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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2016년9월

고소함이 ‘솔솔’… 모란 기름시장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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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달처럼 마음까지 풍요로운 추석

이다. 추석을 맞아 시장에 가면 여느 

때보다 풍성한 과일, 채소 등 먹을거

리를 바구니 가득 담고 싶어진다. 이

럴 때 성남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장을 

본다면 장보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성남사랑 상품권을 6%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시장에서 사용하면 된다. 

현재 우리 시 전통시장은 지난해 말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구미동 현대벤

처빌시장과 야탑 에이스코아시장을 

포함해 27개소다. 올해도 전통시장은 

풍성한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단대전통시장(구 단대쇼핑)에서는 8월 

25일~9월 8일(행사기간 변동가능) 추

석맞이 경품이벤트 행사가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당일 합산금액 3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 확인 후 경품

권 1장을 증정한다. 

9월 7일에는 추첨행사 홍보를 위한 사

전 각설이 공연이 있고 9월 8일에는 

각설이 공연 및 경품추첨 이벤트가 진

행된다.

단대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031-749-8982

남한산성시장에서는 연중 쿠폰행사

를 진행하고 있다. 남한산성 공동쿠

폰 행사 가입 점포에서 물건을 구입

하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쿠폰을 

증정한다. 현금계산 시 5천 원당 쿠

폰 1장(100원 상당), 신용카드계산이

면 1만 원에 1장을 증정한다. 쿠폰 25

장을 모으면 시장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2,500원 상품권으로 바

꿔 주며 경품 응모권을 증정한다. 매

월 말일에 경품을 추첨해 당첨자에게 

문자발송하고 1주일 이내 경품으로 

교환가능하며 경품은 상인회가 매월 

다르게 준비한다.

남한산성시장 상인회 031-745-9848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서로 사랑 나누기’ 참여해요 

•	기						간	:	2016.	8.	22	~	9.	13(23일간)

•	참여대상	:	일반시민,	기업체,	봉사단체,	지역·직능단체	

•	내						용	:	후원금(품)	기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연계

•	수	혜	자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지설	거주자	등	

•	창구운영	:	54개소(시	1,	구	3,	동	50)

운영 창구 담당부서 연락처

성남시(1)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031-729-2841~4

구청
(3)

수정구 복지지원과 맞춤형복지3팀 031-729-5970~2

중원구 복지지원과 맞춤형복지2팀 031-729-6910~2

분당구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 031-729-8050~2

동주민센터(50) 사회복지담당 동 주민센터 

정이 가득…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기

성남시니어클럽은 100% 국산쌀과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송편, 

질 좋은 참깨�들깨를 사용해 만든 참�들기름을 판매한다. 우리 지역 어

르신들이 제조�판매하며 수익금은 100% 노인일자리 운영 기금으로 사

용된다.

성남시니어클럽은 경기도 지정, 성남시에서 위탁경영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욕구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교

육훈련, 자기계발 기회 확대 등 노인고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전화 031-735-6333, 010-3109-6332

어르신이 만든 추석선물세트 어때요?
각 구별 전통시장 현황

번호 상호 소재지

1 현대시장 서현동

2 범한프라자시장 서현동

3 코코프라자시장 서현동

4 미래타운제1종합시장 서현동

5 미래타운제2종합시장 서현동

6 분당우성시장 서현동

7 현대프라자시장 수내동

8 분당종합시장 수내동

9 코끼리상가 수내동

10 돌고래시장 수내동

11 금호시장 수내동

12 동신종합시장 수내동

13 야탑에이스코아시장 야탑동

14 미금벤처빌시장 구미동

분당구

번호 상호 소재지

1 모란시장 성남동

2 금광시장 금광2동

3 단대마트시장 금광1동

4 성남남한산성시장 은행동

5 상대원시장 상대원동

6 모란민속시장 성남동

7 성호시장 성남동

8 하대원시장 하대원동

9 은행시장 은행동

중원구

번호 상호 소재지

1 현대시장 태평3동

2 신흥시장 신흥3동

3 성남중앙지하시장 신흥3동

4 중앙시장 태평3동

수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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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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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월	22~24일	3일간	성남시청에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박람회	준비위원회가	주

관해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체험·전시	및	사회공헌	부스	운영,	기부캠페인(시

민참여	1%	기부걷기대회	등),	조사연구보고회,	사회복지포럼,	‘한밤의	페스티벌’	등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남시강사협의회	등이	연합해	시민들에게	성남시	복지시책과	

서비스를	널리	알려	시민이	‘함께	걷고	참여하는	건강한	복지성남’의	밑거름을	만든다.

