천을	

걸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솔솔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간

다.	아름다운	날이다.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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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http://snvision.seongnam.go.kr

27

성남안테나

수정구청 분당구청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대상 l		복지,	연구	및	기술개발,	농·축·임업,	교통,	교육,	체육,	문

화예술,	노동,	산업,	기타	부정수급(10대)

기간 l	4.30(토)까지

접수 l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	:	02-2110-0678

								-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문의 l 전국	국번	없이	110

4월 중 생활쓰레기 배출 변경 안내

일자별 생활폐기물 수거

일시
매주(토)
4.2/4.9

4.12(화)
매주(토)

4.16/	4.23/	4.30

수거
안내

미수거
미수거

(사유	:	제20대	총선일	
대행업체	휴무로	전날	미수거)

미수거

기존	:		토요일	미수거	→	변경	:	토요일	미수거	&	주중	공휴일		

								전날	미수거

※	일부	공동주택은	수거시간이	달라	위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성남시 청소행정과 031-729-3192

성남시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모집 l 약간	명

요건 l 만55세	이하	성남시	거주	여성

연습 l 주	2회(매주	화·목요일	10:30∼13:30)

성남시 여성합창단 010-3261-9386

경로식당 배식봉사자 모집

내용 l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

장소 l 복지관	내	식당,	매주	화∼금(날짜협의	가능)

혜택 l 중식제공,	봉사시간	인정

분당노인종합복지관 031-785-9236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을 모십니다

대상 l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중	장기요양	2∼4등급	어르신

내용 l 식사,	간식,	신체활동지원,	간호,	훈련프로그램	지원	등

황송노인주간보호센터 031-602-1341, 1481

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소비자 교육 

어린이 금융소비자경제교육

기간 l 4월~10월

대상 l 초등학교	4학년	50학급(선착순)

학교급식 잔반 줄이기 교육

기간 l 4월~10월

대상 l 성남시내	초·중학교	4개교	전교생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031-756-9898, 이메일(snkeui@chol.com) 

엄마품처럼 따뜻한 베이비시터 ㈜시니어맘

대상 l 50세	이상(60대	참여가능)

신규교육(취업	대비) l 4월	11~15일	

서류 l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사진	각	1장	

돌봄가정(신생아~초등생)	모집 l 수시

㈜시니어맘 031-739-2963~4

시니어 교통안전 교육 ‘베테랑 교통안전 교실’ 참여자 모집

대상 l 성남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모집 l 안전보행교육	80명(1기수당	20명),	안전운전교육	40명			

								(1기수당	10명)	-	연중

교육 l 안전보행교육,	안전운전교육,	도전!	골든벨,	캠페인	외	

								4~7월(매월	1기수당	교육/매주	수·금요일),	8~10월(행사)

기타 l 안전운전	교육수료자	자동차보험료	5%	지원,	

								골든벨	행사	우선참여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031-752-3366

성남상공회의소 기업가 자산관리과정 모집

기간 l 4.11~7.11(13개월	13주간)	매주	월요일	19:00~21:00		

장소 l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3층)	

자격 l -	기업가	및	후계자,	개인사업자

								-	기업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기업경영자문인

								-	금융	및	부동산	관련	투자기관	경영자	및	관리자		

방법 l  4.1(금)까지	방문	

								이메일(sansu@korcham.net)	

								팩스(031-781-7758),	우편

								※홈페이지(www.sncci.net)	공지사항에서	원서	다운로드		

등록금 l  150만	원	

성남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 031-781-7903

노동부 국비지원 무료 훈련생 모집

기계정비 무료 교육생 모집

일정 l 3.29(화)∼6.23(목),	추후면접예정

기간 l 3개월(360시간)	주5일	6시간,	24명

자격 l 기업체	위탁훈련생,	구직희망자,	미취업자

홈페이지 l http://sanhak.kopo.ac.kr/seongnam	

안드로이드 임베디드 시스템 무료 교육생 모집

※	C프로그래밍	가능자,	추후면접예정

일정 l 4.5(화)∼6.30(토)

기간 l 3개월(360시간)	주5일	6시간,	24명

자격 l 기업체	위탁훈련생,	구직희망자,	미취업자

홈페이지 l http://sanhak.kopo.ac.kr/seongnam	

한국폴리테대학 031-739-4132, 4143

여성가족부 지원 세무회계사무원 양성교육

기간 l 4.18~6.29	월~금요일	09:30~13:30

대상 l 미취업	여성

내용 l 전산회계	이론	및	실무,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실무	등	

접수 l 4.1(금)까지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	

교육비 l 10만	원(수료	시,	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지역주민에게 오픈된 분당열병합발전소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l 4월	매주	수요일	14:00~15:30	

대상 l 성남시	거주	성인,	아동,	학생	

내용 l 발전소	견학	및	설비소개,	전력사업의	이해,	안전체험교

육,	원예학습,	진로상담

신청 l 전화	접수(※	신청자	20인	이상	모집	시	진행)			

발전소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는 

매연이 아닌 수증기입니다 

분당열병합발전소는	도심에	위치해	바닷물과	같은	별도의	냉매

가	없다.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열과	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냉

