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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6월

6월 11일 개장하는 정자동물놀이장



http://snvision.seongnam.go.kr

02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는 제61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

을 기리고 전후(戰後) 세대들에게 보

훈의 참뜻을 알리기 위해 범시민 호국

보훈 행사를 연다. 

오는 6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현충

탑(수정구 태평4동 소재) 경내에서 보

훈단체장과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61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갖

는다. 

범시민 헌화운동도 오전 10시~오후 5

시 현충탑(6.8까지)과 야탑역 광장에

서 펼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한다.  

청소년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초�중�고등학생 현충탑 참배(6월 

7~8일) △호국�보훈 사진전시회(6월 

4~8일 남한산성공원, 현충탑, 야탑

역 광장)를 연다. 

현충일 전 가정 태극기 달기도 추진

한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오전 7시~

오후 6시 조기를 달고, 경건한 마음

으로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

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

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는 시간을 가

져 보자.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 너비

만큼 내려서, 집 밖에서 볼 때 대문

(공동주택은 앞 베란다) 왼쪽에 게양

하면 된다. 

현충일, 자녀의 손을 잡고 현충탑을 

참배하면서 당신들의 희생으로 ‘평화

의 오늘’을 물려준 ‘6월의 그분들’을 생

각해보면 어떨까. 

시는 보훈단체와 연계해 천안함 방문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갖고 시민 안보

의식과 군부대 사기를 높여 왔다. 앞

으로도 다양한 호국보훈 시책과 보훈

단체 지원으로 앞서가는 호국보훈도

시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031-729-2824

호국보훈도시 성남

당신을 기억합니다! 
예부터 국운을 가름했던 역사의 중심지 남한산성이 위치한 성남. 

지리적�역사적 안보 중심지답게 발 빠르고 다양한 시책으로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독립유공자가 존경받는 성남 
성남시 보훈단체 

단  체  명 대표자
설립
연도

보훈처
등록회원

연락처

광복회 성남시지회 이점식 1991 203 031-735-0815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송병조 1973 1,629 031-756-0123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이계순 1963 916 031-754-9492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박건용 1963 859 031-756-3075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유순곤 1992 2,497 031-756-3131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장근식 2001 2,248 031-734-1677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박승환 2000 583 031-736-2992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박승환 2008 52 031-751-8240

월남전참전자회
성남직할회

최정수 1987 3,476 031-736-4002

•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년 6월) 

	

•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	생존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	30만	원

		-	생존애국지사	생일	위문	20만	원

		-	생존애국지사	광복절	위문	20만	원

		-	생존애국지사	사망	조문	100만	원

		-	애국지사	유족	광복절	위문	10만	원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	본인과	배우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	보훈명예수당	5만	원

		-	명절	보훈가족	위문	5만	원

		-	사망위로금	20만	원

		-	고령·와병	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5만	원

		-	100세	이상	국가	유공자	생일	위문	15만	원

•  보훈일자리 사업 : 보훈회원 230명 

2016.5.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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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이 7곳 늘어 모두 28곳의 

병원·기관·업체가 외국인 진료·쇼핑 관련 사업 활성

화에 나서게 됐다. 

성남시는 5월 3일 의료관광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7곳의 병원·기관·업체에 ‘성남시 의료

관광 협력기관 지정서’를 줬다.

새로 지정서를 받은 곳은 분당자생한방병원, 바른

세상병원, 누베베한의원, 현대백화점 판교점, 국제

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 대한불교천태종 대광사, 

민속공예전시관 입주자치회다. 

협력기관은 지역 내 우수 병·의원의 선진 진료 체계

를 외국인들이 체험하고, 쇼핑 등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각각의 역할을 다해 성남시는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에 관한 지원을 하고, 협력 병원과 의원은 선진 진

료 체계와 의료 서비스를 관광 상품화한다. 

관광 업체는 해외 관광객을 성남에 유치하고, 백화

점은 관광객에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협회는 코디네이터 인력 

양성을, 대광사는 템플스테이를, 민속공예전시관 

입주자치회는 민속공예 체험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1만여 명의 외국인이 지역 의료 

관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관광 지원센

터 설치·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3년 1,975명, 

2014년 6,15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28곳으로
7곳 늘어… 병원·기관·업체, 외국인 진료·쇼핑 관련 사업 활성화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정서 수여 행사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방재정개혁 Q&A

매년 1,000억 원대 
세입 삭감 ⇨

•노인 일자리 등 자체사업 전면취소
•연 1,200억 원씩 빚 갚던 모라토리엄시절 회귀 

Q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이란?

A  성남시민 세금 약 1,000억 원, 경기도 6개 시 세금 

약 5천억 원을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

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

남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	5천	억원	중	7%가	넘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사실상 거덜납

니다.

성남뿐	아니라,	수원(722억),	용인(813억),	화성(1,246억),	고

양(740억),	과천(297억)도	빼앗기는데,	이렇게	빼앗은	약	

5,000억	원	중	경기도가	2,000억	원을	다른	시군	지원에,	

정부는	3,000억 원을 다른 시도 지원에 사용합니다.	이	

돈을	뺏기면,	고양�과천은	교부단체(세입이	비용보다	적

어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	시는	

가난뱅이	도시가	되지만,	다른	지자체	수혜는	수	억	내

지	수십	억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누기	하향평준화가 될 

뿐입니다.					

※	내년에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소득세도	절반

(성남의	경우	약	530억	원)을	더	빼앗아가겠다고	합니다.	

Q  정부안대로 매년 1천억 원을 뺏기면 시민의 삶

은 어떻게 되나요?

A  성남시는	인건비	등	경직경비를	빼고	쓸	수	있는	가

용예산이	2,600억	원	가량인데,	이	중	1,000억	원을	빼

앗기면	시립의료원 건립, 어르신일자리, 각종 복지관�공

영주차장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

육료 지원, 교복 지원, 청년배당은 물론 복지종사자 처

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대부분의 성남시 독자

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축소�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

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천억	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

돌아갑니다.

Q  성남은 ‘부자도시’니까 다른 도시 좀 도와주면 

어떠냐?

A  6년	전	성남시가	7,285억	원의	빚더미를	안고	모라

토리엄을	선언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성남시	세금은	크

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부정부패	없애

고,	세금낭비	줄이고,	꼼꼼하게	세금	제대로	걷어	빚	청

산하고	재정정상화	한	것입니다.	

부자도시란 세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시민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투명하게 잘 쓰

는가’ 하는 능력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자도시 운운은 

시민세금을 빼앗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이간질하는 

유치한 발상입니다.

Q  다른 가난한 시나 군을 돕기 위해 조금 나누자

는 것이라던데?

A  물론	재정상황이	성남보다	열악한	시군들이	있고,	

그런	시군들에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

남시와	6개	도시는	시민이	낸	부동산세	중	이미	55%를	

타	시군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만 남기고 20%를 더 빼앗아 가난뱅이 도시로 만드

는 것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상향하는	것이	목적인데,	정부안은 ‘다 같이 못살아보자’

식 지방자치 하향평준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확보입니다.	그런데,	현

재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

가는데,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60%를	담당합니다.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상향평준화의 길이며, 제대로 된 지

방자치를 위한 대안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

목을	확보해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책임을	

강화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 확충

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인데, 그 책임을 지

방자치단체에, 바로 우리 성남시와 5개 도시에 떠넘기

려 합니다. 

Q  지방재정은 왜 나빠지는 건가요?

A  지방세	세입은	일정한데,	정부가	재정부담과	국가사

무를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낼	돈을	지방이	대신	

내게	하는	것	중	기초연금이	대표적인데,	성남시는	작년

에만	477억	원을	정부	대신	부담했고,	이외에	보육료	등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습니다.	그	외

에도	민방위�국세징수�자동차관리�지적조사�지방선거	등	

국가사무를	대신	처리시키고도	그	비용을	주지	않아	살

림이	점점	궁핍해지고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

습니다.	정부	때문에	생긴	지방의	재정파탄을	성남시	등	

6개	도시에	떠넘기는	것,	즉	다른	지방의	재정파탄을	성

남시	등	6개	도시	시민들이	떠안게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못된	처사입니다.



http://snvision.seongnam.go.kr

04

성남은 합니다

먼 해수욕장을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 하며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로 무더

위가 일찍 찾아옴에 따라 성남 지역 

내 물놀이장 20곳이 예년보다 일주

일 앞당긴 오는 6월 11일 일제히 문

을 연다. 

탄천 둔치에 조성된 탄천 물놀이장은 

모두 5곳으로 휴게 그늘쉼터, 샤워시

설, 간이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

추고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

다. 탄천 야탑 물놀이장은 다양한 연

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

보수를 마쳤다.  

물놀이장은 8월 21일까지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소독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쉰다(능골

공원 물놀이장은 일요일 휴장).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

생관리를 위해 각 물놀이장에 안전요

원을 배치하고 소독과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해 이용자들이 다시 오고 싶은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물놀이장은 지난해 하루 평균 

7,212명, 연인원 29만3,884명이 다녀

가는 등 도심 속 물놀이 명소로 사랑

을 받았다.  

이번 여름피서는 물놀이 천국, 성남

으로 가 보자. 

하천관리과 시설관리팀 031-729-4343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여름 피서는 물놀이 천국, 성남에서!
탄천ㆍ공원ㆍ놀이터 물놀이장 20곳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 11일 개장… 8월 21일까지 운영

태평물놀이장
•위치	:	수진동	삼정아파트	앞	탄천둔치

•면적[㎡] :	1,263

•주요 시설 :	발지압장

•문의 :	하천관리과	031-729-4345

야탑물놀이장
•위치	:	야탑동	만나교회	앞	탄천둔치

•면적[㎡] :	799

•주요 시설 :	물놀이장

•문의 :	하천관리과	031-729-4345

	

맴돌공원
•위치	:	분당구청	뒤	탄천둔치

•면적[㎡] :	828

•주요 시설 :	발지압장

•문의 :	하천관리과	031-729-4345

	

정자물놀이장
•위치	:	신기초등학교	정자역	앞	탄천둔치	

•면적[㎡] :	1,029

•주요 시설 :	발지압장

•문의 :	하천관리과	031-729-4345

금곡물놀이장
•위치	:	구미동	불곡중학교	앞	탄천둔치

•면적[㎡] :	960

•주요 시설 :	발지압장

•문의 :	하천관리과	031-729-4345	

희망대공원
•위치	:	수정구	신흥동	2440번지	

•면적[㎡] :	1,462

•주요 시설 :	벽천분수	등	8종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단대공원
•위치	:	수정구	산성동		509,	510번지	일원

•면적[㎡] :	1,398

•주요 시설 :	벽천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영장공원
•위치	:	수정구	태평4동	산47-1		일원

•면적[㎡] :	1,790

•주요 시설 :	벽천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은행공원
•위치	:	중원구	은행1동	산62-1	일원

•면적[㎡] :	1,800

•주요 시설 :	벽천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능골공원
•위치	:	분당구	정자2동	103번지	일원

•면적[㎡] :	2,085

•주요 시설 :	벽천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대원공원
•위치	:	중원구	중앙동	1436번지

•면적[㎡] :	900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4종

•문의 :	공원과	031-729-4274

	

산성동(은빛나래) 놀이터
•위치	:	수정구	산성동	2115번지

•면적[㎡] :	680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7종

•문의 :	수정구	031-729-5454

수진2동(푸른꿈) 놀이터
•위치	:	수정구	수진2동	3030번지

•면적[㎡] :	1,093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7종

•문의 :	수정구	031-729-5454

	