시민	참여	기부	걷기대회는	8월	25일~9월	21일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접수제로	운영한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	

사회복지의날(9.7)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를	위해	

제정돼	올해	17회째를	맞는다.

■제1회 시민참여 1% 기부 걷기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https://goo.gl/forms/P9wlOWKRHdWITBXq2)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scsw.kr)	→	공지사항(문의	031-756-3579)

	

성남은 합니다

2016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연다

9월 22~24일 성남시청서

성남시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장 조성

이 본격화됐다. 

시는 오는 10월 7~9일 시청 공원에

서 개최하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

람회’를 앞두고 최근 작가·일반·대학

생 3개 부문의 정원 작품을 공모해 모

두 32개 정원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정원 작품별 배치도(마스터 플

랜)를 짜 9월 한 달간 시청 공원에 작

가별 주제가 있는 정원을 조성한다. 

성남시청 공원 12만4,780㎡ 일대에

는 정원 전문가가 만드는 ‘쇼 가든’ 12

개 작품, 일반인의 ‘리빙 가든’ 10개 

작품, 대학생의 ‘영 가든’ 10개 작품이 

들어선다. 

이 밖에도 시는 정원 컨설팅, 정원교

양강좌를 열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장과 정원용품·화훼류 판매장, 정원

산업 전시장 등의 공간과 시설을 마

련한다. 

시청 공원 곳곳에는 32개소의 정원

작품 외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사철

나무 등 교목과 관목 512주를 심는

다. 수크령, 무늬억새 등 화초류 1만

2,360본도 곳곳에 심어 가을의 경치

와 화려함을 더한다.

성남시는 4,500여 명의 시민위원회도 

구성, 5개 분과별로 시민이 직접 참여

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만든다.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하

는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개최 

기간 전국에서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성남시청 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

는 가운데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 

문화를 활성화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정원 전시

물을 그대로 유지해 시민이 늘 찾아와 

가꾸는 문화공원이자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8월 9일 ‘경기정원문화박람

회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시민위

원회 발대식도 열어 시민위원회를 대

표하는 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 6명

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도시공원의 새

로운 모델 제시와 생활 속의 정원 문

화 확산을 위해 전국 단위로 열리는 

행사다. 

앞서 시흥시는 옥구공원(2010), 수원

시는 청소년문화공원(2012), 안성시

(2015)는 맞춤공원에서 박람회를 개

최해 각각 28만 명, 15만 명, 34만 명

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녹지과 정원문화박람회TF팀 031-729-4295

성남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조성 본격화
10월 7~9일 시청 공원서 개최… 작가별 정원 작품 32개 배치

■행사일정

9월 22일(목) 1일차

시간 내용 장소 참여자

14:00 15:00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성남시청 온누리(1층) 시민 600명

15:30 16:30
•성남시 노인 치매예방 증진에 
  관한 연구보고

 성남시의회 세미나실(1층) 시민 40명 

18:00 21:00 •사회복지사 힐링타임  성남시청 광장 300명

※ 성남시청 로비에서는 3일간 문화아트페어 작품이 전시됩니다.

9월 23일(금) 2일차			

시간 내용 장소 참여대상

10:00 12:00 •지역아동센터 교육  성남시청 한누리(3층)  시민 300명

13:00 15:00 •장애인체험관 운영  성남시청 로비 시민 200명

14:00 16:00 •굿패밀리재단 포럼  성남시청 한누리(3층) 시민 100명

16:00 18: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성남시의회 회의실(2층) 실무위원 40명

•사회적경제 복지성남 세미나  성남시의회 세미나실(1층)  시민 40명

18:00 21:00 •한밤의 페스티벌  성남시청 광장 시민

9월 24일(토) 3일차	

시간 내용 장소 참여대상

09:00 11:00 •제1회 성남시민 참여 1% 기부 걷기대회 성남시청 ↔ 탄천 시민

10:00 17:00 •사회복지박람회(부스 운영)  성남시청 로비 & 광장
시민

10:00 17:00 •열린 장터  성남시청 광장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031-729-2841~4

