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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5 전국 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부문 특별상 수상

2016년7월

지방재정 개편 저지 위해 11일간 단식한 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자치

시민 여러분이           입니다

지방자치,

시민 여러분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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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지방자치의 주인은 시민. 이번에도 역시 성남시민들

이 제일 먼저 나섰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발표되자 즉각 성남시민 세금지

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시민설명회와 함께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 94만여 명의 동의를 얻

어냈다.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들은 성남교육지키기 대

책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응원도 눈부셨다. 김영권

(여), 이정우(남) 씨 등은 단식일부터 광화문 광장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서명을 현

장에서 받으며 방문객을 맞는 등 많은 시민과 단체들

이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내 일’처럼 여기고 한마음으

로 뭉쳤다.   

하루 평균 1천여 명이 이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건강 베개를 만들어온 경남 

창녕에서 온 방문객, 호주 시드니에서 20시간 날아온 

사람, 가게 문을 닫고 늦은 밤 찾아온 성남 상인들, ‘시

장 할아버지 힘내세요’ 피켓을 든 어린 아이들 등 아침

부터 저녁까지 시민들과 국민들의 응원이 넘쳐났다. 

편지, SNS, 메모 등 전국에서 많은 응원메시지로 힘

을 보태기도 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6개 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11

일 주최한 시민문화제에는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규탄하며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해 한국사회

경제학회, 6월민주포럼,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법조계

와 학계, 시민사회의 동조 성명도 잇따랐다.

각계 인사부터 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격려와 성원

이 이어졌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이재명 시장 단식, 무엇을 남겼나? 

“31끼 밥 대신 희망을 먹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돌입한 광화문 단식농성을 11일째에 중단했다. 

협의나 조정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선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계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성남시민을 한마음으로 지방자치 수호의 일선에 서게 하고, 지자체 일에 중앙정부와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도 힘 보태겠다’ 

자발적 시민 움직임 커

시민 문화제, 

토크콘서트로 국민들 관심 모아

지방재정 제도 개편 반대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11일… 숨 가빴던 순간들

단식 1일 2016. 6. 7(화)

이재명 성남시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일일 동조단식)

국회 안전행정위 더민주 박남춘 간사 등 위원 

9명 방문, 당 차원 해결 약속과 단식중단 호소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 방문, 당 차원 해결 약속

이재명 성남시장, 11일째 단식 중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정계 인사 광화문 농성장 격려방문

비와 강풍 속 하루종일 누워서 

‘내일’을 그려본다.

“100만 시민이 선출한 시장으로서 

 집무실을 떠나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을 만나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기 6개 지자체장 ‘지방재정 개편 반대’ 기자회견 

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11일째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식은 끝났지만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단식 2일 2016. 6. 8(수)

2016. 6. 15(수) 단식 9일2016. 6. 16(목)2016. 6. 17(금) 단식 10일단식 11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계 인사를 비롯해 김만수 부천시장, 김윤식 시흥시

장, 양기대 광명시장 등 자치단체장, 김상곤·이재정 전

현직 경기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광화문 

농성장을 찾아 뜻을 함께했다. 소설가 조정래, 이외수 

작가, 함세웅 신부, 법륜 스님, 유민 아빠 등 세월호 관

계자들도 방문해 위로했다.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 등 

시의원들은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화문에서 토크콘서트도 3차례 열어 지방재정 개편

에 대한 국민들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상호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은수미 전 국회

의원, 조국 서울대 교수, 가수 이은미 등이 함께했다.

   

이 시장의 단식농성은 야권 인사들의 개별 격려방문을 

넘어 당 차원 대응을 이끌어냈다. 6월 8일 김종인 더불

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

권 인사들이 연이어 광화문을 찾는 가운데 단식 9일째

에 접어들자 야당 중진인사가 중재에 나섰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15일 이재명 시장의 건강을 염려

하며 “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 더민주 박남춘 간사 등 

위원(9명) 전원이 방문,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지방재

정 개편안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면서 “당이 제도

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김종인 대표가 다시 찾아와, “국회에서 중앙재정

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으로 풀겠다”고 당 차원의 해결을 약속하면서 이 시장

의 단식도 끝이 났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과제가 남았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소음과 매연 속 광화

문. 지지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이 시장은 

‘밥’ 대신 ‘희망’으로 배부를 수 있었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당 차원의 

제도적 대응 이끌어내

지방재정 개편 반대 서명부, 행정자치부에 전달

(성남 94만여 명 등 6개 시 총 277만3천여 명) 

‘광화문토크, 희망이 밥이다’ 2탄

(은수미 전 국회의원, 조국 서울대 교수 등)

소설가 이외수 씨 등 각계 인사 방문, 위로 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조 성명 발표

단식 최악이라는 7일째, 낮 시간대 처음으로 누웠다.

‘광화문토크, 희망이 밥이다’ 1탄 개최

지방자치 개편 저지 시민문화제
(경기 6개 시 4만여 명 참석)

함세웅 신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매일 1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농성장을 찾았다.

단식 3일 2016. 6. 9(목) 단식 4일 2016. 6. 10(금) 단식 5일 2016. 6. 11(토)

단식 6일2016. 6. 12(일)2016. 6. 13(월) 단식 7일2016. 6. 14(화) 단식 8일

▲16일 열린 광화문토크 3탄에 함께한 가수 이은미 씨▲광화문 농성장에서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학생들 ▲단식 중에도 행정누수 방지를 위해 8일, 13일 농성장에서 정례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결재를 했다.



이재명 시장은 
왜 단식을 했나?  

지방재정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들과 지킨다 

복지 일자리 안전 지역경제

•복지시설종사자 복리후생비 축소

•보훈명예수당 및 명절 보훈가족 위문 축소

•치과주치의 중단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청년배당 중단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중단 등

•어르신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사업 중단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중단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축소

•보훈일자리 사업 축소

•성남형 일자리 사업 축소

•방범용 CCTV구축 사업 중단

•성폭력 및 범죄예방 사업 중단

•시민순찰대 운영 폐지

공공청사 도시건설

•시립의료원 건립 중단

•주민센터 건립(분당동, 위례동) 중단

•각종 복지관 및 복지시설 건립 중단

•공공도서관(서현, 상원, 복정) 건립 중단

•판교 랜드마크 트램 사업 포기

•재개발 사업추진 중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중단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 중단

•중소기업육성 지원 축소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축소

•상권활성화 사업 축소

교육 교통

•성남형 교육지원 사업 중단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중단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축소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축소

•공영주차장(백현 모란) 건립 중단

•버스 무선인터넷 서비스 중단

•단독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중단

문화체육 단체보조금

•찾아가는 연주회, 파크콘서트 공연 중단

•탄천 및 공원 물놀이장 운영 중단

•성남FC 축구단 운영 축소

•겨울스케이트 및 눈썰매장 운영 중단

•성남시새마을회 지원 축소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지원 축소

•국민운동단체 활동비 지원 축소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 축소

•각종 민간단체 사업비 축소 등

매년 1,051억 원 예산 삭감 시 축소·폐지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사업들

http://snvision.seongnam.go.kr

04 ·05

지방자치

이재명 시장은 6월 15일 경향신문, 17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

서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러 차례 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부가 거부했고, 정부

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재정력이 뒷받침돼야 시민의 삶

과 밀접한 정책을 마련 집행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빼앗아가려는 것이기 때

문에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22일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

안(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

금 배분기준을 변경해 경기도 6개 불교부 자치단체 우선 배부

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가능한 불교

부단체의 몫을 줄이고 그 재원을 다른 자치단체에 나눠준다

는 것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과

천시 등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

계 8천억 원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 이는 일반회계 세수의 

10~30% 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는데, 재정개편

으로 그 45%에서 20%를 더 가져가면 성남시는 25%만 쓸 수 

있게 된다. 매년 예산 1,051억 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매년 1,051억 원 세입이 줄어들면 성남시의료원 건립, 각종 복

지관과 공영주차장,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 ‘시민이 행복한 성

남’을 위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전면 중단해

야 할 위기에 놓인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풀뿌리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주권 보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재정자주권은 

자치사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중앙에 쏠려 있고 

정부는 국가사무를 끊임없이 지방에 넘겨 재정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중 220개는 

정부 지원 없으면 파산하는 이른바 교부단체입니다. 

지금 정부는 나머지 6개 지자체까지 돈을 뺏어 

재정자주권을 박탈하고 교부단체를 늘리려 합니다. 

해법은 하나! 

지자체에 4조7천억 반환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이행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꺼져갑니다”
정부는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4조7천억 반환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지방자치 탄압 멈추십시오! 

민주주의 역행 멈추십시오!

정부, ‘4조7천억 원 
지방재정 확충’ 
약속 지켜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중단했지만 아직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 시장은 “단식은 철회하지만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지방자치

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주권 보장이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

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

7천억 원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들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나 기

초연금제를 떠넘기고 약속한 4억7천억 원을 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실행하지 않고 6개 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6개 시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천억 원의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

재정 개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성남시는 시승격 43주년을 맞는다. 이번 지방재

정 개편이 잘 풀려 성남시가 지방자치 수호의 든든한 롤 모델

이 되길 기대한다.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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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든다
민선6기 2주년

전국 최초 주민 발의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6월 2일 창립 현판식… 개원 작업 본격화

시민 안전지킴이, 성남시민순찰대 ‘호응’ 

현재 3곳에서 올 하반기 10곳으로 확대 예정 

힘내라! 성남…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전면시행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경제도 ‘웃음’ 

성남시의료원은	6월	2일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사무실에서	창

립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료원	개원작업에	돌입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

관이다.	사업비	전액	1,931억여	원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건립한다.	

시는	5월	2일	조승연	초대	성남시의료원장을	임명하고	16일	성남시의

료원	개원	준비팀을	구성한	데	이어	이날	현판을	내걸면서	본격적인	

개원	작업에	착수했다.	6월	13일	직원	모집공고를	올리는	등	앞으로	의

료원	건립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현판식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은	“의료는	공공서비스다.	사람들의	삶	

에서	건강한	삶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

민국의	의료는	국가의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보다는	사업	측면에서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지적하며	“성남시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

료가	가야할	첫길을	열고	제시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시민의	병원이

라는	점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공병원”이라며	“막중한	책임

감을	가지고	성남시에	참된	공공의료를	알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해	건립현장까지	둘러본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

이	대형병원에	준하는	시설로	들어선다	하니	본시가지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에	연면적	8만2,777㎡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지며,	24개	진료과목에	518병상으로	

2018년	초	개원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준비팀 031-729-8986

민선6기	성남시정의	주된	방향은	공공성	강화다.	

그	중	하나가	2015년	7월	성남시민순찰대	창설이다.	시민이	주인이	

돼	안전	예방활동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에도	기여한다.	태평4동·상대원3동·수내3동	3곳	행복사무소에	지역대

별로	18명씩	총	54명이	365일	24시간(3교대)	상주하며	지역밀착형	순

찰활동,	여성	안심귀가,	아동	안심	등·하교,	취약계층	집수리,	생활공

구	대여,	택배보관	및	전달	등을	돕는다.		