양짓말 놀이터
•위치	:	수정구	양지동	62번지

•면적[㎡] :	1,064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4종

•문의 :	수정구	031-729-5454

	

양지동 놀이터
•위치	:	수정구	양지동	1017-1번지	

•면적[㎡] :	1,130

•주요 시설 :	벽천ㆍ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수정구	031-729-5454	

신흥2동(정다움) 놀이터
•위치	:	수정구	신흥2동	37번지

•면적[㎡] :	1,000

•주요 시설 :	벽천ㆍ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문의 :	수정구	031-729-5454

	

상대원2동(꿈마을) 놀이터
•위치	:	중원구	상대원2동	3393번지

•면적[㎡] :	885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9종

•문의 :	중원구	031-729-6455

성남동(나들이) 놀이터
•위치	:	중원구	성남동	2566번지

•면적[㎡] :	960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4종

•문의 :	중원구	031-729-6455

	

금광1동(푸른꿈) 놀이터
•위치	:	중원구	금광1동	634번지

•면적[㎡] :	776

•주요 시설 :	워터슬라이더	등	4종

•문의 :	중원구	031-729-6455

	

금광2동(자혜) 놀이터
•위치	:	중원구	금광2동	2687번지

•면적[㎡] :	1,150

•주요 시설 :	벽천분수	등	8종

•문의 :	중원구	031-729-6455	

성남시 물놀이장 현황

▲은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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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시는 ‘성남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

개년 계획(2015~2017)’의 하나로 중

원구(2015.5.1)에 이어 최근 수정구

에 복지지원과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2016.5.2)했다. 

복지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밀집한 분

당구는 올 하반기에 영구임대아파트

가 있는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을 신설해 점차 확대한다. 

수정·중원구청 복지지원과는 맞춤형

복지1,2,3팀을 둬 팀별로 4~6개 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 중심 복지 

서비스’를 편다. 

담당 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맞춤

형복지 각 팀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1~2명 인력과 별도로 복지업무에 경험

이 많은 공무원 1~2명을 추가 배치해 

팀별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구성했다. 

맞춤형복지팀은 각 구·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지역주민

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

계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협력도 강화해 

복지자원 활용과 효율성을 높인다. 

성남시는 앞으로 통합조사, 사례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 전문직위제를 활

성화하고, 복지업무 경력자를 동장으

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해 각 맞춤형

복지팀의 전문화된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방침과 동 복

지 중심 시행에 맞춰 오는 2018년까

지 단계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

지센터(약칭 행복센터)로 개편한다. 

책상에 앉아 신청 받던 복지급여나 방

문자 민원 처리 등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를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31-729-2834

주민 복지 체감도 높인다
각 구에 맞춤형복지팀 신설… 복지사각지대 직접 찾아가 상담

▲수정구 희망나눔팀 직원들이 4월 산성역에서 복지 상담을 하고 있다. ▲분당구 통합사례관리사가 긴급복지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 중이다.

성남시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

복지관인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판교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3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

인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다.

분당구 운중로 254(판교동)에 위치

한 복지관은 253억 원을 투입, 연면

적 7,090㎡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

모로 2년 3개월 만에 건립됐다. 지난

해 문을 연 도촌종합사회복지관(전체

면적 5,525㎡, 지하2층 지상4층)보다 

약 2천㎡가 더 큰 시설로 성남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시설로는 경로식당, 국공립어린

이집, 노인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아동교실, 다목적강당, 헬스장 그리

고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개관식 날, 부설 판교참사랑어린이

집 개원식도 진행됐다. 판교참사랑어

린이집은 만 1~3세 43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 위탁운영은 (사)한

국참사랑복지회가 2018년 11월 말까

지 맡는다.  

시는 지난해 2월 수탁법인을 조기에 

선정, 건축물 준공 이전에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와 사업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정했고, 효율적·안정적

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4월부터 시범

운영도 거쳤다. 

이진이 판교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

역사회와 상호 협력하는 복지관, 아

름답고 깨끗한 운중천이 흐르는 따뜻

하고 행복한 판교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판교종합사회복

지관이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

족하는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해 성

남 판교 신시가지의 새 복지 랜드마크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31-729-2832

판교의 새 복지 랜드마크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문 열어 
관내 최대 규모… 주간보호센터, 전문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등 갖춰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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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내 11곳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문의

료기관의 아토피 질환 무료 검사를 받아 예

방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4월 26일 (의)성광의료재단 차의과학

대학교 분당차병원과 ‘어린이가 행복한 아

토피 예방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분당차병원은 성남교육지원청

이 선정·추천한 4,300여 명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아토피 질환 전수 조사(5월 말~6월 

초)를 한다.  

아토피 증상 유무에 따라 질환 어린이는 전

문의가 학교를 찾아가 알레르기 원인을 정

밀 검사하고, 원인별 맞춤형 치유, 사후관

리를 한다. 

성남시는 연 1억 원의 사업비를 분당차병

원에 지원한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2

성남시·분당차병원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 협약

‘나눠 써요’ 성남시, 공유 촉진 사업 공모
사회문제 해결… 4곳 기업·단체에 2천만 원 지원

성남시 전통시장 남한산성시장

의 특색을 살린 도시락·간식 메

뉴가 나온다. 

성남시와 성남시상권활성화재

단은 5월 3일 남한산성시장 상

인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특화상품 중간 품평회를 

열었다.  

특화상품개발 사업은 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

하고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유

입시켜 시장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중

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골

목형시장 육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란 도심이나 주택단지에 위

치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1시장 1특색화’를 도모하는 경영현대화사업이다. 

이날 품평회에는 남한산성 등산객과 지역주민, 상

인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된 브랜드 네임(정상 

한끼)을 토대로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음식 10가

지가 준비됐다. 중간 품평회를 통해 상인들과 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28일 최종 품평회를 

거쳐 남한산성시장 특화상품으로 개발한다. 

배득영 남한산성시장 상인회장은 “남한산성시장 도

시락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

다”며 “상인회도 협동조합을 설립, 도시락사업을 

추진해 자생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특화점포 및 환경조성을 통한 핵점포 육성 △상품

력 강화 및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인프라·홍보

콘텐츠 제작 △시장통 한 평 콘서트 등 남한산성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

남한산성시장의 맛있는 변신 
전통시장 특색 살린 도시락·간식 메뉴 개발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디자인 공모전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

▲남한산성 골목형시장 상품개발 1차 품평회

공모기간		2016.5.12(목)	~	6.20(월)

공모주제		매일	매일	만나는	일상의	정원

공모부문		•작가부문(show	garden)	

																-	조경,	원예,	화훼	등	관련	전문가	

													•일반부문(living	garden)	

																-	조경,	원예,	화훼	등	관련	단체·협회·동아리·모임	

													•대학생부문(young	garden)	

																-	관련학과	대학생(대학원생)

신청서류		공모전	정원설계	개념도,	평면도,	개략스케치,	

													응모신청서	등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선정 작품은 올 9월 성남시청 공원에 조성, 시민정원사가 지속 관리	

경기농림진흥재단 도시녹화부 031-250-2731, greencafe.gg.go.kr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 greenfestival.or.kr 

2016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2016.10.7(금)	~	10.9(일)	성남시청	주변	시청공원

성남시는 공유 개념을 실천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500

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월 19일~6월 10일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4곳 기업·단체에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혼

자 소유’하지 않고 나눠 사용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

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사회문제의 범위는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

퇴 등 경제 관련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화소외, 문화프로

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과잉

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교통

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그 밖에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이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 사업을 편 이력이 있는 비영

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한 내 관련 서류 등을 성남시청 7층 일자리창출

과 협동조합지원팀에 내야 한다. 

신청한 공유 단체·기업에는 지정서를 줘 3년간 ‘공

유 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시는 앞선 2014년 11월 10일 공유사업 참여 단체·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

용을 담은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전에도 성남시청사 회의실 시민 대여, 아이

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 나대지 시민 주차장으로 

조성·개방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펴 사회적 가치를 

높여 왔다.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729-3222

▲시민에게 개방한 성남시청사 ▲행사공간으로 무료 제공되는 성남시청사 1층 누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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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5월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

협)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성남형교육 진로·진

학주치의제’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시는 성남형교육을 통해 공평한 교육기회와 사교육

비 부담 없는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지원하

고 있으며, 그 중 진학주치의제는 대학진학에 특화

된 지원사업이다.  

요즘 대학은 수시전형 비율이 70% 이상으로 대학

전형 방법이 수백 가지가 될 정도로 다양하다. 이에 

성남시는 대교협과 협약을 맺어 대교협의 상담교사

를 통해 전문적인 진학정보를 지원, 대학진학의 다

양한 전형과 준비 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학생들

에게 정보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한다. 

2016년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는 전문상담

인력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대학가는 길을 컨설팅 

해주는 ‘찾아가는 진학컨설팅’ 지원, 각 학교별 특성

과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 지원, 사교육비 부담이 많아 개별학

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예체능 분야 강좌를 거점학

교에서 개설함으로써 타 학교 학생도 원하면 수강할 

수 있는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 지원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대교협과의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많

은 아이들이 대교협의 좋은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대학전형 방법을 찾고 원하

는 대학 진학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031-729-8853

성남형 교육

성남시는 매주 토·일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

행’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운

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남한산성 공원과 탄천습지생

태원, 판교생태공원 등 3곳에서 진행한다.

참여 가족(한번에 15가족 45명 정도)은 체험하는 장

소에 따라 계절별 숲, 동·식물 관찰, 습지 곤충 채집, 

자연물로 가족 액자 만들기, 꽃잎 부채 만들기, 환경

캠페인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비가 무료인데다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체험 

위주의 현장학습은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줘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에

게 인기다.

참여하려면 원하는 체험 장소별로 △남한산성 산

성공원은 환경지도자협의회(www.ggumtree.org 

☎031-731-3922)로 △탄천습지생태원은 성남환경

운동연합(http://cafe.naver.com/snkfem ☎031- 

753-5515) △판교생태공원은 성남녹색소비자연

대(http://cafe.naver.com/sngcn0 ☎031-704-

7563)로 각각 신청하면 한다.

3곳에서 이뤄지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은 지난해 

66회 운영돼 모두 894가족, 2,909명이 참여했다.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 031-729-4703

성남시 환경기행 프로그램 ‘인기’

▲성남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10일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말엔 가족과 함께 숲으로 탐사가요
성남시민 등산교실 2기

5월 31일까지 모집

대학 진학주치의제 ‘꿈을 찾아가는 나침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좋은 정보·컨설팅 제공받아

성남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등산교실 2기’ 

참여 희망자 34명을 모집한다. 

시민 등산교실은 △1기 4~5월 △2기 6~7

월 △3기 8~9월 △4기 10~11월에 각 8회차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약 17명씩 평일반

(수)과 주말반(토)이 있다. 

현재 등산교실 1기 과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월에 등산교실 2기 과정을 시작한다.

등산 전문 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안전 산행법과 전문 지식을 알려준

다. 내용은 등산 입문과 기초체력, 배낭꾸리

기, 보행법, 호흡법, 독도법, 등산장비 사용

법, 매듭법, 조난구조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교육은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와 남한산성, 청계산 

등에서 이뤄진다. 참가비는 무료. 개인 등산

용품, 실습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다.