■ 개략스케치

▲show me the garden

▲해와 달의 정원 ▲엄마의 휴식▲심연의 정원 

▲꿀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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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2021년까지 일�가정 양립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성남시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

해 오는 2021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워

킹맘·워킹대디 지원 활성화, 가족친

화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8월 12일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을 맡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책

임연구원 정혜원)은 이날 양성평등 사

회를 이뤄나가기 위한 과제로 12개의 

정책과 33개의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안

전관련 시민 단체 활동과 시책을 결합

해 여성·아동 폭력, 범죄를 감시하고 

안전을 지켜나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

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노사민정협

의회에 여성일자리 전문가를 포함하

고, 기업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장려, 어린이집 설치 등 가족친화 우

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워킹맘·워

킹대디 지원 활성화에 나선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권도 강화해 소

녀 생리대 지원을 포함한 중장년 여

성 근로자 대상 건강 지킴이 사업을 

진행한다. 나이�계층에 따른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 성남형 교

육특성화 사업에 여성 일자리를 만들

고, 중장년 여성의 공공일자리를 창

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또 사회봉사 부문 포상 영역

에 ‘마을활동’ 분야를 추가해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연구원 측은 이런 정책과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펴나가기 위해서는 주관 부

서의 역량과 권한을 강화해 여성친화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의 건축·시설·

도시계획·교통·복지 분야의 사업을 

아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정책 업무 추진 전담 인력 확보와 

장기 근무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시

민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해 지역 전체

의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용역 보고회 내용은 과제 추진 담당 

부서의 검토와 예산 확보 후 내년 1월

부터 본격 시행한다. 

앞서 성남시는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

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4.12.15)하고, 100

명의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

(2015.10.20)했다.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031-729-2923

성남지역에 신규 개원하는 위례1·서

현2 국공립어린이집이 학부모와 교사

가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체계로 시범 운영된다. 

위례1·서현2 국공립어린이집은 8월 8

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앞으로 사회적협동

조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어린이집 부실 운영 

등의 문제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모

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안정된, 열

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위례1·서현2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사업 운영 전반, 아동의 안전, 영양 

관리, 지역사회 교류 사업 등 주요 결

정에 학부모와 교사가 주인의식을 갖

고 참여하게 돼 국공립어린이집의 새

로운 운영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례1어린이집(7.25 개원)은 LH공사

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은 곳으로 보육

정원 94명에 원장·보육교사·취사부 

직원 등 교직원 15명이며, 서현2어린

이집(9.1 개원예정)은 보육정원 140명

에 교직원 22명이 어린이집 아동보육

에 힘쓸 예정이다.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729-2933

성남은 합니다

▲위례1 국공립어린이집 전경

성남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체계로
위례1�서현2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교사 참여 

▲남한산성 남문(지화문)

성남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	13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둬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

화에	관한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영어·일어	능통자와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	

등	모두	4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선

발하고,	관광지별	실습을	마쳤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시내	관

광지는	문화·생태권역	관광코스	9곳

과	종교·문화권	관광코스	4곳이다.	

문화·생태권역은	남한산성,	중앙공원,	

율동공원,	성남시청,	천림산	봉수지,	

나라기록관,	신구대박물관,	판교생태

학습원,	율동생태학습원이다.	

종교·문화권역은	봉국사,	망경암,	약

사사,	분당성요한성당이다.

문화관광	해설사의	맛깔난	입담과	해

설은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성남	관광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성남시는	관광지별로	매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차례,	월	72

회	문화관광	해설사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용은	무료이며,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성남	관광을	

희망하는	성인단체와	가족(5명	이상),	

학교는	신청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성

남시	홈페이지(팝업창)를	통해	신청하

면	된다.	

문화관광과 관광팀 031-729-2992

성남 13곳 관광지 문화관광 해설사 동행

남한산성, 중앙공원 등… 국내외 관광객 이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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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

성남은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대에 

오는 2019년 말까지 42만5,760㎡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

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판교 창조경제

밸리 사업 2단계 구역인 금토동 부

지 20만2,752㎡ 규모에 대해 그린

벨트 해제 절차(경기도)와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국토부) 행정 절차를 

밟아 사업 면적에 포함할 계획이다. 