올해	5월	31일까지	응급환자	구호,	화재위험주택	긴급조치,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자	검거	등	6만8,704건의	작고	큰	시민	불편을	해결하

며	호응을	얻고	있다.	2단계(2016~2017)로	오는	10월에는	행복사무소

를	현재	3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안전지도(교통·재난·치안·

맞춤	안전지도)를	작성	및	공개,	이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시민안전

망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도	2015년	29개동	9,481개소에	이어	올해	39개

동	1만723개소를	대상으로	전개한다.

재난안전관실 안전협력팀 031-729-4202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비롯한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성

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	1월	전면시행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무상교복은	관내	47개	

중학교	신입생	8,292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1인)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무상교복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

은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시	관내	협동조합이	교복을	생산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정지원금	연	100만	원	중	절반인	50만	원

을	분기별로	나눠준다.	

지난	1분기	1만574명,	2분기	1만199명(6.20	현재)에게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완료했다.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높은	만족도

(96.3%)를	보였으며	생할비(40.9%)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올해	24세	시범지급	후	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작은	걸음인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가정에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사랑상

품권으로	지급한다.	6월	16일	현재	출산	산모	3,659명	가운데	

3,088명이	산후조리	지원비를	신청,	수령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이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외에도	서점,	문구,	안경점,	학원	

등으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당초	계획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지급	유보된	절반의	지

원금은	정부	상대	헌법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수혜

자에게,	패소	시	정부의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3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02

향후 계획

오는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을 맞는다.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의 힘은 시민들이다.시민이 주인이 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주요 행보를 알아본다.  

•종합건강증진센터	건립(2016.8월~2018.	하반기)

•시민	건강주치의	사업(2016~2018)

•행복사무소	운영(2015~지속)	:	동별	1개소(30~40개	지역)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의 메카, 성남

성남의 미래에 투자한다

안전한 도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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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숙원사업’ 서현도서관 짓는다

표준시장단가 산정으로 11억 원 예산 절감

공평한 교육기회 부담 없는 교육…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 ‘찾아가는 진학컨설팅’도 시작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인	서현도서관	

건립이	드디어	시작됐다.	

성남시는	6월	7일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에서	심기보	성남시	부시장,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현도

서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서현도서관은	자체	발주로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성남시가	산

정한	공사비가	너무	낮다며	조달청이	4차례에	걸쳐	표준품셈을	적용

하도록	보완	요구했으나	시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발주를	한	

것이다.	

실제	서현도서관	공사	입찰에는	무려	369개	업체가	참여해	‘공사비가	

낮으면	사업성	악화로	유찰될	것’이라는	건설업계와	정부측	주장을	

무색케	했다.	

서현도서관은	부지면적	4,222㎡,	연면적	1만2,400.46㎡에	지하	3층	지

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5

월	1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	1층	문화강좌실과	시청각실,	1층	어린이·유아열람실,	2층	종합자

료실,	3층	전자정보실과	노트북실,	일반열람실,	4층	일반열람실	등	다

양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갖추게	된다.	지역	상

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	1~3층까지	1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

치한다.	

상원도서관(중원구	중3주택	재개발지구)은	3월	착공했고,	복정도서관

(수정구	복정동)은	연말	착공	예정이다.

도서관지원과 도서관정책팀 031-729-4672 

성남시는	6월	4일	낙생고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진학컨설팅’을	지원

한다.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의	일환으로,	관내	고등학교	중	

총	19개	고등학교를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전문상담

교사	10명이	찾아가	학교당	1~2회씩	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의	전반적인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성남형교육	‘진로·진학주치의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확대	지원,	‘맞

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를	운영한다.	‘맞

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및	구술	프로그램,	자기소개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프로그램을	지

원하고,	‘거점학교	클러스터강좌’는	미술분야	76명	지원학생	대상	‘아

트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생

존수영,	심폐소생술교육,	성남FC탐방,	민주시민교육,	내	고장	탐방	등	지

역연계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독서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성남형	BOOK극성	지원	사업,	학습준비물센터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사

업,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사업,	초중등	영어독서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와	함께하는	학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따른	혁신과제	운영,	무상교

복지원,	교육과정지원	사업	등에	올해	417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시는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자	공평한	교육

기회와	부담	없는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

성하기	위해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해	왔다.	

대학생	대상으로	든든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

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3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만6,433건,			

8억5천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교육청소년과 성남형교육팀 031-729-8853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발표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성

남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추진하려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민

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	도입과	이용료	지원은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와	대법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거나	

재조정할	예정이며,	산모	건강검진비	단계별	지원(2016.7),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	파견사업	등도	진행한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확대	지원했다.	시립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	양지동,	성남동,	분당동	3곳에	이어	2016년	1월	

상대원동에	설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분당구	백현동	지역(2016),	수정구	

신흥1동·태평4동	지역(2018)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은	민선5·6기에	걸쳐	18개소를	건립했고,	올	하반기	위례1·서현제2	국공

립어린이집	등	2018년까지	8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아이사랑

놀이터도	성남시청사	1호점을	시작으로	12개소를	신설했으며	4개소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직장부

모의	3고충(개인·가정·직장)	해소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를	

2015년	8월부터	운영,	상담과	교육을	한다.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697가정에서	4,239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와	부모를	웃게	하는	다

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3�보육정책팀 031-729-2933~5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교육·문화가 있는 도시

아동복지시설 확대 등 

아이와 부모를 웃게 하라 

공공도서관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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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환승거점 정류장의 새로운 변신 

모란역도 교통체증 개선 예정

대한민국 대표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 

사람 중심의 미래형 주택재개발 

명품도시 분당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성남시	야탑역	정류장의	구조개선사업이	6월	12일	마무리됨에	따라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한국철도공사와	매칭해	국비	30%를	확보,	‘야탑역	환승거

점	정류장	시설개선’을	했다.	택시와	버스가	뒤엉키지	않도록	야탑역	

상행광장(1번	출구,	성남시청	방면)쪽에	있던	4면	규모의	택시	대기장

소를	대덕프라자와	메트로빌딩	앞에	진입과	진출을	일방통행화해	18

대가	동시	대기할	수	있도록	확대	이전했다.	하행광장(4번	출구,	아트

센터	방면)쪽은	성남대로에	있던	4면	규모의	택시장소를	성남종합터

미널	전면가로	양측으로	옮겨	30대의	택시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도

록	대규모로	확대했다.

기존	택시	대기장소를	포함한	야탑역	상하행	광장부에는	초대형	버

스쉘터를	설치했다.	상행정류장은	길이	74m,	하행정류장에는	길이	

104m	규모로	확장해	기존보다	약	13~20배	커졌다.	이는	한	번에	약	

150~200여	명의	버스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규모다.	

하행광장에	설치된	초대형	쉘터(104m)는	단일	쉘터로는	국내	최대	규

모다.	버스	유형별,	방면별,	노선별	정차	위치도	재배치해	버스	노선	

운행체계를	편리하게	구축했다.	

하행	공항버스	정류장은	아미고타워	앞의	우회전	상습지정체	발생을	

해소하도록	후방	290m	지점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동측	성남대로변

으로	이전,	재설치했고,	상행	방면	공항버스	정류장도	LG전자	앞	전방	

50m	위치로	이전해	별도	공항버스	쉘터를	설치했다.	

시는	야탑역	완공	후	모란역(중원구	성남동	모란삼거리~모란시장사거

리	약	320m	구간	양방향)	정류장	구조	개선도	진행해	하반기	완공할	예

정이다.	관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야탑·모란의	교통운영체

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중교통	환경이	편리해지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하이테크밸리~광주	삼동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연장,	8호선	

모란차량기지~신분당선	판교역	연장사업도	2024년까지	추진한다.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 031-729-3714

성남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

책을	펴고	있다.	

성남에는	‘대한민국	대표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

리를	비롯해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성남하이테크밸리는	2015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돼	정부의	국비	지원(1,380억	원)	등으로	기반시설,	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혁신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는	‘경기콘텐츠코리아	랩’도	창작

자를	위한	열린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디어	개발	및	콘텐

츠	창작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도	만들었다(창업	169건,	일자리	

307명).	스타트업	성장	지원	‘문화창조허브’도	운영,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용한	창업(428건)과	일자리창출(1,298명)을	지원했다.

신성장	동력	MICE산업	육성도	올해	연구용역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다.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업체와	NHN,	다음카카오,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외	

내로라하는	IT·BT·CT·NT	및	첨단융합	기술관련	업체가	1천	개	

이상	들어선	최첨단산업연구단지다.		

국토부	국책사업으로	창조경제밸리(제2판교테크노밸리)가	

2019년	6월	완공되면	성남은	명실상부한	창조경제도시가	된

다.	수정구	금토동과	시흥동	일대에	42만6천㎡	규모로	6개	기

업공간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생기면	750여	기업	4만3

천여	명이	근무할	전망이다.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	1,600여	개,	상주	근무인원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판교지역	교통	편의를	위해	판교테크노밸리~판교역을	

잇는	1.5㎞	복선	판교	트램도	선보인다.	올해	사업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 031-729-2652~4

성남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다.	

1단계	주택재개발	사업(단대,	중동3)을	2013년	완료하고	2단계	주택재

개발	사업(신흥2,	중1,	금광1)은	2015년	시공사	선정	후	올해	주택재개

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신흥2),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실시

(중1,	금광1)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세입자	보상비	등을	융

자	지원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재개발을	추진한다.	3단계	산성구

역(2016	조합구성),	상대원2구역(2015년	조합구성	승인)	재개발도	진행

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5년	11월	도

로,	주차장,	공원,	광장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으

로	조성했다.	

시는	고도제한	미완화	및	사업성	악화로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

진하기	어려운	구역은	블록별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적용가능한	새로

운	재생사업	모델을	연구해	저탄소	컴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본시가지에	주민	부담	없는	지역난방도	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단대동	일원을	

성남형	주민	중심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2017년까지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등	행복공동체도	활성화한다.

시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

생	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

획이다.

명품도시	업그레이드	분당	리모델링은	2014년	공공지원	리모델링	시

범사업	선정(선도추진	시범단지	1,718세대,	공공지원	시범단지	3,505

세대)과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

뤄졌다.	2015년에는	2차	리모델링	시범단지(서현동	정도빌라)가	선정

됐고,	4개	시범단지(한솔5,	느티3·4,	매화1)의	1차	안전진단을	마쳤으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2팀 031-729-4422~3, 031-729-4432~4

주거환경과 주거환경팀 031-729-4472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729-8812~4

쾌적하고 살기 편한 도시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해요

창조경제 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민선6기 2주년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든다

민선6기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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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로 만드는

‘공유경제의 날-벼룩시장’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218개 육성 

일자리 늘린 성남시,

정부 평가서 ‘우수상’ 수상

2015년도 취업자 48만9,800명 

성남시는	기존	운영하던	벼룩시장을	정례화해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끌어	가는	성남형	모델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경제의	날-벼룩시

장’을	운영한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재화를	대여하거

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

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위례동을	제외한	49개	동	전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민간주도	하에	공유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벼룩시장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매월	1·3주(금)는	수내1동,	마지막주(토)는	정자2동,	2·4주(금)는	백현동

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월에는	25일	정자2동,	28일	이매1

동·태평2동,	7월에는	5일	삼평동,	9일	단대동	등에서	열린다.	