2기 등산교실에 참여하려는 성남시민은 기

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

에서 내려받기)를 성남시청 5층 녹지과(☎

031-729-4303)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

729-4289), 담당자 이메일(eun81@korea.

kr)로 보내면 된다.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 남한산성에서 꽃과 곤충을 관찰하는 환경기행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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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성남형 일자리,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도 맞춤형 지원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를 모

토로 올해 일자리 3만9,230개 만들기

를 적극 추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

월간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

업을 진행한다.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

득층의 생활안정, 지속·생산적인 일자

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번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에는 6억3,500만 원이 투입되며, 시

민들은 취약계층 집수리, 다문화가정 

지원, 마을 가꾸기, 자원재생 등 22개 

사업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주 30시간(하루 6시간) 근로에 일당 

3만6,180원과 부대비용 3천 원을 지

급한다. 65세 이상 참여자는 근로시

간이 주 15시간(하루 3시간)이며, 일

당 1만8,090원과 부대비 3천 원을 받

게 된다. 5월 25일까지 하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

했다. 

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외에도 성남

형 일자리, 성남형 교육을 통한 일자

리, 공공근로, 어르신 소일거리, 노인

일자리, 새일여성인턴제, 성남일자리

센터 취업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일자

리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복지일자리팀 031-729-4972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희망

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전문 기술교

육을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제공한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생 모집

• I T 창 의 융 합 지 도 사  양 성 과 정

(6.27~8.31 월~금 14:00~18:00)은 

스크래치, 파이썬, 3D 프린팅, IT수

업과 토론을 통한 지도법 등을 교육한

다. 6월 15일(수)까지 서류 준비 후 방

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0만 원

(수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NCS 기반 전직 지원 전문가 양성과

정(6.8~7.14 월~금 14:00~18:00)은 

5월 31일(화)까지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강료는 10만 원(수

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

•케이터링 전문인력 양성과정

(6.20~7.22 월~금 13:30~16:30)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케이터링 

요리·음료·베이커리·화훼, 센터피스, 

테이블세팅 등의 내용을 전액 무료로 

교육한다. 희망자는 6월 10일(금)까지 

서류 준비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수강신청서, 주민등록등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2장이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과정 

•워킹맘 행복멘트 ‘노무특강’ = 6월 

22일(수 14:00~17:00) 최근 제·개정

된 노동관계법 주요사항, 근로기준

법,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을 내용으

로 열린다. 선착순 방문 접수한다. 교

육비는 무료

•취업희망교실=경력단절 여성의 성

공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2~12월 매

월 격주로 월~금요일(09:30~13:30)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모의면

접을 진행하고, 수료 후 취업도 알선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여성인턴제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새일여

성인턴제도 = 여성의 취업 후 직장적

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일센

터 구직여성을 채용하는 업체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친화 우수기업 기업환경개선 지

원사업 = 여성 전용 시설 설치 및 개

보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70%까지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www.snw.or.kr

   일자리를 잡(Job)아라

일자리가 최고 복지

2016 성남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운     영     일     정

참 여 대 상
회당
인원

내   용
참여
수당기수 모집기간 운영기간 시    간

장
기

청년뉴딜	
(커리어챔피언)

4기 8.11	~	9.2 9.6~10.11(화)
총	30시간

•	집단상담	5주*5시간
•	개별상담	5주*1시간

성남시	거주
만30세	미만	청년구직자
(군필의	경우	만32세	미만)	

15
자기분석,	직무분석,

입사지원서	작성,	모의면접
15만	원

여성뉴딜
(우먼파워)

2기 6.3	~	6.20 6.22	~	7.13 총	24시간
•	집단상담	4주*4시간
•	개별상담	4주*1시간

성남시	거주
만	30~55세	미만	

여성구직자
15

심리검사해석,	걸림돌	극복하기,	입사서류	
작성법,	모의면접

10만	원3기 7.15	∼	8.5 	8.9	~	8.30

4기 10.18∼11.4 11.8~11.30

중장년	재취업
(중장년	Vision-Up!)

2기 5.24	~	6.9 6.13~7.4(월) 총	24시간
•	집단상담	4주*4시간
•	개별상담	4주*1시간

성남시	소재	기업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15
재취업사례	공유하기,	
변화관리,	취업목표수립

10만	원
3기 9.1	~	9.13 9.20~10.17(월)

단
기

특성화고	뉴딜
(하이파이브)

2기 5.10	~	5.23 5.25	~	5.27 총	15시간
집단상담	3일*5시간

성남시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5
자기분석,	직무분석,

입사서류	작성,	모의면접
-

3기 5.20	~	6.3 6.8	~	6.10

다문화가정
(K-Job	Star)

1기 5.13	~	5.30 6.1	~	6.3 총	15시간(집단상담	3일*5시간) 성남시	거주	결혼이민자 15 직장예절,	구직전략 -

여성직무(TM) 1기 5.30	~	6.13 6.15	~	6.17 총	15시간(집단상담	3일*5시간)
성남시	거주	

만	30~55세	미만	여성
15 텔레마케터	시장상황,	취업전략 -

청년직무

(패션매니저	JOB기)
1기 8.4	~	8.22 8.24	~	8.26 총	15시간(집단상담	3일*5시간)

성남시	거주
만30세	미만	청년구직자
(군필의	경우	만32세	미만)

15 유통분야	업무이해,	
고객서비스	자세

-

성남맨프로젝트	IT과정 1기 9.2	~	9.19 9.21	~	9.23 총	15시간(집단상담	3일*5시간) 성남시	거주	만55세	이상 15 블로그제작	등	실전교육 -

▲자원재생 - 폐현수막 재활용 ▲취약계층 집수리

일자리창출과 성남일자리센터팀 031-729-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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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와 ‘할아버지, 아

버지가 오셨습니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

현일까? 둘 다 맞다. 전통 언어 예절로 따지면 

조부모 앞에서 부모를 높일 수 없으므로 전자가 

맞지만, 오늘날에는 교육적 차원에서 조부모 앞

에서 부모를 높이는 후자도 허용되고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처럼 말하는 이

가 듣는 이에게 제3자에 관해 말할 때, 제3자

가 말하는 이보다 위지만 듣는 이보다는 아래

일 경우, 듣는 이를 기준으로 제3자를 낮춘다. 

이것을 압존법(壓尊法)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압존법을 가족이나 사제 간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직장과 사회에서는 쓰지 않

는다고 했다. 직장과 사회는 가정과 달리 공적

인 곳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윗사람(과장)을 그보다 높은 사람

(사장)에게 지칭하는 경우, 사장님 앞이라도 과

장을 높여 ‘과장님이’라고 하고, ‘-시-’를 넣어 

‘사장님, 총무과장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

고 해야 한다. 

압존법이 언어문화로 정착된 곳이 있다. 바로 

군대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3월 초부터 압

존법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려 보냈다. 그 이유를 “압존법을 경직되게 사

용하다 보니 신병들이 상급자의 서열을 다 파

악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병영 내에서 

신병이 압존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선임들이 

사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압존

법 폐지가 군대 기강을 해이하게 한다는 반대 

의견과 신병들을 괴롭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있다. 

오래된 언어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

지만, 세 달이 지난 지금 압존법 폐지가 내무반

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다. 장병들 

사이의 남다른 친밀감이 반대와 우려를 멀리 

밀어내길 바란다.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압존법이 뭐예요?

기자의 눈 - 존댓말

행복 성남

건강한 가정 행복한 육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명품 조부모교육

오는 6월 15일(수 10:00~12:30) 조부모 감정코칭–

인생곡선 그리기, 6월 16일(목 10:00~12:00) 조부

모 육아코칭 – 손자녀 놀이법 습득 교육이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열린다. 성남시에 7세 이상 손자녀

를 둔 조부모는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

라인 접수하면 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신청을 하거나 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복정센터) 031-755-9327(내선 1번)

부자녀 돌봄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오는 6월 11일(토 10:00~12:30) 성남시건강가정지

원센터 3층 시청각실에서 시 거주 학령기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협동공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16일부터 선착순 온라인(www.family.go.kr) 

접수한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신흥센터) 031-752-9327 

워킹맘·워킹대디의 직장생활 지원  

•직장 고충상담= 6월 매주 화요일(18:30~20:30) 

성남시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상담실에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 관련 고충상담을 한다. 시 거주 및 

소재 직장부모는 평일 화~금요일(12:00~21:00) 

전화나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소통 커뮤니티–도담나눔터 = 6월 매주 수요일

(19:00~20:00)과 토요일(11:00~12:00) 성남시워

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부

모와 함께하는 언어와 예술경험 활동을 한다. 시 거

주 및 소재 직장부모와 6~10세 자녀는 5월 24일 오

전 12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맞벌이부부 역량 강화교육 : 똑똑한 정리수납법= 

6월 1일, 8일 수요일(19:00~21:00) 성남시청 3층 

율동관에서 냉장고, 옷장 등 공간정리수납법 교육

을 통해 맞벌이부부 역량을 강화한다. 선착순 온라

인 접수한다.

•드라마 활동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 

마음 놀이터Ⅰ= 드라마 활동을 통한 부모자녀 소

통 증진 프로그램이 6월 11일, 18일, 25일 토요일

(14:00~16:00) 성남시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수정

구 신흥동)에서 시 거주 및 소재 직장부모와 자녀 2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팀 031-754-9327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의 

전인 발달을 돕기 위해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한다. 

중원지점 250명, 분당구청지점 300명의 장난감도

서관 회원을 뽑는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

남시민 또는 성남시 재직자는 5월 30일(월)까지 온

라인 신청(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sneducare.

or.kr/echild/)하면 된다. 6월 7일(화) 자동추첨을 

통해 회원이 선정된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5번) 

장애 영유아 둔 부모를 찾아가 장난감 대여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장난감을 대여하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다. 성남시청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에 매월 1,3주 장난감을 신청하면 2,4주에 장난감이 

배송된다(한 달 2회). 시 거주 만 36개월 미만 장애 

영유아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대상이다.  

성남시청아이사랑놀이터 031-75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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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35곳 아파트 낡은 시설물 개선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키로

성남 마을버스도 무료 와이파이 ‘팡팡’ 터져

분당구청 옥상에 꿀벌 ‘윙윙’ 달콤한 양봉체험

성남시는 올해 35곳 아파트 단지에 42억 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오는 12월 초까지 지원 대상 단지 내 

48건 낡은 공동시설물 보수 또는 교체 비용에 

쓰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를 낸 40곳 아파트 단지의 56건 공동시설

물 유지관리 건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조사, 

설계,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4.15)를 거쳐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 임광보성아

파트 등 8곳 단지는 녹물이 나오던 노후 급수관

을 교체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동 두산 위브아파트 등 10곳 단지는 지상 

주차장, 도로 등을, 정자동 정든마을 우성아파

트는 놀이터를 각각 보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단지별 하수도 준설 작업, 주민 운동

시설 보수, 경로당·공부방·공동화장실 개선 작

업이 이뤄진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과정에서 

보수 대상 현장조사와 실시 설계를 직접 시행

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22억 원과 시 보조금 지원예산 24억 원 

등 총 46억 원을 절감했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성남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

스에도 와이파이(Wi-Fi)가 설치돼 승객들이 

스마트폰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등록 마을버스 215대(40개 노선)의 

80%인 170대(37개 노선)에 예산 6,200만 원을 

들여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5월 2일부터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갔다. 