각탑을	이용한다.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습공기와	냉각탑	주변	

찬	공기가	섞이는	과정에서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것을	공해물

질로	오해하는데	이는	순수한	수증기이자	겨울철	사람의	입김

과	같은	원리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본부 가치창조부 홍보파트 070-8898-6820~1 

www.sujeong-gu.or.kr www.bundang-gu.go.kr

 ※ 중앙도서관 교육일정 문의 : 031-729-4633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컴퓨터	기초

성남
시민

5.2~5.27	
월~금

10:00~12:00

4.15(월)	09:00	~	
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sujeong-gu.
or.kr)

※컴퓨터	기초과정
전화접수	가능

031-729-5071

파워포인트	기초

5.2~5.13

월~금
13:00~15:00

스위시맥스	기초
월~금

15:30~17:30

파워포인트	활용

5.16~5.27

월~금
13:00~15:00

스위시맥스	활용
월~금

15:30~17:30

한글	중급 5.2~5.27
월·화·목·금
18:30~20:30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컴퓨터	기초

성남
시민

4.4~4.22

월~금
10:00~12:00

3.30(월)	09:00	
~	4.30(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bundang-gu.

go.kr)

031-729-7078
컴퓨터기초반만
전화접수	병행

※실명인증	후	
접수진행

-	핸드폰문자,
공공아이핀	
등으로	

실명인증	후	접수

1인	1강좌	원칙
(야간	별도)

ITQ	한글(자격증반)
월~금

13:00~15:00

스마트폰	왕초보

4.4~4.12
월~금

15:30~17:30
4.14~4.22

인터넷	활용 4.25~5.13
월~금

10:00~12:00

속성	오피스
4.25~6.3
(6주)

월~금
13:00~15:00

블로그 4.25~5.13
월~금

15:30~17:30

스위시맥스4

5.16~6.3

월~금
10:00~12:00

포토샵
월~금

15:30~17:30

한글	기초

6.7~6.24

월~금
10:00~12:00

엑셀	기초
월~금

13:00~15:00

멀티미디어
월~금

15:30~17:30

야간3	/	GTQ	2급
(자격증반)

4.4~4.29

월·화·목·금
18:30~20:30

야간4	/
엑셀	기초

5.2~5.27

야간5	/	
파워포인트

5.30~6.24

4 . 5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작은 배려 큰 감동   존댓말!

수정도서관 http://sj.snlib.net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SNS카페/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활용

성남시민
5.3~
5.27

화~금
10:00~11:30 4.22(금)	10:00	~	

4.25(월)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

컴퓨터와	인터넷	
200%	활용

화~금
13:30~15:00

포토샵+일러스트
실용디자인

성남시민
주말반

	5.7~
5.28

토
10:00~12:00

중원도서관 http://jw.snlib.net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플래시
카드메일

성남시민 5.2~5.26
월∼목

10:30~12:00
4.19(화)	10:00	~	4.21(목)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031-752-3913
속성!	스마트앱	
활용비법

성남시민
주말반

5.7~5.28
(3회)

토				
10:00∼13:00



탄천 꽃길에서 만나는 성남시 자전거주치의 

60리 탄천 자전거길… 안전하게 자전거 타요

탄천 자전거도로

태평
벚꽃 4경

야탑동 벚꽃 3경

제생병원 앞 
벚꽃 2경

구미동 
벚꽃 1경

고정식 자전거정비소  분당구 야탑동 만나교회 뒤 탄천 공터

이동식 자전거정비소  35곳 동 주민센터와 9곳 초·중·고등학교(순회일정)

이용시간  6월 30일까지 월~토요일(일·공휴일 제외) 10:00~17:00 

이용료
 무료(자전거 바퀴 펑크 수리, 제동장치·체인·변속기상태 확인과 교정, 기름칠 등 안전운행에 관한 점검) 
 이용자 부담(1천 원 이상의 자전거 부품은 원가 수리)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성남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자전거 > 운영일정/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참조

문의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

법화산	자락에서	발원한	탄천은	그	줄기의	25km가	성남을	지난다.	

성남	벚꽃	8경	중	네	곳은	탄천	자전거길	곳곳에서	찬란하게	봄을	

수놓는다.	벚나무	사이를	느린	걸음으로	만끽하는	이들도	있지만,	벚

꽃	잎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어	자전거	안장에	오르는	이들도	있다.	

이때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자전거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겨우내	방

치됐던	자전거가	불협화음을	내는데도	무시하고	페달을	밟으면	안전

사고의	위험은	커진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한다.	정비전문가와	성남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4명은	6월	30일까지	순회일정에	따라	출장현장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	준다.	

중고자전거를	구입해	외출할	때마다	이용한다는	황기정(89·야탑2동)	

어르신은	지난해부터	자전거	정비소를	찾는다며	“자전거를	뚝딱	수

리해	주는데	매우	고맙지!”	하며	올해	운영시간과	연락처를	적어간다.	

지인이	알려줘	정비소를	처음	찾았다는	김문식(이매동)	씨는	“뒷바퀴

의	심보너트가	풀린	것을	모르고	자전거를	탔는데	전반적으로	손봐

줘서	편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안	중	반장(이동식	자전거	정비

소	담당)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하게	자전거	타는	방

법도	꼼꼼히	알려	준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수리받을	자전거가	10대	이상인	지역	내	사업장

의	단체정비	신청도	받아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는	

성남시민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이라면	이	자전거보험에	자동가입되며	성남시를	

벗어난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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