성남시는	공유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2014년	11월	「공유경제	촉진	조

례」를	제정했고,	2015년	12월에는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성남시청사를	개방해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

록	했으며,	홈페이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회의실	

등의	시설물을	무료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경제조직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성해왔다.	사회적경

제	전담팀을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조례	제정,	육성기금	조성(20

억	원	조성,	목표	50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홍보	및	전

시판매	공간과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올	6월	1일	현재	성남에는	사회적기업(35개),	예비사회적기업(16개),	시

민기업(25개),	마을기업(5개),	협동조합(162개)	등	사회적경제기업	218

개에	2천여	명이	고용돼	있다.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729-3222

‘일자리가	최고	복지’를	지향하는	성남시가	일자리	창출	관련	우수	지

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26곳	지자체	대상	2016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9천만	원의	인센티

브도	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2015년도에	일자리	공시제	목표	63.6%보다	0.8%	많은	64.4%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2015년도	취업자	수는	48만9,800명이다.	

시민	순찰대(54명)	운영,	초등학교에	학습	도우미(63명)	지원,	일반시

민으로	구성한	체납	실태	조사반(70명)	운영,	어르신	소일거리(3,006

명)	사업,	민간	건축	공사장에	시민	고용(9만2,857명)	운동	등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3개	구청과	35곳	거점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상담사를	전면	배치해	1만3,566명	구직자의	취

업	성공도	도왔다.	

시는	공공성	강화로	교육·의료·안전	분야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

고,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복지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일자리,	공공근로,	어르신	

소일거리,	노인일자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와	결혼

이주여성	인턴,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플레이마켓	재미	운영,	모바일게임	콘테

츠	제작	및	게임QA	전문가	양성	등	9가지	사업을	통해	617개	일자리

를	창출했다.	

시는	2014년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우수사례

(S등급)	선정에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종

합대상	‘대통령상’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31-729-2853 

일자리와 지역경제

함께하는 공유경제

상권활성화, 신시가지로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도 추진

성남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도심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개	시장	국비공모	사업(3억5,600만	원)을	유치했고,	문

화거리도	조성했으며	수정커뮤니티센터	임시주차장(191면)도	개

장했다.	

수정·중원	본시가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주력해	오

던	성남시	상권활성화	사업은		분당과	판교	등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인근	근린상가형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	금호시장,	돌고래

시장(수내동),	범한프라자시장(서현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구미

동)	4곳이	올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6년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해	내년	2월

까지	11억1,400만	원을	투입,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개설,	지식상인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성호�하대원�성남중앙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물론	모란민속5

일장	이전	및	관광명소화도	진행한다.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상대원	비가림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도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택

시,	서점,	안경점,	미용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등에서	청년과	젊

은	층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7,870개소(2016.5.10)에서	지속적으

로	확대,	골목상권과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전통시장현대화과 상권활성화팀 031-729-8972~3 

전통시장현대화과 전통시장개발팀 031-729-8962~4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스마일 지역상권

일자리가 최고 복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287건
이행사업 249건, 정상추진 36건, 공약취소 2건

매니페스토 민선6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

2014년 약속대상 우수
2015년 실천계획 A등급

2015 매니페스토 기초 자치단체장 평가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사회적경제분야)
주민소통분야 소식지부문 특별상

민선6기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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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7월부터 운영 
연간 50여 명 인생 2막 지원

성남시내 주요 관광지 ‘컬러링’ 서비스 제공 

성남시 징수과 신설 1년 만에 299억 원 체납액 정리

성남시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국책사업인 ‘시

니어 기술창업센터’ 유치에 성공해 3년간 확보한 

국비 3억5천만 원으로 오는 7월 초부터 관련 사

업을 시작한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 시민의 성

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성남시는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 기술 분야 기

반 시설이 집적화된 분당구 야탑동 고령친화종합

체험관(2, 3층)에 창업지원 사무실, 공용시설, 1

인실 등이 있는 168㎡ 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를 설치한다. 

운영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맡아 그동안의 창업 

지원 노하우로 연간 50여 명의 시니어 세대에 개

인 맞춤형 기술창업을 컨설팅한다. 창업 사무 공

간 지원, 마케팅, 사업화도 지원 내용에 포함한다. 

이를 기반으로 사업 대상자의 은퇴 이후 노후 설

계와 인생 2막을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자료(2013)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은퇴 후 커피숍, 음식점 등 자영업종 창업에 몰려 

이후 3년간 생존율은 50% 정도다. 

성남시는 국가산업 발전을 주도해 온 세대에 경력

과 경험을 살린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

정적인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창업 생태계 선순

환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 031-729-2632

성남시의 일상에 색을 입히는 컬러링 서비스가 6

월 21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 컬러링 서비스는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 

남한산성과 성남시청을 비롯해 현대시장, 논골마

을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총 14개 장소를 만날 수 

있다. 

도시 속 생활관광을 표방하는 성남시는 이번 컬러

링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일상 속 관광지를 

선정해 시민들의 일상을 녹여냈다. 주요 관광지에 

직접 색을 칠함으로써 컬러링이 갖는 ‘안티 스트레

스’의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관광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광 컬러링 도안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 분야별정보 → 문화

관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컬러링의 사전적 정의는 선 안에 색을 칠하는 과

정, 즉 채색작업으로, 현재는 현대인의 스트레스

를 감소하기 위해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아트테

라피·안티스트레스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729-2996

성남시가 징수과를 신설한 지 1년 만에 299억 원

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

납액은 전년 동기 61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을 

징수하는 등 외국에서도 징수기법을 배우러 오는 

도시로 자리잡았다. 

시는 지난해 5월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총괄부서

인 징수과를 신설한 데 이어 11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외에  87개 부서에서 담당했던 각종 세외수

입 체납액 징수를 징수과로 일원화했다. 

늘어나는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시민으로 구성된 체납실

태전수조사반을 출범해 한 해 동안 43억6천만 원

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체납전수실태조사반은 체납자의 집을 직접 방문

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

정서비스도 제공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

자 207명에 대해서 희망나눔팀 복지연계, 분납 유

도, 복지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시는 다각적인 조사기법 활용과 조사역량 집중을 

통해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추징하는 데에도 앞

장서 지난해 145억 원을 추징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5월 19일 경기도 주관 

‘2016년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시의 차별화된 징수정책을 배우기 위해 스웨덴, 

워싱턴 D.C., 방글라데시 등 외국과 서울시 등 전

국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차 방문하고 있다.

징수과 세원관리팀 031-729-3271

시정소식

알아두면 좋아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 입주자 모집

중원구	광명로	46(성남동)에	위치한	‘아리움’에	

입주할	성남시	거주	독거노인을	6월	30일까지	

13명을	모집한다(미달	시	추가접수).	아리움은	

지상3층,	지하6층	건물로	경로당,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1실	2인	거주한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5년	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혼자	거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

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

양	급여대상이	아닌	노인이다.	신분증	지참,	신

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031-729-3062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

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

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

을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

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

프트웨어진흥단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하려는	경우다.	산업단지형은	우선지원	대상기

업	7개소	이상으로,	중소기업형은	2개소	이상으

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여야	한다.	

지원내역은	시설	건립비·전환비·매입비,	교재교

구비	등의	설치비(무상지원,	융자)와	운영비다.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www.kcomwel.or.kr/escac/

성남시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6 

2016 경제총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

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인터넷조사	:	6.7~6.30	홈페이지	접속해	조

사표	직접	작성

• 방문조사	:	6.13~7.22	조사원이	사업체	방문

해	조사표	작성	※계좌번호(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등은	절대	묻지	않으니	주의	바람.	

•문의사항	:	080-200-2016(무료)	

																	월~토	09:00~20:00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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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홈경기가 열린 탄천종합운

동장에는 ‘성남은 이제 축구 못합니

까?, Plz Save SFC!’ 문구가 크게 

새겨진 현수막이 걸리면서 축구팬

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시민구단

의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성남FC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직격탄

을 맞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시행

되면 성남시의 세금수입 1,051억 

원이 타 시·군으로 이전된다. 세금 

1천억 원을 빼앗기면 성남시가 독

자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복

지 관련 사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성남FC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FC는 올해 70억 원을 시에서 

지원 받는다. 1년 운영 예산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지방재정 개편

안이 시행되면 예산삭감이 불가피

하며 구단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다. 

성남FC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

는 다양한 사업들에 제동이 걸린

다.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인 선수

를 포함한 우수한 선수 확보가 어

렵고 숙원사업인 클럽하우스 건립 

등 장기적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다. 유소년도 마찬가지다. 해외 연

수 및 멘토링 등 ‘성남형 유소년 육

성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또한 연 2만여 명의 초등학

생이 혜택을 받는 축구를 통한 공

교육 기여,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시민구단으로서 축구를 통해 성남

시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꿈이 물

거품 될 위기에 놓인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성남FC

는 5월 31일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와 관련한 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남FC 031-709-4133, www.seongnamfc.com

성남FC

성남FC가	활발한	마케팅과	팬서비스를	펼

친	클럽에	주어지는	K리그	클래식	2016	1

차	‘팬	프렌들리	클럽(Fan-friendly	Club)상’	

수상	구단으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시상하는	‘팬	프렌들

리	클럽상’은	연고지역	팬을	대상으로	가

장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	클럽에	주

어지며	언론	투표로	선정된다.	성남은	과반

수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로	1위에	오르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FC는	올	시즌	초	큰	화제를	모았던	수

원FC와	성남의	‘깃발라시코’를	비롯해	다양

한	이슈를	통해	축구팬들의	관심을	유도했

다.	또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해	‘의조빠닭’,	

‘뻥티아고’,	‘윤영선빵’	등	선수	네이밍을	활

용한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	홈경기	시	

판매하고,	성남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동	대항	페널티킥	게임	‘복면축구왕’을	매	

경기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지역	밀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경기장	외부에	컨테이

너를	활용해	공식상품숍,	포토존,	미니풋살

장	등	팬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인	‘블랙테이

너’를	선보였고,	경기장	내에	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응원을	유도하는	‘비상하는	까치’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팬	서비스를	위

한	다양한	시설	확충에도	앞장섰다.	

팬	프렌들리	클럽상은	1차(1R~12R),	2차

(13R~25R),	3차(26R~38R)	등	기간별로	나

눠	시상하며	연말에	시즌	전체를	합산해	

종합	시상한다.		