나머지 45대 마을버스(3개 노선)는 예산을 확

보해 오는 2017년 상반기까지 공공 와이파이망

을 구축·완료할 계획이다. 

무선 인터넷 장비가 설치된 버스 안은 ‘와이파

이 존’이 형성돼 모든 이동통신사 단말기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의 ‘Wi-Fi 설정’에서 ‘성남 와이

파이(seongnamwifi)’를 선택하면 된다. 

성남시 등록 시내버스는 앞선 2013년 4월부터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5월 2일 현재 869대

(41개 노선) 가운데 78%인 682대(39개 노선)에

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187대 시내버스도 오는 2017년 상반기

까지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성남 시내버스에 이은 마을버스 무선인터넷 서

비스 확대로 시민들의 통신비용 절감, 대중교

통 이용객 증가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 031-729-2473 

꿀을 맛보며 양봉과 자연환경에 대해 알 수 있

는 도심 속 이색 체험이 성남시 분당구에 마련

된다.  

성남시 분당구는 구청 별관 옥상에 벌통 3개를 

설치해 5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민 양봉 

체험장으로 운영한다. 

양봉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

후 2시 1시간 정도 진행한다. 

성남시 양봉협회장이 체험강의를 진행해 분당

구청 옥상 벌통(각각 50㎝×40㎝) 한 개당 살

고 있는 3만~5만 마리의 일벌, 벌이 주변 꽃

나무에서 꿀을 채취하는 과정, 벌통 한 개당 

5~6㎏가량의 꿀 생산, 꿀벌의 생태 등을 알려

준다. 

분당구는 구청 별관 옥상의 양봉 체험장을 찾

은 시민이 안전하게 벌통 내부와 꿀벌을 관찰

할 수 있도록 양봉용 모자와 방충 옷 10벌을 준

비해 놨다. 관심 있는 시민은 분당구 녹지공원

과 산림관리팀으로 미리 전화 신청하면 된다. 

분당구 녹지공원과 산림관리팀 031-729-7592

시정소식

알아두면 좋아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6월	16~30일	자

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

2100,	ARS	031-729-3650)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과｜수정구 031-729-5150~3

중원구 031-729-6150~3, 분당구 031-729-7150~6 

2016 경제총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경제총조사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승인통계다.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다.	

응답은	6월	7~30일	인터넷조사,	6월	13일~7월	22일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2 

2016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개량	및	신축	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2.7%)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

불량	주택	소유자,	대학	소재지	읍·면·동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주택신축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85㎡	이하	단독주택은	호

당	6천만	원,	다가구주택은	1억8천만	원(단,	가구당	

2,250만	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천만	원이며,	주택	

개량의	경우	1/2을	지원한다.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에

서	대출	사전상담	후	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 031-729-4474 

절수 설비·기기 설치 의무화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	및	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절수설비	설치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과	시설이며,	절수	설

비	및	기기	설치대상은	숙박업(객실	10인	이하	제외)·

목욕장업·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때	이를	개량하고자	하는	경

우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수질	검사	결과(검사의

뢰	:	정수과	031-729-4148)가	수질기준을	초과해야	하

고,	개량공사	시	급수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

능하다.	60㎡	이하,	85㎡	이하,	130㎡	이하	노후주택은	

각각	총	공사비의	80%(최대	100만	원),	50%(최대	80

만	원),	30%(최대	60만	원)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전액(최대	150만	원)	지

원한다.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

seongnam.go.kr)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또는	

팩스(031-729-4089)로	신청하면	된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4 

▲지난해 성남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받아 단지 내 갈라진 도로를 개선한 수진동 삼부아파트

공사 전 공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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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구단의 롤모델 성남FC가 약속대

로 ‘주빌리 은행’ 기부를 통해 장기연

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한다.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탄천종합운동

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

래식 2016’ 10라운드 FC서울과 홈경기

에서 2대3으로 아쉽게 역전패를 당한 

성남FC는 공언한 대로 관중수입에서 1

천만 원을 기부해 장기연체 채권 10억 

원을 탕감하기로 했다. 또 성남이 넣는 

1골당 1억 탕감(100만 원)을 후원하기

로 한 코마트레이드(대표이사 이준석)

는 성남이 넣은 2골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총 12억 원의 

부실 채권을 탕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성남은 FC서울 측에서 함께하지 않아

도 구단의 공익적 이벤트로서 후원자 

모집을 통해 ‘빚탕감 프로젝트’를 이어

가기로 하고 6개 기업에서 1,600만 원

의 후원금을 모았다. 후원자들이 약정

한 1,600만 원 중 코마트레이드의 기

부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남은 1,400

만 원은 다음 서울 전을 위해 적립하

기로 했다. 

성남은 ‘빌리언대전’으로 이슈화된 이

번 이벤트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자 앞으로 서울과의 경기는 ‘주빌리대

전’으로 네이밍하고 경기 때마다 악성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진행할 예

정이다. 

이번 제안은 5월 9일 성남FC 구단주 

성남시장이 SNS를 통해 FC서울에 제

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구단주는 

경기의 승패에 따라 장기연체 채무자

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

에 10억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한 1천만 

원 기부를 FC서울에 제안했다. 

경기 종료 후, 이 구단주는 개인 SNS

를 통해 “스포츠는 지나치지 않는 범

위에서 갈등과 경쟁을 자양분으로 성

장하고 발전한다. 주빌리대전은 공익

기여 프로그램이며, 일반 국민들이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

한 목적도 갖는다”라며 주빌리대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의지를 밝혔다. 

성남은 이날 경기에서 패했지만 팬들

과 시민들에게 흥행과 재미, 감동을 

모두 선사했다. 선수들은 골 세리머

니로 ‘착한 축구, 세상을 빛나게 합니

다!’라는 대형 배너를 흔들며 좋은 일

에 함께 동참했고, 경기에 뛰지 않는 

선수들도 기부 모금 행사에 참여해 뜻

을 함께했다. 또 예상보다 많은 1만2

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공익 기

여도 하고 수익도 더 늘어났다.

성남FC 031-709-4133 www.seongnamfc.com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성남FC

성남FC가	성남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홈경기	하프타임을	이용해	동대항	패널

티킥	이벤트를	진행해	화제다.	

성남FC는	5월	1일	광주와의	홈경기	하

프타임에	삼평동	대	은행2동의	‘눈	가리

고	패널티킥’	대결을	처음	선보였다.	성

남FC	팬	공모로	‘복면축구왕’이라는	명

칭을	갖게	된	이	대회는	눈을	안대로	가

린	채	패널티킥을	차	넣는	대결로	동별	

주민대표	10여	명이	참여하여	동	대항전

으로	치러진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성남FC	창단	목표

였던	시민화합과	소통을	실현하고,	각	동

별	홍보의	장을	마련해	홈경기를	성남시

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면축구왕’에	참가하는	동은	물론,	그	

외	참가를	희망하는	동이	참여해	자체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자회,	먹을거리	

장터	등의	지역행사도	제공한다.	

성남FC는	‘복면축구왕’을	시작으로	앞으

로	지역화합과	소통을	위한	더욱	다양

한	행사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FC의 공익 기여, ‘빌리언대전’은 계속된다

서울전 아쉽게 패했지만, 흥행과 감동의 한판 승부 벌여

약속대로 주빌리은행에 1,200만 원(12억 원 탕감) 기부

성남FC 6월 K리그 클래식 경기일정  

일자 시간 Home Away 장소

5.28(토) 14:00 성남 인천 탄천종합운동장

6.12(일) 19:00 성남 전북 탄천종합운동장

6.15(수) 19:30 포항 성남 포항스틸야드

6.19(일) 19:00 광주 성남 광주월드컵경기장

6.26(일) 19:00 성남 울산 탄천종합운동장

6.29(수) 19:30 서울 성남 서울월드컵경기장

2016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 순위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3 성남	FC 11 21 6 3 2 21

시민과 함께하는 하프타임 이벤트 ‘복면축구왕’ 화제

(2016.5.23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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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꼼꼼한 분리 배출이 재활용도 높여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야탑동	재활용선별장과	복정동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모아	선별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로	선별장에	도착한	쓰레기는	생수통,	아크릴,	고철,	캔	등	

32가지	품목으로	분류된다.	분류된	쓰레기는	각	처리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로자들이	선별하고	있지만	재활용	부적합품이	섞여	있는	경우에

는	선별이	쉽지	않다.	선별을	잘	하지	않고	버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태워진

다.	꼼꼼한	분리배출이	자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음식물 묻은 비닐은 깨끗이 씻어 말리고, 

스티로폼 상자에 붙은 비닐테이프는 떼고 버려야

공병은	맥주·소주·음료수·복분자·정종으로	분류된다.	분류된	병은	각	회사에서	보내온	

공병	박스에	채워져	나간다.	깨진	유리나	재사용되지	않는	유리는	색깔별로	분류한다.	

백색·갈색·녹색	병은	녹여서	재활용한다.	전기제품이나	장난감은	분해해서	플라스틱,	고

철	등	사용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한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자	김민기	실장은	한	달	1,800톤의	쓰레기	중	약	700톤이	소각장으로	

간다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분류해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닐쓰레기와	스티로폼을	버릴	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식물이	묻은	쓰레

기는	재활용을	할	수	없으므로	소각용으로	버리거나	깨끗이	씻어	말려	모아	버려야	한

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기계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잘	분류된	비닐은	욕실슬리

퍼,	공사장	가림막,	배수로,	과속방지턱	등으로	재활용된다.	

스티로폼	상자를	버릴	때는	상자에	붙은	비닐테이프를	떼고	버려야	한다.	스티로폼은	

파쇄해		녹여서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데	건축자재,	사진첩,	단열재	등으로	활용된다.	

복정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침대	메트리스,	의자,	책상	등	대형	가구와	가전제

품을	처리한다.	메트리스는	일일이	분해해	재활용할	수	있는	고철을	분리하고	의자나	

책상도	분해해	플라스틱,	고철	등	사용가능한	자원을	따로	모은다.	이렇게	모은	뒤	나

머지는	소각장으로	보낸다.	가전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가져가	분해하고	자원을	채취

한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	모인	음식물	쓰레기는	먼저	쓰레기	저장소에	봉투째	저장된다.	

이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	쪄서	사료와	퇴비로	사용한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자원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잠깐만요, 
그대로 버리실 건가요?

성남시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성남형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환경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자연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을 받

고 있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시의 환경시설을 

돌아보고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 생각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쓰레기도 자원
쓰레기의 변신은 어디까지



“우와~	대형인형	뽑기	하는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는	인형	뽑기	잘하세요?	여기	모아

진	쓰레기	모두	우리가	버린	거예요?	쓰레기	양이	엄청나요.”	저장된	쓰레기를	크레인

으로	소각로에	투입하는	크레인	조정실을	탐방한	전혜원(성남초교	4)	양은	호기심	반	

공포감	반으로	쓰레기	저장조를	내려다	보았다.	박세희(성남초교	4)	양은	“저건	플라스

틱이니까	여기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인데”라며	크레

인으로	올려진	쓰레기더미에서	버려진	여행용가방을	가리켰다.	