성남FC는	앞으로	지역	노년층을	위한	실

버	프로그램	운영,	관내	다양한	기관과	연

계한	사회공헌	활동	등	축구를	통해	성남	

지역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활

동을	활발히	진행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FC를 살려주세요!” 절실한 목소리 외치다
5월 31일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구단 자체 설명회 개최

일자 시간 Home Away 장소

6.26(일) 19:00 성남 울산 탄천종합운동장

6.29(수) 19:30 서울 성남 서울월드컵경기장

7.2(토) 19:00 전남 성남 광양축구전용구장

7.10(일) 19:00 성남 상주 탄천종합운동장

7.17(일) 19:00 수원 성남 수원월드컵경기장

7.20(수) 19:30 성남 제주 탄천종합운동장

7.24(일) 19:00 성남 수원FC 탄천종합운동장

7.31(일) 18:00 인천 성남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5 성남	FC 15 23 6 5 4 25

성남FC, 팬 프렌들리 클럽(Fan-friendly Club)상 수상
언론 투표 압도적 1위! 홍보마케팅 최고 구단 인정받아

(2016.6.21 기준)

2016 K리그 클래식 정규리그 순위

2016 K리그 클래식 7월 경기일정



 

수정청소년수련관은	릴레이	캠프를	추천했다.	8.15	광복절	기념으로	진행되는	

캠프는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울릉

도·독도를	탐방하며,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활동이다.		

공동체	활동	속에서	지역	간	교류활동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2박3일간	진행하는	도담도담	

전원일기	프로그램을	눈여겨보자.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영화와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고	작품	상영회

를	실시해	청소년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자	4박5일	동안	강원도	정동진에서	영상	제

작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캠프에서는	현업	영화감독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영상	

제작	전문교육을	토대로	실제	제작된	작품들을	함께	보고	관객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

한다.	또한	본교육과	전문	영상교육을	바탕으로	영상기획,	촬영,	편집	등의	과정을	통

해	미디어	분야의	진로모색도	할	수	있다.	

변호용	정자청소년수련관장은	“이번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

게	특화된	현장	중심	영상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미디어	제작활동을	통해	진로

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는	릴레이원정대를	추천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떠나는	자유여행으로	문화·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과	가치를	공

유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캠프다.

판교청소년수련관의	생태봉사	‘클린타운’도	주목해보자.	클린타운	환경지킴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태환경에	유해한	식물을	알아보고	이를	직접	제거함으로

써	환경보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	체험을	통해	환경의	심각성을	깨달

을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으로	환경을	진로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획일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적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학

이	다가온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관내	청소년수련관의	모집방법을	잘	

살펴서	지원하면	된다.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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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접수 문의

수정
청소년
수련관

릴레이	캠프
8.4~8.6
(2박3일)

전주	한옥마을
고등학생~만24세	
청소년	30명

6.27~7.8 031-729-9354

중원
청소년
수련관

［인증프로그램］
남한산성	종주
(등반,	캠핑)

7.16(토)~
7.17(일)	
1박2일

수련관	및	
남한산성,	
청계산

중고생,		대학생
6.20(월)~
7.8(금)

031-729-9358

도담도담	
전원일기

7.25~7.30	중	
2박3일

외부활동지
고등,	대학생

청소년
전화문의 031-729-9356

신나는	
야외	물놀이

7.25~8.19
수련관
전면광장

청소년	및
지역주민

현장	
무료이용

031-729-9334

분당
정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8.5~8.9
강원도	

정동진	일대
중고생	30명

접수관련	
사항은
6~7월
수련관	
홈페이지
참고/
안내	및	
각	연락처
참고

031-729-9560

글로벌	
교류·문화탐방
세계	속에서
나를	찾아서

7.23~8.1
유럽	3개국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중·고·대학생	
만24세	이하	20명)

031-729-9551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8.11~8.13
충남	서산	
농촌마을

청소년
(중·고생	30명)

031-729-9553

2016.국가보훈처	
공모사업

-	역사	봄(보:다)	
프로젝트

1차캠프
7.21~7.23
2차캠프
7.25~7.27

서대문형무소,
독립기념관,	
평택2함대

중학생
(120명)

031-729-9533

분당
서현

청소년
수련관

릴레이원정대 8.11~8.13
수련관	및	
부산	일대

중·고등
청소년

7.9~
마감	시

031-729-9457

나에게	길을	묻다
8.6~8.8
(2박3일)

수련관	및
제주도	일대

중·고등
청소년	20명

7.2~
마감	시

031-729-9453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

생태봉사
“클린타운”
방학	중

자원	봉사자모집

7.25~7.28
수련관
내·외

중학생
60명

유선문의

031-729-9657

생활	속		수상안전	
프로젝트

“안전을	부탁해”
7~8월	중 수련관	내	수영장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가족

031-729-9659

교육학 용어사전에서 ‘방학’이란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엔 방학이 다가오면 청소년들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도 학기 중과는 다른 색다른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방학 중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다음 학기 많은 사항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내 수련관에서 여름방학 중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눈을 돌려보자. 

방학을 이용해 본인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직업탐험을 할 수도 있고 해외교류와 캠프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도 있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도 있다.

새로운 자기 발전의 기회,
여름방학을 다시 보자

여름방학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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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홈페이지 www.snwhotline.or.kr
•대   상:성남시민
•입장료:무료(성남시양성평등기금사업)
•전   화: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 양성평등주간 기념 부대행사

▶파크콘서트

•일   시	:	2016.	7.	2(토)	19:30

•장   소	: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내   용	:	KBS교향악단	클래식	공연

														-지휘	:	Heiko	Mathias	Forster

														-협연	:	바이올린	김다미

•주   관	:	성남문화재단

▶미니콘서트

•일   시	:	2016.	7.	2(토)	19:00

•장   소	:	남한산성	야외공연장

•출연진	:	지역	향토	가수	등

•주   관	:	성남예총

▶행복 아카데미 강연회

•일   시	:	2016.	7.	14(목)	10:00

•장   소	:	성남시청	온누리

•강연자	:	장하진	前	여성가족부	장관

•주   제	:	양성평등을	통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주   관	:	성남시	

▶노천극장 시네마시티

•일   시	:	2016.	7.	1(금)	~	7.3(일)	19:30

•장   소	:	성남시청	노천극장(너른못)

•상영작	:	빅히어로,	인사이드아웃,	

														수상한	그녀

•주   관	:	성남시

•슬 로 건	:	시민이	행복한	성남은	양성평등으로부터

•일      시	:		2016.	7.	7(목)	13:30~17:00																						

•장      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	누리홀	

•대      상	:	시민	누구나	

•행사내용

			-	식전공연	:	통기타	앙상블,	걸스힙합,	성남시립합창단

			-	기	념	식	:	표창자	시상,	기념사,	축사

			-	식후행사	:	시민참여	행복	표현	코디쇼(주제	:	마음으로	통하는	길)

•주최/주관	:	성남시	/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일      시	:		2016.	7.	7(목)	~	7.	10(일)

•장      소	:	성남시청	1층	누리홀

•전시내용	

			-	독립을	향한	여성	영웅들의	행진,	피규어(여성	독립운동가)	전시

			-	성남시	향토사적	인물	전시

			-	2015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	‘킥	더	글래스(Kick	the	Glass)’	:	당신은	유리천장을	아시나요?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가정폭력	인식개선	작품	전시)

█	특별기획전시 

█	행사개요

양성평등주간 특집

2016 양성평등주간(2016.7.1.~ 7.7)이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

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

기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드높이는 주간. ※ 1996년 7월 1일부터 여성발전기본

법시행령 제정을 기념해 매년 7.1 ~ 7.7 여성주간으로 운영했으나 2015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양성평등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3

201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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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우리는 존중어를 

사랑합니다

목소리 연기 

같이 한 번 해보실래요?

“직접 개작을 해보는 것이 등장인물

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표현력이 강화

될 수 있어요.”

이연순 강사의 ‘함께 만드는 소리극’ 

강좌가 성남미디어센터 내 소리스튜

디오에서 진행 중이다. 한 권의 동화

책을 선정해 그 주제와 소재를 새롭게 

구성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서

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잃어버렸

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화기애애

하다. 

지난 1998년부터 동화구연가로 활

동 중인 이연순 강사는 “요즘 어린아

이들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미디

어 영상에 익숙해 있잖아요. 남의 얘

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엄마

가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안

타깝죠. 그래서 그림을 빼고 소리로

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판소리 하

세요?라는 오해를 받기도 해요. 전파

를 타고 송출되는 것이 라디오 드라마

라면 소리로만 극을 만들어 녹음하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제가 이름 붙인 소

리극은 공연으로 결과물이 보이는  거

예요”라고 말했다. 

현재 수업은 개작한 동화의 등장인물

을 파악해 극본을 만들고 각자 배역을 

정해 음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목소리 연기 연습을 하고 있다. 효과

음은 자료를 수집해 찾기도 하고 생활 

소리를 직접 녹음해 만들어 극본에 삽

입하기도 한다. 

수강생 임지혁(27·성남동) 씨는 “소리

극을 통해 등장인물에 맞춰 목소리를 

연기해 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평

소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

어요. 제 목소리에 대한 장점을 알아

가는 재미가 있어요”라며 소리극 녹

음완성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듣기만 했던 라디오 드라마를 소리극

으로 만드는 것이다. 

숨겨진 자신의 재능과 끼를 목소리를 

통해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이 

새로운 장르인 소리극에 솔깃해지는 

이유가 될 것이다.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함께 만드는 소리극 6주 프로그램 : 수요일 19:30~21:30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수정구 단남초등학교는 6월 1일부

터 ‘친구 존중어 사용하기’를 시작했

다. 3월부터 존중어를 쓰고 있는 몇

몇 학급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보

면서, 교직원 회의에서 내린 결정이

다. 단 실행 여부는 각 학급의 판단

에 맡겼다. 

단남초등학교의 인사말은 ‘사랑합니

다’이다. 취재차 학교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데도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귀여웠다. 

‘친구 존중어 사용하기’의 모범이 된 5

학년 2반, 국어 모둠 활동을 지켜봤

다. 존중어로 이어지는 대화가 자연

스럽다. 간간이 반말이 들리기도 한

다. 게임이라 큰소리가 날 법한 데도 

화기애애하다. 

“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님, 

카드를 보이면 안 됩니다”, “님들, 수

다 떨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느낀 

점을 물어봤다. 이삭이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존중어를 쓰려고 노력하

면서 비속어를 덜 쓰게 되고, 비속어

를 덜 쓰니 친구들과의 말다툼도 줄어

들어서 기분이 편안하다고 한다. 건

호는 장난이 줄었다. “건호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에게 짓궂게 굴 수는 없

었던 모양이다. 건호는 자신을 따라 

존중어를 쓰기 시작한 아빠와 동생, 

친구를 보면서 뿌듯하다고 한다. 

3월 초, 배은정 담임선생님은 아이

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학급

회의에 존중어 쓰기를 제안했다. 필

요성을 느낀 아이들도 동의했다. 선

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규칙을 정했

다. 처음에는 ‘존중어가 나오지 않아

요, 왜 써야합니까?’라며 힘들어 하

고 반대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그러

나 반장과 부반장이 친구들을 잘 다

독거렸다. 

4월 중순 고비도 있었지만, 선생님

은 힘들어도 계속 하자는 아이들에게

서 힘을 얻었다. 아이들의 의지와 선

생님의 꾸준한 지도로, 지금은 한결 

자연스럽게 쓰고, 반대하던 아이들도 

앞장서서 존중어를 쓴다. 말다툼은 

물론 화가 나더라도 친구에게 목소리

를 높이는 일도 많이 줄었다. 아이들

은 존중어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 가

는 중이다. 

지혜는 존중어 쓰기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냐고 

물었다. “존중어는 불편한 말이 아니

라 쓰면 쓸수록 기분 좋아지는 말”이

라며 싱긋 웃는다.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친구 존중어 사용하기’의 모범이 된 단남초교 5학년 2반

▲이연순 강사(왼쪽)와 배역에 맞춰 목소리 연기 연습을 하는 수강생들

단남초교, 6월 1일부터 존중어 쓰기 시작

성남미디어센터 ‘함께 만드는 소리극’



http://snvision.seongnam.go.kr

15

성남·성남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행복배달강좌 시즌2’ 새 출발

중소 콘텐츠 개발자 돕는 

‘성남모바일앱센터’

성남모바일앱센터(센터장 황보택근)

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가천대학교가 

운영하는 비영리 산업협력기관이다. 

센터는 성남지역 모바일 콘텐츠 개발 

중소기업들과 판교테크노밸리의 게임 

개발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된다. 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품질향

상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다. 삼성 갤럭

시S, LG 옵티머스, 아이폰 시리즈 등 

약 200여 대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보

유하고 성남과 경기 지역 개발사들에

게 일정기간 테스트용으로 무료 대여

한다. 1회 2대까지 가능하며 대여기간

은 1주다. 협의 후 연장도 가능하다.  

중국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모바일 

게임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현지문화 

검수 및 번역 지원과 더불어 노키아 루

미아 등 해외 단말기도 구비하고 있다. 

i5급 매킨토시 PC(iMac)도 방문 시 지

역에 상관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센터는 중소기업개발사들의 신규 모

바일 게임을 국내외 모델 단말기에 

탑재해 시스템 오류도 확인해 준다. 

10~20여 명이 모바일 게임을 직접 

체험해 만족도와 상품성 평가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프로슈머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인과 2~3명 규모의 개

발사를 위한 인프라도 지원한다. 신

청사를 중심으로 게임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 고객 이탈 요인과 서비스 포인

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모바일 관련 빅데이터 교육과 과

제 개발 컨설팅도 한다.

황보택근 센터장은 “몬스터스마일회

사에서 개발한 몬스터 크라이 이터널 

게임을 성남모바일앱센터에서 품질 

테스트 후 출시했는데 네이버 앱스토

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독자적으

로 사업을 하려는 중소 콘텐츠 개발자

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

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마케팅 측면으로 게

임운영 관련 지원 사업으로 확대해 중

소기업들에게 원스톱 지원 체제를 제

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개발사가 성남모바일앱센터를 

이용할 경우 장비구입과 테스트 전문

인력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성남모바일앱센터 031-750-8664

수정구 복정동 산65번지 가천대학교 새롬관 512호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성남시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찾아가

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

복배달강좌’ 사업을 시민교육 프로그

램 보급사업까지 포함해 시즌2로 새

롭게 추진한다. 

행복배달강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

애인 등 법적 지원 대상과 탈학교 청소

년, 비문해자, 영세사업장 등 학습이 

어려운 환경의 학습소외계층을 찾아가

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을 포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공익과 공공성

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관내 소재 국가 및 정부 관

련시설, 기업체, 기관 등과 공익제휴 

사업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시

민교육, 시민공동체와 기록관리, 아

동인권, 층간멜로디(소음), 주차문제, 

주민자치학습학교, 식중독예방과 식

품안전교육 등이며, 각 기관들이 주

관 및 운영기관이 돼 찾아가는 시민교

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박창훈 평생학습원장은 “소수의 시민

에게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행복

배달강좌는 학습이 어려운 환경의 소

외계층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지원사업”이며 “취미·교양 

프로그램 등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교

육 프로그램 외에, 시민의 의무와 권

리를 찾아주는 시민교육이 필요해 배

달강좌를 통해 시민교육 보급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배달강좌 시즌2는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한 달

간은 한시적으로 참여자를 수시 모집

한다. 소외 및 학습소외계층 프로그램

은 대상자가 5인 이상 포함된 시민그

룹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교육 프

로그램은 각 운영 프로그램별 최소 학

습자 인원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성남시평생학습관 홈페

이지(http://lll.seongnam.go.kr/

snwomen/main.do)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46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시민강사가 진행하는 ‘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교육’ 강의 시연 모습

▲성남모바일센터 이용자들의 빅데이터 실습교육 장면

‘공익과 공공의 시민교육’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품질향상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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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7대 전반기 활동의 마지막 

회기였던 지난 제218회 임시회를 성공

적으로 마무리한 뒤 후반기 의회 개회

에 앞서 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다. 

28일(화) 오전 개최되는 제1차 본회

의에서는 제2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처리한다. 

뒤이어 29일(수) 열리는 제2차 본회

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

교육체육·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

설·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한다. 

마지막 30일(목) 오전 9시 30분에 의

회운영위원회에서 제220회 제1차 정

례회 회기 일정을 협의하고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이후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한 뒤 폐회

식을 끝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된다. 

시의회 소식

시의회 단신

지난 6월 17일(금),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모

든 시·군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였다.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이 회

장을 역임하고 있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평택시에서 개

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다양

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로 발전적인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열린 정례회는 6월 

마무리되는 전반기 의회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동안 의장협

의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했던 다양한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박권종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내의 발전을 위해 각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 모든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난 2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앞

으로도 경기도민의 뜻을 더 많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기

를 희망한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례회를 비롯해 의정

활동 우수의원을 주민참여 소통, 지역현안 해결, 의정활동, 공약실

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개선, 의정활동 개선, 행정감사, 예산절

감, 의정연구 분야 등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등 시·군의

회 의원들의 효과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후반기 각 시군의 의장단이 구성된 후 가을 전후로 새롭

게 구성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11기 마지막 회의 열려

제218회 임시회(5.23~30) 의결내용

성남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개회
6월 28~30일 총 3일간 일정으로 진행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내용

294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채						택

3192 성남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20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

3287 성남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89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90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수정가결

3292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원안가결

3293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94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295 성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9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29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29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수정가결

	-	고등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원안가결

	-	정자동	163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원안가결

	-	유휴부지(장기간	미활용)	매각 원안가결

	-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를	위한	매각 부						결

3299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300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재위탁운영	동의안 〃

3301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02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3303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304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05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306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307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09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31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311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정가결

3312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31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3314 성남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

3317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수정가결

3318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안 〃

3319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채						택

3320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3321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3322 성남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3324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3325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28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333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가결

3333 성남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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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식

지난 5월 17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이 떠들썩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 

의원들이 회의장을 가득 채웠고 곧 진

행된 본회의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은 바로 제1대 성남시 청소년 행

복의회의 본회의가 개최된 날. 본회

의에는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을 비

롯해 성남시의회 박권종 의장과 현직 

의원들이 함께 자리해 회의 진행을 돕

고 여러 의견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행복의회란 성남시 청소년의 

교육과 환경, 인권, 행복 등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제

를 발굴해 제안하는 정책참여 기구를 

말한다. 성남시 청소년 대표활동 및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을 기본활동으

로 시정 정책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다양한 교류도 

예정돼 있다. 

이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안발표, 

조례발표, 자유발언, 논평 순으로 열

띤 분위기의 본회의가 진행됐다. 행

복의회 의원들은 각자 준비한 의안

을 적극적으로 발표했고 서로 간  질

의응답도 활발하게 실시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례의결 등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며 다양한 토론과 함께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정책제

안 등을 현직 의원들에게 고루 전달

했다.

박권종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의원들과 만나 “앞으로 청소년을 위

한 정책 개발, 과제 발굴에 있어 여러

분의 역할이 누구보다 중요할 것”이

라며 긴 시간 소통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행복의회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청소년들의 입장에

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체감형 정책

이 될지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

회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가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여러 정책

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

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토론을 진

행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이보다 생생한 목소리를 듣

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늘의 본회의

를 통해 우리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들

이 참 많이 배워가게 됐다”며 감사 인

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방안 △청소년 인권 

S.O.S 방안 등 청소년 관련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법안 통과된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

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안은 청

소년 의원들이 직접 준비했다는 점에

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행복의

회 청소년 의원들은 성남시의회 여러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다양한 자

문을 구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입법활동과 의회운영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교육이 생생하

게 이뤄졌고 그 결과로 청소년 노동인

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끝에 본회의

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

었다고 한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청소

년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청소년 

관련 조례제정 및 정책개발 등의 과정

에서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 충남 예산에서 성남시 

2016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열렸

다. 이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

봉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마련

된 자리로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 

의원들을 비롯해 성남시 공무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워크숍 일정에 참여

했다. 

박권종 의장은 “늘 우리 성남시의 발

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

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 화합의 시간도 가

지고,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에 큰 보

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얻어가

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모든 프로

그램에 시민들과 함께하며 꾸준히 소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의원들은 “주

민자치위원회는 취미나 교양 프로그

램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들이 우리 성남시의 주체로서 다양한 

안건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해결해내

는 중심의 역할을 의미한다. 오늘 자

리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성남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주민자

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 거듭 강

조했다. 

“학생들 뜨거운 토론, 실제 본회의 못지 않네~”
제1대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본회의 성황리 개최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들이 본회의 진행에 앞서 개회식에 임하고 있다.

▲충남 예산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현장

▲본회의 종료 후 청소년 의원들과 기념사진 촬영 중인 성남시의회 의원들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자치죠”

성남시의회 의원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통해 자치위원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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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임신부 산전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임산부	또는	배우자가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거주자.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내용	:	국민행복카드	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중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	7.1(금)부터	관련	서류	구비해	보건소	신청		

※	심사	후	1개월	이내	지급

각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942, 031-729-3906, 031-729-3964

2016년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대상	:	음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여	가족

										(성남시	거주자)

•내용	:	-남성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12월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10:00∼16:00

											-여성	알코올	재활프로그램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10:00∼16:00

											-가족프로그램(가족지원사업)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13:30∼16:00

•신청	:	전화상담	후	프로그램	진행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31-751-2768∼9

장난감도서관 회원 신청하세요

•신청	:	6.14(화)∼6.27(월)

•대상	: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성남시	재직자

•지점	:	양지점(300명)	7.5(화)	당첨자	문자발송	또는	

											홈페이지	확인

•방법	:	온라인	신청(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http://sneducare.or.kr/echild)

※	추후	장난감도서관	회원	모집	일정

6차	8.2(화)∼8.15(월)	시청(500),	분당판교(250),	금광(200)

7차	9.13(화)∼9.26(월)	중원(250),	양지(200)

8차	10.18(화)∼10.31(월)	시청(600),	분당판교(250),	수정(200)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5번)

우리 아이 키우기가 힘들 때! 