쓰레기	반입장에서부터	쓰레기가	처리돼	배기가스가	굴뚝으로	나가기까지	여러	시설의	

내부가	실시간	모니터로	보여	견학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중원구	상대원동)을	방문한	성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크레인조정

실과	소각로실,	중앙제어실을	돌며	우리가	버린	생활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는	

수업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학생들은	쓸모없어	버려진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온수로	열교환해	에너지	

공급시설의	열원으로	인근	지역의	난방과	온수로	공급하고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종이팩을	재활용해	화장실의	휴지로	만들고,	우리가	먹고	버린	페트병

으로	축구선수	유니폼을	만드는	등	쓰레기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수업이	진행됐다.	이어서	재활용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배

출하는	실습도	이뤄졌다.	미리	준비해	보자기에	펼쳐놓은	생활쓰레기를	모둠별로	분리

해	재활용	마크가	부착된	바구니에	담는	것이다.	

정순임	강사는	다	쓴	건전지와	먹다	남은	감기약을	들고	망설이는	학생들에게	“폐건전

지는	지정된	장소에,	폐의약품은	약국에	가져다	줘야	해”라며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를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지도했다.	생활	속	실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과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이	교육은	성남형	교육	지원사업

으로	초등학교	4학년	대상	환경체험교육이다.			

성남시에는	환경에너지시설이	중원구	상대원과	분당구	판교	두	곳에	있다.	상대원동	소

재	성남시에너지시설은	스토커식	소각설비로	연소가스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율이	가장	높은	처리방식으로	하루	약	440톤을	처리하고	있다.	

판교에너지시설은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폐기물을	열분해로에	넣어	처리해	공기와의	접

촉을	통해	생성되는	가스를	최소화하는	최첨단	친환경시설로	하루	약	45톤을	처리한다.	

성남시에너지시설(중원구 상대원동) 031-729-3242, 판교에너지시설(분당구 판교로 22) 031-781-7883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체험교육

생활 속 실천이 ‘지구 사랑’

구분 강좌명 교육기간 대상 접수

특강

재활용의	변신
‘돌고래	양말인형	만들기’

6.18(토)	10:00~12:30 초등	3~6

5.31(화)	10:00~
중원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생명은	소중해
‘멸종위기	동물	우드아트’

6.8(수)	15:30~17:30
6-7세,	

초등	1~2

환경이	욱신욱신
‘동물들을	살려줘’

6.29(수)	16:00~17:30 초등	1~2

친환경	생활소품
‘동·식물로	꾸미는	에코가방’

6.22(수)	16:00~17:00 초등	1~3

체험
행사

[엄마랑	책이랑]	
돌고래	우드마커스

6.14(화)	10:20~11:10 유아와	엄마
자율참여

선착순	20명

[엄마랑	책이랑]
환경지킴이	EM	흙공	빚기

6.29(수)	10:20~11:10 관내	유아동 자율참여

생명을	품은	씨앗볼	키워보기 6.29(수)	15:20~16:30 관내	유아동
선착순	50명	

증정

전시회

‘흰	긴수염	고래’
아트프린트	원화	전시

6.15(수)~6.24(금)

관내	이용자 자율	관람
새들의	깃털	전시 6.15(수)~6.24(금)

친환경아카데미
수강생	작품	전시

6.2(목)~6.9(목)

우리가	꾸미는	바닷속	풍경 6.15(수)~6.24(금)

영화

프리윌리4 6.27(월)	15:20~

관내	이용자 자율	관람아바타 6.28(화)	15:20~

모노노키	히메 6.29(수)	15:20~

중원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 031-752-3916

Happy♥Together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공존

‘환경의 달’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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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축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
성남동 여성축구단 발대식

구미동에 하얀마을 복지회관 
문 열어 

다목적 복지회관 중 가장 커… 
지역밀착형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동 주민센터 앞 선수단 모집 현수막

을 보고 전화 문의 후 직접 찾아와 신

청했어요. 작년 8월 용인에서 이사왔

는데 여성축구교실을 통해 친구도 사

귀고 싶어요. 남편이 축구를 너무 좋

아해서 이번 기회에 남편과 소통하기 

위해 축구용어와 규칙을 배우며 열심

히 뛰겠습니다.” 성남동 여성축구단

의 선수단 대표로 선서한 박예화(29·

성남동) 씨는 밝게 웃었다.

축구는 더 이상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

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축구클럽

이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부 축구클럽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시민프로축구단인 성남FC를 

가지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자부심은 

그래서 남다르다. 

지난 5월 10일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에서는 주민 간 소통과 여성의 생활

체육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축구교실’ 

을 개설하며 성남동 여성축구단 발대

식을 가졌다.

성남동 여성축구단 선수는 20여 명. 5월 

28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12시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전문코치의 지도로 이뤄진다.

여성축구단 지도를 맡은 조성준 코치

는 “연령대가 다양해 한 달간 기초체

력을 파악한 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수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순아 위원

장은 “가슴이 벅차고 너무 고맙습니

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주민

생활과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마을공

동체 중심인 성남동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봄 성남을 몰아치는 여성축구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스포트라이

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각 동별로 여성축구단을 모

집, 지원하고 있다.

성남동 여성축구단 031-729-6602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분당구 구미동 금곡로에 분당 지역 처

음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이 개관했다. 

1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하얀마을 복지회관’은 성남시 

23곳 다목적 복지회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에 경로식당, 1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자리하고 있으며, 

2층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실, 아트스

토리상담센터, 3층은 헬스장과 교육

문화교실, 4층은 강당 및 다목적시설

로 구성, 모든 연령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문화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한다. 

지난 5월 3일. 내외빈과 지역주민 300

여 명이 참석해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치러진 개관식에서 성남시장은 “하얀

마을 복지회관 개관을 축하드리며, 지

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현재 실버 체조교실, 가요교실을 비

롯, 어린이 발레, 레고, 미술교실 등 

20여 개 건강증진·교육문화 프로그램

이 진행 중이다. 원불교 사회복지법

인 ‘청운보은동산’이 운영을 맡으면서 

분당교구 교무님이 직접 지도하는 마

음명상 교실도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앞으로 인문학 강좌, 읏음치료, 스마

트폰 교육, 영화상영 등 다양한 특강

과 행사도 기획하고 있으며, 제일 먼

저 서비스를 시작한 경로식당 ‘한솥

밥’을 통해 무료급식과 행복도시락 배

달 사업,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

를 없애는 복지네트워크 구축도 할 예

정이다. 

담당자 박근하 사회복지사는 “구미동 

지역주민들의 건강·교육·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이곳이 잘 쓰이길 바라

며,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

했다. 

하얀마을복지회관 031-718-2779

카페 http://cafe.naver.com/hayanwelfare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성남동 여성축구단 발대식

▲구미동 하얀마을 복지회관

여성축구단 선수 모집

•모집기간	:	연중	지속

•지원자격	:	만24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

•접수 및 문의	: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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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산다!
6.25 참전용사 3인을 만나다

‘다모 글로벌 교육문화 협동조합’은 

2015년 6월 금융회사 JP MORGAN

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한 

다문화 여성과 저소득 여성 창업 지원

사업 ‘마이 퓨처, 마이 비즈니스(My 

Future, My Business)’에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올해 4월 성남의 금광 청

소년비전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

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협동조합은 중국, 미얀마, 몽골, 태국 

등 4개국 이주여성들이 공동 출자해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교육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적 자립을 돕는다. 어학을 전공한 여

성을 원어민 외국어 강사로 활용하는 

‘다문화 강사단’과 2014년 다문화예술

공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전통

춤 공연단’으로 구성됐다. 

강사단은 성남시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3년 이상 강의 경력을 

가진 외국어 인적 자원이다. 공연단

은 중국 팔각건 부채춤, 몽골 바야트 

춤, 미얀마 촛불 춤, 태국 노래 등 다

채로운 내용으로 공연을 한다. 

조합은 국가별 다문화 이해 교육 콘텐

츠 개발과 외국어 문화 강사를 양성 

파견하고,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과 분야별 전문 통·번역 서비스를 원

스톱으로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자녀

들이 이중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다국

어 교육활동도 한다. 

오너르자르갈(여·31·몽골) 씨는 “공연

을 통해 다문화 전도사가 되고 싶다”

며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지만 가족

과 함께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았

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춘화(여·39·중국) 협동조합 이사장

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모습

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며 “다문화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 인식

도 개선하고 경제 자립도 이뤄 글로벌 

사회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 협동조합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능기부를 통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수익 일부를 어려운 이웃

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불타서 

죽은 정의로운 넋들이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성남지회의 

현관에 써진 글귀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4일 만에 서울을 넘겨주고 3개월 만

에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를 북한

에 내어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전

쟁, 150만의 사상자와 350만의 부상

자를 남긴 6.25의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운 

고령의 참전용사 세 분을 만났다.

24회나 고지를 빼앗겼다가 탈환한 

치열한 난초고지전에 참전한 이상희

(86·금광1동) 충무무공훈장 수여자

는 적들이 은둔한 동굴에 수류탄을 투

척하며 싸워 중공군 52명을 사살하

고 10명을 생포하는 혁혁한 공을 세

웠다. 2010년부터 연 12회 무료강연

을 하러 다니는 그는 “제2의 6.25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젊은 세

대는 나라에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

야 나라가 산다. 전쟁 중에는 전우애

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내가 살

아 있을 때 학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다”며 아직도 식

지 않는 열정을 보여줬다. 

양문종(88·은행2동) 화랑무공훈장 수

여자는 공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최전방에서 지뢰 매설과 제거, 교량 

설치 등의 주된 임무를 수행했다. 위

에서는 적의 포탄이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겨울의 차디찬 강 속에 

몸을 담그고 임시 다리를 만들어 보급

품과 물자를 끝까지 운반하는 책임감 

있는 일을 3년 내내 했다. 

유선종(88·야탑3동) 화랑무공훈장 수

여자는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북진해 

평양과 강개까지 진격했다. 그는 가

장 기억에 남는 전투로 마지막 낙동

강 방어선인 안강전투를 꼽았다. 안

강전투에서 어린 학도병들이 너무나

도 안타깝게 희생되는 장면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불행이 

또 우리 앞에 닥쳐오더라도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정신교육이 잘

돼야 한다”며 학교 교육의 중요성도 

짚어줬다.

육신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다시 그 시

절로 돌아가도 총을 들고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며 힘주어 말씀하시는 세 분 

참전 용사의 정신만큼은 어느 젊은 용

사보다 굳건해 보였다. 최고의 예우

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들임에 틀림없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6주년이 되는 

오늘날, 6.25전쟁에 대해 제대로 알

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들의 증언은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다. 조국을 수

호하기 위해 산화한 영령들의 고귀한 

호국정신을 기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

는 자유와 평화는 이처럼 참전 용사들

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6월을 

엄숙함으로 맞는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성남지회 031-756-3131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多문화, 多양한 母의 힘으로 
창업의 꿈 키워요

‘다모 글로벌 교육문화 협동조합’

▲ 다모 글로벌 교육문화 협동조합과 공명국제교육기부단의 합동공연

▲ 왼쪽부터 이상희, 유선종, 양문종 참전용사 



http://snvision.seongnam.go.kr

16

시의회 소식

성남시의회는 5월 9~11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일대에서 

<2016 성남시의회 의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 컨퍼런스를 통

해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 되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국가관 확립 

등 다양한 목표를 두고 내실 있는 프

로그램들을 진행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

는 커다란 주제로 직접 독도를 방문하

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째 날 울릉도에 도착하자 마자 독도

박물관 김경도 학예연구사를 통해  울

릉도-독도의 역사와 국제 사회 속에서 

증명된 입증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

졌다. 2시간 이상 이어진 긴 강의에서도 

의원과 직원들은 펜을 놓지 않고 열심

히 메모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동안 가졌던 많은 

궁금증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 고대하던 독도로 향했다. 비

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다행히 파도

는 높지 않았다. 덕분에 삼대가 덕을 

쌓아야 밟을 수 있다는 독도 땅에 성

남시의회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발걸

음을 옮길 수 있었다. 