온라인 전문상담 이용해보세요

•대상	: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

•방법	:	홈페이지	내	전문상담	게시판에	상담	의뢰,	무료

											http://sneducare.or.kr/echild

•상담	:	아동	-	아동발달,	문제행동,	건강	의료

											부모	-	양육정보,	부모-자녀관계,	건강	영양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4번)

2016년 청소년 여름캠프 교실

•기간	:	7.26(화)∼7.27(수)	1박2일,	3만원	참가비

•장소	:	강원도	평창군(휘닉스파크)

•대상	:	관내	중학생	40명

										(2015년	참가학생	제외)

•접수	:	7.4(월)	10:00∼7.6(수)	15:00	선착순	인터넷	접수

										(www.lifesports.or.kr)	

										접수	후	참가신청서와	학부모동의서	출력	작성	후	

										팩스	송부(팩스	031-758-8693)

성남시생활체육회 031-758-8690∼2

건강교실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여름은 우리를 적잖

이 당황시킨다. 높은 온도와 습도 등으로 우

리 몸은 면역체계가 깨지기 쉽고, 세균 등의 

미생물이 쉽게 번식해 각종 질병에 습격당하

기 쉬우며,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기도 쉽

다. 다른 계절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Q : 여름철 식중독과 장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여름철에 흔한 식중독, 장염 등은 주로 오

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걸립니다.  

따라서 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깨끗이 정수

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함께 수분이 많이 배출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

취도 중요합니다. 식재료는 재료의 특성에 맞

게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며, 음식물

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어야하며, 조금씩 

덜어먹는 습관을 들여 먹다 남은 음식은 다시 

먹지 않도록 합니다. 냉장보관을 했다고 할지

라도 냉장고 내에서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

므로 확인 후 다시 한 번 끓여먹는 것이 좋습

니다. 

Q : 손씻기가 여름철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등은 주로 

사람의 손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손씻기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세정제를 이용해 손은 물론 

손가락 사이, 손목까지 20초 이상 확실하게 

씻는 것이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쉽고 빠른 길입니다. 

Q : 여름철에 꼭 섭취해야할 영양소는 무엇이 

있나요? 

A :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균

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

이나 채소 등을 충분히 먹는 것도 많은 도움

이 됩니다.

Q : 여름철 자외선 노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햇빛에 우리 몸을 노출시키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피부노

화, 시력손상,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

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UVB 차단지수)뿐 아니라 PA(UVA 

차단지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조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SPF 30 이상,  

PA++ 이상이면 충분하고 물놀이를 갈 경우 

내수성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Q : 열대야 등으로 숙면을 취하기 힘든데 숙면

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 :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면 더위 때문에 잠

을 못 이루는 열대야 증후군을 겪는 분이 많

습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일

으키게 돼 건강은 물론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

게 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기, 둘

째 카페인, 담배, 술 등을 자제하기, 셋째 숙

면을 위한 좋은 환경인 2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은 바람을 직

접 쐬지 않도록 하며, 1시간 정도 후에 꺼지도

록 설정하기, 넷째 잠자기 전 트립토판·마그

네슘 성분 등이 풍부한 따뜻한 우유, 바나나, 

계란, 아몬드 등을 먹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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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을	비롯한	모든	직업군의	의학적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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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여름 보내기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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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태도시 성남

구입한	지	6년	된	TV가	고장	나서	A/S를	신청했습니다.	해당업체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대신	제품	구입액을	기준으로	감가	상각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영수증도	없고,	정확한	구입일과	구입가

격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보상금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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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정철	카피라이터

숲과 힐링 

구입한 지 오래된 TV 고장수리

생태학적 측면에서 숲은 어느 한 가지 

무익한 것이 없다. 숲에서 살아가는 

나무와 풀, 벌레, 크고 작은 동물들, 

가지각색 새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다

하며 살아간다. 

눈을 감고 귀를 열면 비로소 숲이 들

려주는 소리가 들려오고 온몸의 감각

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피부까지 호흡

하고 우리는 숲의 일원이 된다.  

숲은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

다. 맑은 공기, 좋은 목재, 맛있는 열

매 등등. 또한 건강한 숲은 뿌리로 물

을 흡수, 거대한 댐 역할을 해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고 지구온난화도 막을 

수 있다. 

숲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한 장소에

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평생을 살

아간다. 그래서 식물들은 식물 자체

에 독을 만들어 특별한 물질을 뿜어 

세균, 곰팡이, 해로운 곤충 등의 공격

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발전

시켰다. 

나무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내는 살균 물질을 피톤치드라고 부른

다. 피톤치드는 식물이란 뜻의 피톤

(phyton)과 ‘죽이다 살균하다’라는 뜻

의 치드(cide)가 합쳐진 러시아말로 식

물성 살균물질을 말한다. 모든 나무

들은 제각기 피톤치드를 만들어 낸다. 

피톤치드는 다른 식물에게는 마음대

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해로운 물질

이지만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한 물질

이다.

피톤치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준다. 숲속에서 신선한 공

기와 피톤치드를 마시는 일은 몸을 깨

끗하게 하기 위해 목욕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산림욕이라고 한다. 넓은 잎나

무가 1핵타르당 하루에 2kg 정도의 피

톤치드를 만드는데 비해 잣나무·소나

무·측백나무·편백나무 같은 바늘잎나

무는 4kg 정도나 되는 피톤치드를 만

든다. 

성남시 환경정책과는 5월부터 10월까

지 총 10회(주중 2회, 주말 8회)에 걸

쳐 ‘아토피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남의 좋은 숲을 소개하

고 가족 간 놀이체험을 통해 아토피

로 맘고생 몸고생을 하느라 쌓인 스트

레스를 해소해 건강을 되찾는 것을 도

와주기 위한 것으로 율동공원·산성공

원·불곡산·사기막골 근린공원·중앙공

원·남한산성에서 이뤄진다. 한 달 전

에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오전 10시

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좋은 

숲을 많이 가진 성남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이다. 가족 단위로 접

수를 받고 있으니 아토피로 몸과 마음

이 지쳐있다면 숲에서 안식과 치유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봐

도 좋을 것이다.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소비자 Q & A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TV는 8년) 이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지만, 보증기간 이후에는 정액 감가 상각 금액에 구입

가의 5%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

실한 경우, 또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당해 제

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계산

합니다. 또한 구입가격은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의식주
옷도 소중하다. 

밥도 소중하다. 

집도 소중하다. 

그런데 하나를 놓쳤다.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사람이다. 

이제라도 의식주에 사람 ‘인’ 자 하나를 더 붙여야 한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주인의식’이다. 

접수 및 문의처: 031-731-3922

                    (성남시환경지도자협의회)

일시: 7.3(불곡산), 7.17(청계산 옛골), 

       7.27(사기막골 근린공원), 8.19(산성공원),        

       8.20(사기막골), 9.4(중앙공원), 

       10.15(남한산성 남문)

▲아토피가족 숲 치유 프로그램

숲은 수풀의 줄임말로 1h(3천 평) 이상의 면적에 무성하게 꽉 들어찬

나무서리(서리: 무성하게 모여 있는 무더기)로 정의된다. 

영어로 숲은 forest다. For(…를 위하여)와 rest(쉬다)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forest는 몸과 마음이 호흡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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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청소년

클릭! 성남시청소년재단(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여름방학 판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 명사 초청 강연

7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일시 : 2016. 7. 14(목) 10:00~11:30 - 13강

           2016. 7. 28(목) 10:00~11:30 - 14강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장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인원 : 선착순 600여 명

[초등가족교육] 판교, 시간의 켜-돌방은 어디에서 왔을까

•교육과정	:	역사	학습	→	전시실	관람(학부모	역사교육	강의)	→	돌방	만들기	체험

•교육기간	:	7.24	~	8.21	중	매주	일요일(총	10회)	10:00~12:00/	13:00~15:00(1회	2시간)

•교육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	동반	가족(3인	1조	제한)		※	1회	24명(총	240명)

•교 육 비	:	1천	원(아동	1인당)

•접수방법	:	7.18(월)	10:00~	(해당	매주	월~수요일)	판교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초등심화교육] 박학다식 고고학 교실

•교육과정	:	역사	학습	→	전시실	관람	→	고고학(발굴)	체험

•교육기간	:	7.16,	7.30,	8.20	토요일	오전·오후(총	6회)	

																	10:00~12:00/	13:00~15:00	

•교육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1회	20명)	

•접수방법	:	7.11(월)	10:00~		※	정원	미달	시	상시	접수	

																	판교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문의 : 판교박물관 031-729-4536, www.pangyomuseum.go.kr

2016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타임머신에 인문학 싣고, 나를 찾아서 시간여행” 

•운영기간	:	7.27(수)	~	8.28(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행사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신청방법

강연

별에서	온	나

	:	이강환(천문학박사)

8.	6(토)

10:00~12:00
판교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
성남시민	60명

7.25(월)~8.6(토)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로봇시대	나의	역할

	:	한재권(로봇공학자)

8.	13(토)

10:00~12:00
판교어린이도서관

시청각실
성남시민	60명

8.1(월)~8.12(금)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 판교어린이도서관 031-729-4397, 8871 http://cpg.snlib.net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청소년재단
사무국

청춘당당(4차)
7.20(수)

10:00~12:00
성남시청
한누리실

성남지역	
19~24세
청소년
200명

-	성남지역	후기청소년들의	‘당당한	성장’을	지원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강연
-	내용:	명사초청	특강,	소통의	시간
※	장소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031-729-9072

수정
청소년
수련관

자원봉사학교
[동화책과

함께하는	멘토링]

7.25	~	7.29
8.8	~	8.12
09:00~12:00

수련관	외
지역도서관

중3~고3
각	15명
(팀으로
신청가능)

-	동화책을	바탕으로	책	놀이를	배우고,	지역	작은도서관의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교육,	활동,	평가)	.
	:	사전교육	–	3일(월~수)/	수련관
	:	멘토링	활동	–	2일(목~금)/	지역	도서관		:	평가	-	금/수련관

7.2(토)~
방문	접수

031-729-9258

릴레이캠프
8.10	~	8.12
(2박3일)

울릉도,
독도

12세~24세	
청소년	15명

-	울릉도	및	독도탐방
-	독도	및	향토	박물관	체험
-	사전교육:	8.	6(토)	10:00		(※참가비:	1인	138,000원)

7.4(월)~
방문	접수

031-729-9268

중원
청소년
수련관

신나는	
야외	물놀이

7.25	~	8.20
수련관	
전면광장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야외	물놀이장,	슬라이드,	가족	휴식	공간	마련	등		
-	전문	안전요원	배치(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청소년	자원봉사자	운영(임시운영:	7.23(토)	11시~15시	운영)
-	운영시간		1부(10:30~12:00),	2부(13:00~14:30),	3부(15:30~17:00)

현장	
무료	이용

031-729-9334

릴레이	캠프
8.4	~	8.6
(2박3일)

전주	한옥마을
고등학생~

만24세	청소년
30명

-	전주	한옥마을	탐방,	전주의	맛·멋·얼	탐방,						
			문화유산	답사,	모둠별	미션	활동	등	
-	참가비	1인	69,000원

6.27	~	7.8 031-729-9354

서현
청소년
수련관

살아있는	숲속의	
도서관

7.9.(토)	
7.23.(토)

수련관	및	
외부	활동장소

초등	1~6 -	숲	미술,	숲	탐험	숲	놀이,	성남의	역사유적지	찾기	등	역사	생태	
6.14	~	
마감	시

031-729-9436

나에게	길을	묻다
8.6	~	8.8
(2박3일)

수련관	및
제주도	일대

중·고등
청소년
20명

-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활동	
-	제주도	일대	자유여행	및	기획프로그램

7.2	~
마감	시

031-729-9453

정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8.5	~	8.9 강원도	정동진
청소년	
30명

-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청소년들이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작품	
			상영회를	실시해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	모둠별	영상제작(영화,	뮤직비디오)
-	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6.17	~	7.25	 031-729-9560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

생태봉사
“클린타운”

자원	봉사자모집
7.25	~	7.28

수련관
내·외

중학생
60명

-	지역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유해식물	제거	생태봉사	실시
-	1회차(월/화),	2회차(수/목)	진행(방학	중	모집)

전화	문의

031-729-9657

생활속	수상안전	
프로젝트

안전을부탁해
7~8월	중

수련관	내	
수영장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가족

-	수상	관련	야외활동	및	프로그램	종류,	장소의	다양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수상활동의	기회	

031-729-9659

상담
복지
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중
상담복지
센터

학업중단
청소년

-	전문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지원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인턴십	및	진로자립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멘토	모집

상시	접수

031-729-9151

1388
청소년전화

연중
상담복지
센터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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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56-1388

회차 일  자 강의주제 강사명 강사약력 주요활동 

13강
7.	14(목)

10:00~11:30

양성평등을	통해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장하진

•제1대			

			여성가족부	장관			

			(2005~2008)

•한국미래발전

			연구원	이사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혁신과	통합	운영위원

•국민시대	공동대표

14강
7.	28(목)

10:00~11:30

장애,	

거기서부터가	

희망이었습니다.

황영택

•휠체어테니스

			국가대표(1997)

•가수,	성악가

•한국척수장애인문화예술
			위원회	
			음악분과위원회	위원장

	<방송>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수상>
•대통령표창(2001)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	
			대상	음악상(2011)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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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성남시립합창단 7월
일시	:	7.1(금)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B석	5천	원
문의	:	성남시립합창단
									031-729-4807

2016 파크콘서트(7월 2일) 
- KBS교향악단
일시	:	7.2(토)	19:30∼	무료공연
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031-711-7762

3 4 5 6 7 8 9
TALK & CONCERT 
_건반 위의 춤추는 8손
일시	:	7.5(화)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2만	원
문의	:	031-783-8000

성남시립교향악단 136회 
정기연주회
일시	:	7.8(금)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어린이 가족뮤지컬 “캣”
일시	:	7.9(토)	11:00,	14:00,	16:00시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2만5천	원
									(사전	예약	시	1만5천	원)
문의	:	꿈을	주는	사람들	극단	
									중원극회	031-238-0951

10 11 12 13 14 15 16
남한산성의 꿈과 희망
일시	:	7.12(화)∼7.19(일)	
									10:00~18:00,	
									수요일	10:00~20:00
									(연장개관)
									*	월요일	휴관
장소	:	갤러리808
가격	:	무료
문의	:	031-783-8000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일시	:	7.14(목)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전석	10,000

문의	:	성남시립국악단

								031-729-4810

2016 파크콘서트(7월 16일) 
- I.O.I, JESSI, BUMJU
일시	:	7.16(토)	19:30,	무료공연
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031-711-7762

17 18 19 20 21 22 23
시크릿 쥬쥬 시즌2 
- 요정의 매직콘서트
일시	:	7.16(토)∼7.17(일)	
									(토)	11:00,	14:00,	16:00,	
									(일)	11:00,	14: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4만	원
문의	:	031-258-9053	

가족뮤지컬 “알라딘” - 성남	
일시	:	7.16(토)~7.17(일)	
									토·일요일	11:00,	14:00,	16: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2만5천	원
문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2016 마티네 콘서트 
- 시인의 사랑(7월)
일시	:	7.21(목)	11: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전석	2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세비야의 이발사 
(앙트레콘서트 Ⅱ)
일시	:	7.23(토)	16: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문의	:	031-783-8000

24 / 31 25 26 27 28 29 30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일시	:	7.22(금)∼7.30(토)	
									10:00~18:00,	
									수요일	10:00~20:00
									(연장개관)
									*	월요일	휴관
장소	:	갤러리808
가격	:	무료
문의	:	031-783-8000

2016 파크콘서트
(7월 30일) 국카스텐, 
드럭 레스토랑(정준영밴드)
일시	:	7.30(토)	19:30,	무료공연
장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031-711-7762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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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연·전시

빅 히어로(더빙)

	▷일시│2016.	7.	1(금)	19:30~

	▷등급│전체관람가

	▷장르│액션,	가족,	SF

	▷감독│돈	홀,	크리스	윌리엄스

인사이드 아웃(더빙)

▷일시│2016.	7.	2(토)	19:30~

▷등급│전체관람가

▷장르│애니메이션

▷감독│피트	닥터	

수상한 그녀

▷일시│2016.	7.	3(일)	19:30~

▷등급│15세	이상

▷장르│드라마

▷감독│황동혁

시청에서 

놀자, 보자, 즐기자 
7월 성남시청 노천극장 ‘시네마 시티’ 무료 영화상영  

■상영일시 :  2016. 7. 1(금) ~ 7. 3(일) 3일간 19:30~

■상영장소 : 성남시청 너른못 분수대 노천극장 

■대상인원 : 성남시민 누구나

※ 우천 시 취소되며 당일 일몰시간에 따라 상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성남시청 하늘북카페 031-729-4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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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확인을 위해 지하 3층 주차장에 

마련된 창고에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옆 건물 벽면 쪽에 작은 문이 열려 있

었다. 

혹시 누가 실수로 창고 문을 열어두

고 갔나 싶어 다가가 보니 우리 쪽 자

재와는 상관없는 공간이었다. 조그만 

방을 연상케 하는 실내 분위기, 바닥

에는 황토색 무늬의 장판이 깔려 있

었다. 

그 안에는 선풍기도 있고 라면을 끓

여 먹은 듯한 빈 봉지와 김치 통, 그

리고 나무젓가락이 방바닥에 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곳에 누가 산단 

말인가. 푹푹 찌는 무더위에 건물 지

하 3층에서 취사까지 하면서?’ 

의문을 품고 조금 더 가까이 가 보니 

출입문이라 할 수 있는 철문 옆에 빗

자루와 쓰레받기가 놓여 있었고 문에

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

었다. 

그제야 거기가 어떤 곳인지 대충 짐

작이 갔다. 빌딩 청소를 담당하시는 

미화원분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는 게 그분들

께 부담이 되고, 원치 않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 서둘러 돌아서 나왔다.  

잠시 전 보았던 그곳 실내 모습이 자

꾸만 떠올랐다. 주차장에서 내뿜는 자

동차들의 배기가스와 탁한 지하 공기 

속에 휴식공간이라고 만들어져 있으

니. 실내가 쾌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TV에 나온 청소 근로자 한 분

이 “우리 같은 청소 노동자들은 이 사

회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는 사람

들”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다. 

TV에 나온 분은 병원에서 근무하시

는 분이었는데 모두 계약직이다 보

니 내일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아

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청소 

도중 부러진 주사 바늘에 찔리거나 

제대로 된 마스크나 장갑이 제공되

지 않아 오염물질에 노출되기도 한

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환경미화원들이 그래도 

조금 나은 공간에서 쉬고, 특히 식사

만이라도 먼지 없고 쾌적한 공간에서 

웃으며 편히 할 수 있는 마음의 배려 

정도는 나누는 사회였으면 하는 소박

한 바람을 가져본다.

유용학
분당구 금곡동

우리 사회의 
자그마한

배려를 바라며

가난한 삶을 

끓여 내시던 손 

팔남매에게 다 내어 주시고  

알맹이 빠진 

우렁이 껍질 속처럼 하고 앉아 

삭정이 같은 손으로 나를 반긴다.

60이 다 된 나에게 

어미가 되어 먼 길 오는 자식

따뜻한 밥 한 그릇 못해주고 미안하단다

삭정이 나무는 모닥 그려서 불쏘시개라도 하지만

당신 몸은 병원 침상에 맡기고 쓸데가 없다며

휑한 눈에서 눈물을 훔쳐 내신다 

아침이면 자식들 도시락 줄 세워 짠지와 고치적 

옆옆이 담아내시던 울 엄마 

두 손은 갈퀴손이 되어 

당신 키보다 더 큰 가리나무 둘둘 말아 머리에 이고 

휘청거리며 올라오신 굽이진 비탈길

학독에 보리쌀 한 움큼 넣어 돌리는 

엄마의 서릿발에 엉킨 이야기들 문틈 사이에서 기웃거리고

보리 가시에 찔린 것처럼 눈물이 명치끝을 찌른다.

창밖, 닳고 닳은 울 엄니 손톱만한 초승달이 떠오르고 

싸늘한 벽에 팔 벌리고 선 시계가 

서울 갈 행인을 재촉이라도 하는 듯 

째각째각 요란하게 시간을 돌리고 있다.   

이정순
분당구 금곡동

엄마

독 자 포 토

P H O T O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사

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

상)을	모집합니다.	2016년 7월 7일(목)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

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여름 속으로    	박상근 분당구 이매동

매미	소리와	함께	여름이	시작됐다.	숨이	탁	막히는	따가운	햇살을	가르며	자

전거	페달을	밟는다.	한참을	달려	땀과	내가	한	몸이	될	때쯤	나타난	오아시스	

같은	그늘,	밀당하듯	탄천변의	자전거	하이킹은	이래서	행복한가	보다.	