박권종 의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

토인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하

고, 다양한 강의도 접하며 생산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 참 짧게 

느껴지는 일정이다”라면서 “우리 성

남시의회의 모든 식구들부터 독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면 바로 그것이 

독도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셋째 날 의정 컨퍼런스 폐회식

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의 일정을 정리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

고받는 등 마지막까지 열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의원들은 “이번 

컨퍼런스는 주제도 의미 있었고, 무엇

보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참여

형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느낀 점이 많

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적

극적으로 이번 경험을 녹여내도록 할 

것”이라며 포부를 다졌다. 

의회사무국 홍보팀 031-729-2549

2016 성남시의회
의정 컨퍼런스 성황리 끝내

독도수호 - 독도사랑!

시의회 단신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모든 의원들은 각자 

속한 상임위원회와 관련, 대내외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최종보고회를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가졌

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본 보고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설의 기술진단을 최종 보고받고 그에 따른 의견을 주고받는 생산적

인 논의가 계속됐다. 

성남시 맞춤형 MICE산업 육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많은 이목을 

끌었다. 행복도시창조단(창조산업과) 주관으로 열린 본 보고회에서

는 성남시만의 MICE산업 모델 발굴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경제위 의원들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발전방향 제시로 긴 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경제환경위원

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

지 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독도경비대의 독도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원들

▲독도에 무사히 입도한 성남시의회 의원들

▲성남시 맞춤형 MICE산업 육성을 위한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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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식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5월 23

일(월)부터 30일(금)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최한

다. 본회의를 비롯해 의안별 상임위

원회 활동, 안건처리 등 다양한 의

정활동이 계속된다. 

특히 의정 컨퍼런스가 내실 있게 진

행된 후 곧바로 이어진 회기였던 만

큼 의원들의 각오도 남달랐다는 후

문이다. 박권종 의장은 “이달 초 우

리 성남시의회는 2016 의정 컨퍼런

스를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진행

했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며 함께 논의하고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연구도 이뤄

졌다”면서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오직 성남시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회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며 당부의 말과 함께 개회를 알렸다.

개회 첫날인 23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 

제218회 성남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 △ 조례안 등 일반의안 상정 △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 상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안

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한다. 

지난 5월 5일, 성남시의회 및 시청

사 마당에서 ‘아이야 날자’라는 주제

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다. 오

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본 행사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성남시의회 의원

들 역시 현장으로 달려가 긴 시간 

시민들과 함께하며 소통에 힘썼다. 

특히 성남시의회 본청을 본격 개방

하며 의회 문을 활짝 열고 시민들을 

초대해 큰 인기를 끌었다.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의회홍보관은 물

론 의회 시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

간을 보냈다.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은 “이번 어

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로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이 참 많았다. 

행사참석은 물론 의회를 방문한 시

민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견을 하나하나 들으며 우리 의원

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

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의회는 홍

보관을 비롯해 의회 견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방

침이니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어린이날과 같

이 공휴일에도 적극 의회 청사를 

개방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가겠다는 방침이다. 

제218회 임시회 개회 어린이날도 성남시의회와 함께
5월 23~30일 8일간 일정으로 진행돼 공휴일에도 청사 활짝 개방해 시민과 함께 추억 쌓아

▲제218회 임시회가 5월 23일(월) 개회했다. ▲성남시청 및 성남시의회 마당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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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질환을	갖고	수

술이		필요한	환자.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4인	가구	직장보험	8만1,149원,	

											지역보험	8만277원)	

•신청	: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지참해	신청

각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844, 031-729-3698, 031-729-3963

건강한 백세 인생, 미리 준비하는 국가암 검진
•대상자	연령	및	검진주기	

			-	위암(대상자	기준	: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	:	2년	간격)

			-	대장암(대상자	기준	:	만	5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	:	1년	간격)

			-	유방암(대상자	기준	:	만	4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	2년	간격)

			-	자궁경부암(대상자	기준	:	만	20세	이상	여성,	검진주기	:	2년	간격)

			-	간암(대상자	기준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은	2015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선정.	

			지역	가입자	월	보험료	86.000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87,000원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각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854, 031-729-3914, 031-729-3973

제71회 구강보건의 날
•일시	:	6.9(목)	10:00	시청	1층	온누리

•내용	:	-	치아사랑체험관부스	설치	운영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구취측정,	구내	세균관찰,	불소체험	등

											-	초등학생	대상	구강	건강인형극	공연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4038

2016 아토피 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일시	:	2016년	5∼10월	10:00∼12:30

•인원	:	매회	50~60명(15가족	내외)	/	6.11(토),	9.4(일)	100명

•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원하는	달의	전월	1월부터	가능)	

•대상	:	아토피	가족.	참가비	무료	

•장소	:	홈페이지	참조	www.ggumtree.org

성남시 환경정책과 031-729-3172, 환경지도자협의회 031-731-3922

응답하라 중2병 - 청소년 ADHD를 중심으로
•일시	:	6.16(목)	14:00∼17:00,	무료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하1층	대강당

•내용	:	-	강좌1	말	안	듣는	청소년

											-	강좌2	이럴	땐	어떻게	하지?

											-	강좌3	청소년	ADHD의	스마트한	치료	및	질의응답

•방법	:	5.16(월)∼6.15(수)	18:00	홈페이지(www.withchild.or.kr)	

										팝업창	‘교육신청’	클릭

										현장접수는	당일	13:30부터	접수(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031-751-2445(내선 109)

건강교실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황사 예보가 없음

에도 최근에 대부분 ‘나쁨’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봄철이 돼 야외활동을 하려고 하나,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한 걱정과 우려

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말마다 

몇 주에 걸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고 보

고되고, 노약자나 호흡기 및 심혈관 환자의 

경우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원

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Q.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A.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 물질이다. 대부분 자동

차 배기가스, 발전소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 혹은 요리 과정이나 흡연으로부

터 발생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보다 작은 입자

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2.5μm 이하의 입자

를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흡착

된 중금속,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 깊숙한 곳까

지 도달할 수 있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Q.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과 원인은? 

A. 미세먼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

한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

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미세먼

지로 일찍 죽는 사람의 수가 700만 명에 이

르고,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가 

폐암 등 암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공식적

으로 보고했다. 

실제로 안구질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태아의 저체중화나 

조기 출산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최근에 들어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

국발 황사뿐만이 아니라,  경유자동차의 도

로주행 시 과다하게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최근 증가 추세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국내의 미세먼지가 더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Q.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A.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상태

가 나쁜 것으로 예측될 때는 미세먼지 행동

요령 정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좋다. 미

세먼지 예보는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일일 평균치를 기준

으로 △ 좋음 △ 보통 △ 약간 나쁨 △ 나쁨 

△ 매우 나쁨으로 구분한다. ‘약간 나쁨’ 단

계부터는 노약자나 심혈관질환자·호흡기질

환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방

법은 외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창문을 닫아 미

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외출할 때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

용한다.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황사방

지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외출 후에는 신체 노출부위(손, 얼굴 

등)를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호흡기 점막

이 건조해져 미세먼지 성분이 더욱 쉽게 침

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물은 미세먼지에 붙어 몸으로 들

어온 유해물질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준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미세먼지 성분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

다. 미세먼지 속 유해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몸에서 산화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지

만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비타민이 항산

화 작용을 하면서 이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 예방법에 따른 대처 요령을 잘 숙

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자

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중장

기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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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을	비롯한	모든	직업군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

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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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건강칼럼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 지원

•기간	:	4∼12월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대상	:	경기도	내	예비·신혼부부	및	결혼적령기	남·여	만	25∼35세

										경기도내	임신	20주	이내	임신부

•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경기도	관내	보건소장	추천을	받은	자

•검진항목 및 검진시간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진항목	:	(여성)	비타민D검사,	풍진검사,	갑상선검사,	유방초음파,	골반초음파	

																			(남성)	간기능검사,	A형간염	검사,	상복부초음파,	정액검사

						검진시간	:	화~토	08:30∼12:30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	임신부	태아기형아	통합선별검사

						검진항목	:	투명대	검사,	PAPP-A(기형아	1차),	취약X증후군	검사,	

																			쿼드검사(기형아	2차)

						검진시간	:	월∼금	08:30∼17:00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방법	:	방문·우편	접수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	가족보건의원	건강검진	담당자	앞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 031-256-4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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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태도시 성남

전자제품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택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제품은	

파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더라도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파손면책을	요구하며	수탁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정철카피’	대표.	지은	책으로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	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정철	카피라이터

수생곤충이 들려주는 물속 생태 이야기

택배 이용 시 파손면책에 대해

우리 시에는 습지가 많다. 졸졸졸 시냇

물, 계곡, 작은 물웅덩이, 연못, 벼가 

자라는 논도 습지다. 탄천도 대표적인 

습지다. 이 습지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

다보면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부류가 수생곤충이다.  

수생곤충은 애벌레시절이나 일생의 

전부를 민물에서 사는 곤충들을 뜻하

며 수서곤충이라고도 한다. 성충이 

돼도 수중에서 생활하는 것은 딱정벌

레류다. 그 예로 수면 밑에서 배면을 

위로 해 헤엄치는 송장헤엄치개, 길

쭉하고 꼬리 끝에 긴 호흡관이 있는 

‘물속의 작은 사냥꾼’ 게아재비, 대형

으로 탐욕스러운 물장군, 수컷이 등

에 알을 업고 헤엄치는 물자라, 수면

을 재빨리 선회하는 물맴이, 수면에 

얼굴을 내밀었다 금방 물밑으로 숨어

버리는 물방개, 수중을 천천히 헤엄

치는 물땡땡이 등이 있다. 유충기 또

는 유충, 번데기의 두 시기에 수중생

활을 하는 것에는 하루살이류, 잠자

리류, 강도래류, 날도래류 및 모기 파

리매 등이 있다.

계곡 바닥을 들여다 보면 작은 돌들이 

꿈틀꿈틀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바수염

날도래 애벌레들이 모내나 나뭇가지

를 입에서 만들어낸 섬유질과 버무려 

지은 2cm가량의 애벌레집이다. 바수

염날도래 애벌레는 그 속에 들어가 머

리와 다리만 내밀고 바닥을 기어다니

는데 천재적인 물속 건축가이자 위장

의 달인이다.