소원은 비밀~    박미리 수정구 신흥동

남한산성에서	환경기행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만난	작은	

돌탑.	아이는	돌탑만	보면	늘	소원을	빕니다.	소원은	비밀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아이,	그래	너의	소원은	비밀~	

독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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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테나

수정구청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고	계신	세대는	신청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신청기간┃2016.	6.	1	~	연중

신청대상┃기중위소득	50%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자												

신청서류

-	동주민센터	비치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처리기한┃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지원내용┃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신청장소┃주소지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성남시 사회복지과(031-729-2894), 각 동주민센터

제25회 성남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일시┃7.9(토)	14:00	성남시청	분수대	광장

대상┃초·중·고	학생,	일반부(운문,	산문)	참가

접수┃현재	접수	중	(행사	당일	현장접수가능),	

								홈페이지	참조

성남 옛 이야기 보급 및 전승사업
내용┃성남시	관내	유적지에서	문화해설사가	

							‘성남	옛	이야기’	해설

								관내	학교에	문화해설사가	찾아가는	

							‘성남	옛	이야기’	해설

기간┃2016년	6∼11월

신청┃선착순	50개	동	주민센터,	학교,	기관	단체	등

성남문화원 사무국 031-756-1082  

제31회 성남시 독후감 경진대회
대상┃초·중·고,	일반부

-	학생부	: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연락처	기재

			→	초등부	200자	원고지	6매	내외,	중·고등부	10매	내외

-	일반부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	200자	원고지	12매	내외

도서┃자유롭게	선정(워드	작성시에도	반드시	원고지	양식	사용)

접수기간┃8.1(월)∼8.31(수)	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처┃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79-1(야탑동)	2층	사무국

성남시새마을회 031-703-0033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아시나요?

적용대상 할인내용

1∼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정액	할인

(월	8,000원	한도)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1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정액	할인(월	4,000원	

한도)

차상위계층
정액	할인(월	2,000원	

한도)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표상	

‘자’,‘손’	3인	이상	가구)

20%할인(월	12,000원	

한도)

대가족	할인제도(주민등록표사	5인	

이상	가구)

누진1단계	경감♣	

(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누진1단계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20%	할인)

21.6%	할인

♣	누진	1단계	경감은	월사용량	300kWh	초과	600kWh이하	

				사용량에	한함

▶	국번없이	123(한전	고객센터,	24시간운영)

【국비교육】 
안드로이드 임베디드시스템 전문가 양성과정
시스템	분석,	펌웨어	개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간┃8.29(월)∼11.23(수)	주5일/6시간

대상┃미취업자	및	실업자(3개월	이내의	장기교육	참여	가능한	자)

장소┃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방법┃홈페이지	http://seongnam.kopo.ac.kr	및	전화	접수

【국비 재직자교육】 엑셀VBA 과정
엑셀	매크로	VBA를	통한	실무	문서	자동화하기

기간┃7.18(월)∼7.22(금)	주5일/8시간

대상┃중소기업	재직근로자(고용보험	납부중인	자),	

								사업장	위치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권역	내

장소┃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방법┃홈페이지	http://seongnam.kopo.ac.kr	및	전화접수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처 031-739-4143, yjkim11@kop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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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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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신규교육(취업 대비)┃7.11(월)~7.15(금)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사진	각	1장	

돌봄가정(신생아~초등생) 모집┃수시

㈜시니어맘 031-739-2963~4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7월 프로그램
•사이버상담실 이용안내

내용┃부부관계	상담,	다양한	가족관계	갈등	상담,	

								스트레스	및	불안,	대인관계,	우울증	등

상담┃홈페이지	게시판	상담(http://www.family.go.kr)

								가족상담팀 031-755-9327(내선1번)

•워킹맘·워킹대디의 직장생활 지원 - 직장 고충상담(개인상담)

일정┃7월	매주	화요일(18:30∼20:30)

대상┃성남시	거주	및	소재	직장부모

신청┃평일	화∼금	12시∼21시(전화,	사이버접수)

워킹맘워킹대디지원팀 031-754-9327

성남YWCA 산모돌보미(산후조리사) 취업교육 모집
대상┃교육	후	취업예정자

일시┃7.5(화)∼7.8(금)	9:30∼17:30

내용┃산모관리,	신생아관리,	집안	청소	및	세탁법	등

서류┃등본,	보건증,	B형간염검사결과증,	증명사진	각	1부

접수┃6.20(월)∼7.4(월)	방문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1(야탑동)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031-701-2501∼2

중원주간보호센터 입소자 모집
대상┃성남시	거주	장기요양등급	2∼5등급을	받은	자

내용┃오전/오후송영서비스,	신체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기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

위치┃중원노인종합복지관	4층	주간보호센터

김지혜사회복지사 031-751-7455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파워포인트(초등) 초등학생 8.	1.	~	8.	12.
월~금

10:00~12:00 7.15(금)
09:00	~	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sujeong-

gu.or.kr)
※	컴퓨터기초과
정	전화접수	가능

031-729-5071

컴퓨터	기초

성남시민

8.	1.	~	8.	26.
월~금

13:00~15:00

포토샵	기초 8.	1.	~	8.	12.
월~금

15:30~17:30

스마트폰	기초 8.	16.	~	8.	26.
월~금

10:00~12:00

포토샵	활용 8.	16.	~	8.	26.
월~금

15:30~17:30
파워포인트	기초	

및	활용
8.	8.	~	9.	2.

월·화·목·금
18:30~20:30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창의	놀이터	스크
래치	프로그래밍

중학교
1~3

8.	2.	~	8.	12.
화~금

10:00~11:30
7.22(금)	

10:00	~	7.25(수)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

스마트폰	사진	
편집과	SNS응용

하기
성남시민 8.	2.	~	8.	25

화~목
13:30~15:00

한글	예쁜	문서	
만들기

성남시민
(주말반)

8.	6.	~	8.	27.
토

10:00~12:00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액티브	시니어	
블로그&카페

55세
이상

8.	8.	~	8.	31.
월∼목

10:30~12:00

7.19(화)	
10:00	~	7.21(목)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031-752-3913

코딩	공작소
-스크래치A

초등	
5~6

8.	6.	~	8.	27.
토

10:30∼13:00

코딩	공작소
-스크래치B

초등	
3~4

8.	6.	~	8.	27.
토

10:30∼13:00

7�8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작은 배려 큰 감동   존댓말!

분당구청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엑셀

성남시민 7.4~7.22

월~금
10:00~12:00 6.29(수)

09:00	~	7.31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bundang-

gu.go.kr)

031-729-7078
컴퓨터기초반,	
실속패키지	실버
반만	전화접수	

병행
※	실명인증	후	

접수진행	
-	핸드폰문자,	
공공아이핀

등으로	실명인증	
후	접수

1인	1강좌원칙
(야간별도)

기타	문의사항은
031-729-7073

멀티미디어
월~금

13:00~15:00

컴퓨터기초
월~금

15:30~17:30
특강

(부모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초등	1,2	 8.1~8.9 월~금
10:00~12:00초등	3,4	 8.10~8.19

이지포토

성남시민

8.1~8.19
월~금

13:00~15:00
실속패키지	실버반
(60세	이상,	1957년생까지)

8.1~10.7
월~금

15:30~17:30

블로그
8.22~9.9

월~금
10:00~12:00

인터넷활용
월~금

13:00~15:00

파워포인트
9.19~10.7

월~금
10:00~12:00

한글
월~금

13:00~15:00

(야)스마트폰왕초보 7.4~7.15
월·화·목·금
18:30~20:30

(야)한글중급 8.1~8.26

(야)엑셀중급 8.29~9.30

중원구청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엑셀	2010

성남시민 8.	8.	~	8.	31.

월~금
10:00~12:00

7.18(월)
09:00	~	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jungwon-

gu.go.kr

031-729-6074

한글	2010
월~금

13:00~15:00
컴퓨터기초
(WIN7)

월~금
15:30~17:30

인터넷(SNS)
월·화·목·금
18:30	~	20:30

스마트폰

성남시민 9.	1.	~	9.	30.

월~금
10:00~12:00

컴퓨터기초
(WIN7)

월~금
13:00~15:00

인터넷(SNS)
월~금

15:30~17:30

파워포인트
월·화·목·금
18:30	~	20:30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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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야원(大也院)은 일종의 국립여관으로 공무수행의 편의 제공과 여

행자들의 숙식 역할을 했다. 대야원은 하대원동 일대다. 대야원을 중심으로 윗

마을이 상대원, 아랫마을이 하대원이다. 조선시대 임금 중 세종대왕이 두 차례 

대야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하대원동엔 흥미로운 역사와 인물

들이 많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옆 둔촌터널과 아튼빌아파트 사이에 정자가 있다. 정자에 

잠시 앉아도 좋고 내처 산길을 따라 가도 좋다. 산 초입이 8차선 도로라는 사

실이 무색할 만큼 산바람이 시원하고 상쾌하다. 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무

념무상이 된다. 그 길 끝에 광주이씨, 둔촌 이집(遁村 李集) 선생의 영정을 모

신 사당, 추모재(追慕齋)와 묘역이 있다. 

고려 말 정치가며 대학자인 둔촌 이집(1327~1387) 선생은 바른 정치를 위해 

신돈의 악행을 비판했지만 오히려 목숨이 위태로웠다. 연로한 아버지를 업고 

경북 영천 친구 집으로 간 선생은 그곳에서 3년을 은둔했다. 신돈이 역모로 죽

자 판전교시사에 임명됐으나 사직하고 하대원과 여주에서 은일 자적했다. 문

장에 능했던 선생은 이색, 정몽주 등 당대 석학들과 교유했다. 사당에서 효자

이자 충신이었던 선생의 인품과 정신을 기리고, 묘역을 둘러보는 것도 뜻깊다. 

둔촌 선생의 묘역은 2008년 <경기도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됐다. 선생 후손의 

묘역은 대원공원 위, 야산에 있다. 

산을 내려와 다시 산 초입에 선다. 이곳부터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앞(총 

850m)까지 가로수 그늘막이다. 2014년부터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다. 화단

과 벤치형 조형물이 조성돼 있고 전체구간에 다양한 교목과 관목이 식재돼 있

다. 교목과 관목엔 관리자인 주민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 이름표를 하나하나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천천히 걷다 보면 동 주민센터와 육교가 보인다. 육교 앞에서 왼쪽으로 돌면 

하대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1991년, 노점상과 성호시장 정비사업 일환으

로 그곳의 상인들이 하대원동으로 이주해서 형성된 시장이다. 현재 100여 개 

점포가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산지직송의 신선하고 건강한 농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유통과 공급이 활기차다. 시장 주변에는 소문난 맛집이 많다. 해

장국, 칼국수, 오리고기 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

성현을 만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지나 시장에 들른다면 몸과 마음도 즐겁지 

아니할까.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 그리고

먹을거리의 하대원동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둔촌대로

▲둔촌 이집 선생 생신제

▲대원공원

▲하대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둔촌대로

성남테크노
과학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