신비한 불빛을 내는 반딧불이도 애

벌레시기를 물속에서 보내고 다슬기

와 같은 먹이를 먹는다.  물방개는 물

고기나 올챙이를 먹이로 삼는데 물속

의 동물시체를 먹어 물속 청소부 역할

을 한다. 날쌘돌이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서 자라는 시기에 수채로 불리

는데 먹성이 대단하다. 계곡이나 흐

르는 물의 낙엽이 쌓인 곳에 많이 살

고 있는 옆새우는 몸이 좌우로 납작

하며 옆으로 누어 꿈틀거리듯 움직인

다. 그런데 물속에 쌓인 잎을 잎맥만 

남겨두고 먹어치워 엽새우란 이름으

로도 불리는 옆새우도 썩어가는 낙엽

으로 더러워질 수 있는 물속을 정화시

켜주는 훌륭한 물속 청소부 역할을 하

고 있다. 물속 작은 수서곤충들이 들

려주는 생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수서곤충들은 생태계에서 물고기와 

물거미 등을 먹고 먹이사슬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수질의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시금석인데 개발로 습지가 

사라지면서 서식지를 잃어 생존을 위

협받는 생물 중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천습지원에서 어플

라이드머티어리얼즈 코리아의 협력

과 성남시 지원으로 성남의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물땡땡이와 떠

나는 습지체험’이라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비가 

무료이고 탄천습지원까지 이동을 위

한 차량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물가

를 찾게 되는 이 계절에 습지와 습지 

속 수서곤충들을 접하며 환경을 생각

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문의 및 접수 : 성남환경운동연합

031-753-5515(010-9690-3709)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소비자 Q & A

택배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이 의뢰하는 운송물을 사업자가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운송장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포장이 적합하지 않을 때, 

물품이 일정 크기를 초과한 때, 의뢰물품 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인

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에

게 파손면책에 대해 강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약관

은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사업자가 파손위험이 높은 물품에 대해 면책을 조

건으로 수탁을 거절한다면 이 또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는 등 중대한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 파손면

책과는 별도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상식과 식상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21

상식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생각. 

하지만 뒤집으면 식상. 

상식과 식상은 동전의 앞뒷면. 

우리는 늘 상식이라는 핑계를 대며 

식상하기 짝이 없는 고정관념을 눈감아 준다. 

게으른 관찰과 섣부른 결론.

고정관념은 이 두 개의 먹이를 뜯어먹으며 

우리 몸속에 기생하고 있다. 

▲물땡땡이 ▲소금쟁이 ▲날도래▲물자라 ▲잠자리수채

<사진제공 : 여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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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청소년

바야흐로 청소년 시대!

■ 6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명사 초청 강연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장    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인    원 : 선착순 600여 명

회차 일자 강의주제 강사명 강사약력 주요활동 및 저서

11강
6.2(목)

10:00~11:30

“당신의
미각은

안녕하십니까”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농민신문	전국사회부	팀장

•tvN	<수요미식회>	출연	中

•《서울을	먹다》,	《미각의	제국》,	

			《황교익의	맛있는	여행》

			외	다수	저술

12강
6.23(목)

10:00~11:30
사회적	경제와	
지역사회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판로지원본부	

본부장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전무이사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반조성본부	본부장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교생태학습원 6월 프로그램

※ 세부 진행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판교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sh.snpark.net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수		정
청소년
수련관

생각쏙	머리쏙
교과탐험대
(경제편)

6.11(토)
09:00~17:00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통인시장	외

초등	3~6
35명

- 	화폐금융박물관,	통인시장	엽전체험,	서울역사박물관	탐방	등을	통해	화폐의	발달과	
경제활동을	알아보는	기회	제공

※사전교육	6.	9(목)	사전교육	필수참석
※참가비	2만	원(교통비·식비	포함)

5.28~6.10 031-729-9232

놀면서
배우는	캠핑

7.16~7.17
(1박2일)

수련관	및
외부

중학생
30명

- 	도심	속에서	놀고	배우는	캠핑(텐트체험)	
- 	아이패드를	활용한	교육활동		
- 	수영장에서	pool	party	
- 	희망대공원과	수련관을	활용하는	야외활동	등	※참가비	1만	원(숙식비	포함)

6.18~6.25	 031-729-9254

중		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젝트	물품기증

6.1~6.30
수련관	

3층	사무실
지역주민
누구나

- 	캄보디아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기증	
- 	초등학생에게	맞는	깨끗하고	사용가능한	신발(운동화,	샌들	등)	및	문구류

6.1~6.30 031-729-9351

2016년
성남시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6.14~6.17
수련관

2층	공연장

성남시
중학생
학부모
200명

대상 일시 교육주제

각	학교별	접수
(진로부장	문의)

031-729-9357

수정구,	중원구
학부모

6.14(화)	10:00~13:00 아이의	인성과	부모

6.15(수)	10:00~13:00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분당구	학부모
6.16(목)	10:00~13:00 아이의	인성과	부모

6.17(금)	10:00~13:00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서		현
청소년
수련관

북세통
(살아있는

숲속의	도서관)

6.11(토)
6.25(토)

10:00~16:00

수련관	및	
외부	활동장소

초등생
40명

- 	숲	미술·탐험·놀이,	태극	배지	만들기,	전래놀이	등	역사	생태	프로그램	 5.10(화)~ 031-729-9436

힐링캠프	2차
6.25~6.26
(1박2일)

구미동
대광사

초등	4~6
40명

- 	다도체험,	지화연꽃	등	만들기,	한지공예,	자비명상,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	 6.4(토)~ 031-729-9456

정		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어울림마당

6.18(토)
14:00~18:00

정자역	광장
청소년	및	
시민

- 	청소년이	주체가	된	다양한	문화	및	끼의	장을	마련해	건전한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 	마을을	잇다:	청소년	동아리	기획부스	운영
- 	꿈을	잇다:	진로상담,	청소년	기획공연

당일
현장접수

031-729-9555

역사	봄(보	:	다)
프로젝트

7~11월
수련관
내외

성남시
중학생
120명

- 	영화를	통해	역사에	흥미	유발(7월	중)
- 	<귀향>,	<동주>,	<연평해전>	관람	후	미디어	역사토론
- 	독립군체험	캠프(2박3일)	(8월	중)
- 	독립군	체험캠프,	나라사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사체험활동,	무료

6.13~6.30 031-729-9533

판		교
청소년
수련관

생태놀이	
‘자연스케치’

6.25(토)
13:00~17:00

수련관
앞마당

초등	4~6
20명	

- 	관찰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관찰	및	미술활동	등

유선문의

031-729-9657

크라우드펀딩
‘상상해볼뿐이
知	프로젝트’

5~7월
수련관
내외	

14~24세
청소년	포함
동아리

- 	크라우드펀딩	설명	및	기획	워크숍
- 	상시	컨설팅,	크라우드펀딩	운영

031-729-9664

청소년상담복지
센		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중 상담복지센터

학업중단
청소년

- 	전문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지원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인턴십	및	진로자립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멘토	모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상시접수

031-729-9151

1388
청소년	전화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 	대인관계,	부모-자녀관계	갈등	등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전화상담	및	
		정보제공

031-756-1388

구분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참여방법 문의

교육
자연
창의
교실

수요일	
오후	
3:30~
5:00

화랑공원
/체험
학습실

초등	
저학년	
15명

동식물의	지혜로운	전략을	엿보는	
시간.	특정한	동물과	식물이	가지
고	있는	특성을	인지하고,	그	안에
서	영감을	얻어	우리	실생활과	연
관되는	창의력을	도출하는	어린이	
자연	창의	프로그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선착순	신청

(무료)

031-
8016-
0100

행사

2016	
환경의	날	
생태·환경	
축제

‘손바닥	농장,	
팜팜’	

6월	4일	
(토)

판교생태
학습원	
뒤편

화랑공원

성남
시민

‘팜팜’은	우리	씨앗을	심은	작은	
텃밭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2016년	UN이	정
한	‘콩의	해’를	기념해	다양한	토
종	콩을	활용한	체험	놀이와	워크
숍	이벤트	진행

선착순
현장접수
(무료)

031-
604-
9562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판교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교 육 명	:	[성인단체교육]	돌에	그린	한글꽃

△교육내용	:	나만의	한글	인장(도장)	만들기

△교육기간	:	2016.	3~11월	중	수요일(총	10회)

△교육시간	:	2시간

		☆	매달	마지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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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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WALKING WITH NATURE 
: 이재효
일시	:	∼7.3(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가격	:	일반	5천	원
문의	:	031-783-8141~9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KOICA 로드展
일시	:	~	2017.2.28
장소	:	KOICA	지구촌	체험관	
가격	:	전시	무료
								체험전	예약	/	유료
문의	:	지구촌	체험관	
									031-740-0707

앙상블 FOR YOU
- 명곡의 향기 
일시	:	6.2(목)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2F)
문의	:	나윤규	010-5392-8001

(영화) 그들이 죽었다
일시	:	6.3(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4천	원
문의	:	031-783-8000

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일시	:	6.4(토)	19:00	
장소	:	성남아트센트	콘서트홀
가격	:	전석	1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5 6 7 8 9 10 11
썸머 왈츠 콘서트 
WITH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테이트 심포니
일시	:	6.8(수)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	1661-1605

바람개비 콘서트
일시	:	6.9(목)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무료
문의	:	성남민예총	031-753-2582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031-721-4858

(영화) 세기의 매치
일시	:	6.10(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4천	원
문의	:	031-783-8000

뮤지컬 ‘터닝메카드’ - 성남 
일시	:	6.11(토)	11:00,	14:00,	16:30	
									6.12(일)	11:00,	14: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6만	원,	R석	5만	원,	
								S석	4만	원
문의	:	1688-6675

12 13 14 15 16 17 18
2016 단오와 흥겨운 남한산성
일시	:	6.12(일)	14:00
장소	:	남한산성	놀이마당
문의	:	성남민예총	031-753-2582

최예인 피아노 독주회
일시	:	6.14(화)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1만	원
문의	:	02-586-0945

(영화) 화려한 휴가
일시	:	6.16(목)	19: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무료
문의	:	031-724-8370

2016 이승환 콘서트 
‘공연의 기원：
ORIGIN - 극장판’ IN 성남
일시	:	6.18(토)	18: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13만2천	원,	R석	12만1천	원,	
										S석	11만	원,	A석	9만9천	원
문의	:	1544-1555

19 20 21 22 23 24 25
왕세자 실종사건 - 
2016 시리즈 연극 ‘만원(滿員)’
일시	:	6.23(목)∼6.26(일)
									목	20:00,	금	16:00,	20:00,	
									토	17:00,	일	14:00,	17: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1만	원
문의	:	031-783-8000

(영화) 미라클 벨리에
일시	:	6.24(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전석	4천	원
문의	:	031-783-8000

26 27 28 29 30
수정시네마 ‘쥬라기 월드‘
일시	:	6.29(수)	15:00∼17:00
장소	:	수정도서관	2층	북카페
가격	:	선착순	입장,	무료
문의	:	수정도서관	031-743-9600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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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연·전시

성남문화원은 향토 민속놀이 ‘성남 오

리뜰 농악’ 시연회를 6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야탑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오리뜰’은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의 

평야 이름에서 유래됐다. ‘오리뜰 농

악’은 1940년대부터 70년대 말까지 

분당구 구미동의 옛 지명인 오리뜰에

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

에서 농번기와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전성기를 누리다 1989년 분당 신도시 

개발로 한때 자취를 감췄다.   

성남오리뜰농악은 성남문화원과 성남

농악보존협회의 노력으로, 2007년 문

화체육관광부 선정 전통예술복원사업

으로 지정받아 복원된 지 10년째가 됐

고, 이전의 화려했던 모습으로 여러 

민속예술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성남시 대표 행사에 출연하고 있다. 

김대진 성남문화원장은 “오리뜰 농악

은 노동과 놀이가 결합한 두레농악으

로, 주민화합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

하는 대동놀이였다”며 “성남 오리뜰 

농악이 다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으

며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활동과 노

력으로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농악

단으로 발전시켜 성남 전통문화의 우

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성남문화원 031-756-1082

단옷날 시민을 찾아 가는

향토 민속놀이 ‘성남 오리뜰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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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아버님! 

아버님이 계시는 천상(天上)은 어떠

한가요? 조국은 이제 성하의 계절을 

맞아 온 국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산

으로 바다로 나들이를 떠나는 정겨운 

유월이랍니다. 그리고 나라 위해 순

국하신 모든 분들의 영전에 국민의 

이름으로 현충의 메시지를 보내는 호

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제 나이 스물 두 살 때인 사월, 도화

(桃花) 향기가 그윽한 그날 가까운 일

가친척의 축복을 받으면서 전례의 예

식에 따라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남

편은 아버지를 나라에 바치고 어머님

도 일찍 돌아가신 후 혈혈단신 어린

나이에 조손(祖孫)가정으로 힘겹게 

살아온 삼대독자, 유복자 6.25 전몰

군경 유자녀였습니다. 

제 딸들이 성장하고 아버님 제사상 

그리고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에 그린 그리움을 어찌 다 말씀드리

겠습니까? 아버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버님의 명복을 눈물로 기원 드렸답

니다. 

명절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

디 계시냐고 묻던 어린 딸들의 슬픈 

눈망울을 봐야했던 그때 저의 아픈 

가슴을 아시는지요? 사실 저도 남들

처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두 분께 

세배를 드리고 아버님의 사랑을 받으

면서 세뱃돈도 받고 싶었습니다. 

당신께서 사수하신 조국은 이제 세계

에서 10위 내 선진국이 됐습니다. 조

국은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일구

어낸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아버님과 

호국영령들이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당신이 자랑스럽습

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희 딸 넷이 다 건강

하게 가정을 이루고 가족끼리 정다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정말 감

사드립니다. 

그리운 아버님! 

창문으로 아버님께서 사수하신 유

월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전

에 뵙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

고 있답니다. 언젠가 저도 아버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오겠지요. 제가 그

날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고 아버님, 

어머님께 생전에 드리지 못한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천

상(天上)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당신의 귀여운 며느리 올림

친척이 상을 당해 문상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편도 1차선 지방국도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우리 일행 앞에서 거

북이걸음을 하며 힘겹게 오르고 있

었다. 

일행 중 맨 앞의 승용차가 잽싸게 화

물차를 추월해갔고 두 번째 차도 중

앙선을 넘어 잘 비켜 올랐다. 

혼자 남게 된 나도 거기에 질세라 찬

스가 생기자마자 가속 페달을 밟아 

쏜살같이 트럭을 추월했다. 그런데 

커브 길을 막 돌아 나오자마자 교통 

경찰관이 차를 세웠다. 그리고 면허

증 제시를 요구했다. 할 말이 없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가족 앞에서 체면

이 영 말이 아니었다. 

“예, 조금 급히 가다 보니 위반을 했

네요. 미안하게 되었는데 한 번 봐줄 

수는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경찰관

은 환하게 웃으며 “네, 저도 봐드리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어른다우십니다. 다른 차들은 왜 나

만 잡느냐고 따지고 큰소리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위반을 솔직히 시인

하시니 멋지십니다. 바쁘다 보면 서

두르게 되는데 그게 안전을 위협하니

까 조심운전 하세요”라며 보기 좋게

(?) 스티커를 발부했다. 

환한 웃음으로 대하며 위반 사실을 

알리고, 차라리 이렇게 잘못을 인정

할 줄 아는 모습이 당당하고 멋지다

고 말해주는 경찰관의 모습에서 오히

려 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그는 내가 첫마디에 위반사실을 시인

해준 것에 무척 감동했고, 먼저 걸려

든 수많은 사람들의 변명과 반발, 어

른답지 못한 행동,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위선에 마음이 크게 상해 있

었던듯했다. 경찰관도 각양각색의 운

전자들을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

을까 싶었다. 

그날 단속에 걸렸어도 나는 기분이 나

쁘지 않았다. 그리고 잘못 추월하다가 

가족 전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

으므로 안전운전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 경찰관을 보며 나 스스로 반성했

고 고마운 생각을 갖게 됐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비춰졌을까? 그

날은 아버지란 이름을 다시 생각해보

는 계기가 됐다. 

이기현
수정구 금토동

이순필
분당구 금곡동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천상에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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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6일(금)까지	보내주세요(주소·

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

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강미옥  l 분당구 이매동

하늘도	맑고	세상도	푸르던	날,	중앙공원에	꼬마친구들과	소풍을	

나갔습니다.	내	어릴	적	뛰며	놀았던	이	놀이를	꼬마친구들과	함

께하고	있자니	뿌듯한	마음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인경 누나!!    황호현 l 분당구 구미동

지난봄	탄천을	걷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엄마	이름이다.	엄마도	20

년	전에	저렇게	시집가라는	소리를	들었겠지?	오늘은	집에	가서	엄마	말

고	인경	누나~라고	한번	불러줘야겠다.

독자마당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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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테나

제6기 형틀목공·철근 교육생 모집
과정┃형틀목공,	철근	기능인력	교육	훈련

기간┃형틀목공	:	7.19(화)∼10.24(화)	(주3일/3시간)

								철						근	:	7.21(목)∼10.21(금)	(주2일/2시간)

접수┃6.7(화)∼7.12(화)	방문	접수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36.	영진빌딩	3F)

성남건설기능학교 031-626-5112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모집
대상┃차상위층,	수급자	계층

하는 일┃급식도우미,	식당도우미,	요양보호	등

시간┃1일	8시간/	주	5일

급여┃월	80만∼90만	원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031-748-3500

2016년 엄마와 함께하는 생활체육
기간┃7.2(토)	

종목┃수상스키,	물놀이기구

장소┃경기도	가평군(AK리조트)

대상┃관내	주부	45세	미만	30명,	11세	이상	자녀동반	가능

접수┃6.13(월)∼6.17(금)	15:00(참가비	2만	원)

								선착순	인터넷(www.lifesports.or.kr)	및	전화	마감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58-8690∼2

엄마품처럼 따뜻한 베이비시터 ㈜시니어맘
대상┃50세	이상(60대	참여가능)

신규교육(취업 대비)┃7월	초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사진	각	1장	

돌봄가정(신생아~초등생) 모집┃수시

㈜시니어맘 031-739-2963~4

대광사 ‘나를 찾아가는 여행’ 템플스테이
대상┃일반인	및	청소년(체험형-주말,	휴식형-항시)

내용┃참선,	숲속	명상,	한지공예,	다도체험(상시	가능)

참가료┃성인	5만	원,	청소년	3만	원	

대광사 템플스테이 031-715-3404

대광사 인문학 특강
일정┃6.26(일)	10:30,	무료

주제┃용수보살님의	공(空)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

강의┃정상교	박사(동경대	불교학	전공)

대광사 031-715-3000

성인 한글 단계별 학생 모집
과정┃초등학교	과정	각	과정별	10∼20명	모집

								수시	방문입학	가능,	이수	후	초등학교	학력	인정

위치┃지하철	8호선	수진역	사거리	2번	출구(성남빌딩	2층)

창세학교 031-744-7004

2016년 보바스기념병원 춘계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일시┃6.30(목)	13:00∼17:00	

대상┃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일반	성인	남녀	50명

장소┃보바스기념병원	L층	보바스홀

접수┃ 5.25(수)∼6.24(금)	전화	및	이메일(ms2huh@naver.com	-	

이름·성별·연령·연락처	기재)로	신청

보바스기념병원 사회공헌팀 031-786-3326/3420

중원구 여성합창단 모집 
자격┃20-55세	여성(성남	거주자)

연습┃월·목	오전	10∼12시,	중원구	대회의실(3층)

중원구 여성합창단 010-2299-4392, 010-2273-2726

필요경비 공제용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내역	확인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해	신고	가능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연금건강고용

산재보험료조회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국번없이 1355

제3회 하대원 끼 콩쿠르의 밤 
일시 및 장소 : 2016. 7. 2(토) 18:00 중원청소년수련관 앞 광장

하대원동	주민의	장기마당인	제3회	하대원	끼콩쿠르의	밤에	참

가할	재능	있는	주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기자랑 참가자 접수 안내

기간┃ 2016.6.1(수)	∼	6.15(수)	

대상┃ 성악,	기악,	민요,	밴드,	대중음악,	춤	등

접수┃ 일과시간	방문접수(주민센터	2층)

자격┃ 하대원동	거주자,	직장인,	학생

시상┃ 120만	원(최우수	1팀	30만	원,	우수	1팀	20만	원,	

							장려상	2팀	10만	원,	인기상	2팀	10만	원,	참가상	6팀	5만	원)

문의	:	하대원동	031-729-6797	

※	참가자	많을	시	예심	실시해	본선	12개	팀	선발

7 . 8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PC	기초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월·수·금
09:20~10:50

수시모집

031-732-6884

인터넷	활용
월·수·금

11:00~12:00

한글
월·수·금

13:00~15:00

엑셀
월·수·금

15:00~17:00

멀티미디어	
활용

화·목
10:00~12:00

파워포인트
화·목

13:00~15:00

수정구청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일

멀티미디어

성남
시민

6.27~7.22	

월~금
10:00~12:00

6.15(수)	09:00	~	
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sujeong-gu.
or.kr)

정보통신팀
031-729-5071

엑셀	기초
월~금

13:00~15:00

한글	활용
월~금

15:30~17:30

ITQ	인터넷	자격증 7.4~7.29
월·화·목·금
18:30~20:30

수정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활용 + 예술분야 특강
강좌명 운영일시 장소 대상 접수방법

업사이클링
교실공방	

7.6(수)~8.10(수)
15:00~18:00

세미나실
성인	
15명

6.21(화)	
10:00~	
홈페이지

곤충나라 연계 문화행사
행사명 운영일시 장소 대상 접수방법

지구의	
역사와	곤충

6.23(목)
6.30(목)

15:00~16:30

제1
문화교실

초	1~3,	
15명

6.8(화)	
10:00~
홈페이지

6.23(목)
6.30(목)

16:30~18:00

초	4~6,	
15명

저자	특별강연
-	권혁도	작가	-

6.25(토)
13:00~15:00

초	1~6,	
30명

곤충모양	쿠키체험
6.29(수)

15:00~17:00
제2

문화교실
6~9세,	
15명

매마수 문화day 행사
행사명 운영일시 장소 대상 접수방법

째깍째깍	부엉이	시계
(클레이	체험	특강)

6.29(수)
15:30~17:30

제1
문화교실

초	1~2,	
12명 6.15(수)

10:00~
홈페이지한지	목걸이

(한지공예	체험	특강)
	6.29(수)

16:00~17:30
세미나실

초	3~5,	
12명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매년 1,000억 삭감 시 일자리·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 중단 위기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 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

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성남시 재정이 거덜납니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45% 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매년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납니다.

다시 모라토리엄의 고통으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

러분에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매년 1,000억 삭감 시 중단해야 될 자체사업>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교복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어르신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

2016. 5.

성 남 시

우리의 세금은 우리가 지킵시다!

‘성남시민 세금지키기’100만 서명운동 
▷시·구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 가능 http://me2.do/F87p6xJV, http://goo.gl/YuFaCg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성남시새마을회관) 031-708-6900

담 화 문

<관련 Q&A  3면>

▲시민의 분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