사업 1단계 구역인 시흥동 옛 한국

도로공사 부지 22만3,008㎡ 규모는 

앞선 2015년 11월 30일 도시첨단산

업단지로 지정돼 현재 공정률 24%

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금토동 일대가 사업면적에 포함돼 

내년 상반기부터 단지조성 공사가 

시작되면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기업이 커가는 단계에 맞춰 모두 6

개의 공간이 조성된다. 

사업 1구역 시흥동에는 2018년 말까

지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2만㎡), 

소통교류공간(I-스퀘어·3만㎡), 성

장공간(기업성장지원센터·4만㎡), 

글로벌공간(글로벌비즈센터·7만㎡)

이 들어선다.

사업 2구역 금토동에는 2019년 말

까지 혁신기업공간(혁신타운·8만㎡)

과 벤처공간(벤처캠퍼스·6만㎡)이 

들어선다. 

국가 지정 첨단산업단지로 완공 때

까지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5천억 

원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입주하는 벤

처기업과 연구소, 기업지원시설은 

750여 개, 상주근무 인원은 4만3천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

주기업은 1,600여 개, 상주근무 인

원은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

성 계획에 대해 8월 2~24일 주민공

람을 시행해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

을 받았다. 

이 기간 중 8월 12일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판교 창조경제밸

리 산업단지계획(변경안), 환경영향평

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

향평가에 관한 합동 설명회도 열었다.

창조산업과 첨단산업팀 031-729-2653

국책사업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속도 내

금토동 그린벨트 오는 12월 사업면적에 포함

성남·수원·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법적 대응

성남,	수원,	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지방재정개편이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7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다.	

정부의 4대 거짓말-지금도 시민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은 격차해소다?

6개시는 90% 우선 특례 배분 받는다? 성남시 쓰고 남는 돈이 연간 7천 4백억원이다?

6개시가 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다?
�6개시 : 성남, 수원, 화성, 고양, 용인, 과천(불교부단체)
�25개시 : 안양 등 나머지 경기도 시군(교부단체) 

아닙니다! 역차별 확대입니다.

지금도 6개시는 1인당 17만원 더 내고 28만원을 덜 받습니다.

아닙니다! 45%만 받습니다. 이미 50%를 내놓고 나머지의 90%,

즉 45%만 배분 받습니다. 이제 75%를 뺏겠답니다.

아닙니다! 이중 5,923억원은 매년 유지해야만 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 꺼내 썼다가 모라토리엄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닙니다! 덜 받습니다. 정부 교부금을 합치면 더 적습니다.

정부는 도 교부금만 비교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내는 세금>

성남시민 세금 성남시민 세금

<1인당 배정예산>

697,073원

성남시

45%

성남시

25%

일반회계

1,500억원

특별회계 5,923억원
(판교택지 개발사업 3,850억원 포함)

성남시

경기도 A시

1,500억원(10.36%)

1,494억원(10.02%)

경기도

55%

<현    재> <제도시행 후>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

정부

1,071억

20%

경기도

55%

7,423억원

172,205원 -284,588원

•불교부단체 1인당 교부금 •교부단체 1인당 교부금 •2015년 기준

-284,588원

273,432원

용인
2,668억원

성남
2,545억원

261,987원

218,635원
1,304억원 906억원 1,155억원

858억원 724억원 982억원

307,114원
272,023원

250,757원

수원
2,590억원

안산
2,162억원

안양
1,630억원

부천
2,137억원

도
교
부
금

도
교
부
금

정
부
교
부
금

정
부
교
부
금

정
부
교
부
금

도
교
부
금

도
교
부
금

도
교
부
금

도
교
부
금

-100,000원

정부
교부금
32만원

도
교부금
26만원

세입
149만원

세입
149만원

세입
154만원

세입
154만원

도
교부금
17만원

도
교부금
17만원

도
교부금
16만원

(현  재) (정부추진계획 시행 후)

524,868원

1,749,172원 1,649,172원

2,033,761원 2,033,761원

6개시 6개시 6개시
나머지
25개시

나머지
25개시

나머지
25개시

2014년 지방세 기준

2014년 지방세 기준

※(괄호)안은 순세계 잉여금 비율

<행자부주장>

▲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 1구역 시흥동과 2구역 금토동(위성사진)

지방세금 빼앗아 지방자치 죽이는 지방재정 개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부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애초	발표에	비해	훨씬	후퇴

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성남시가	시민을	위해	추진하려는	각종	복지정

책을	반대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공사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그나마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는	6

개	도시들의	세금을	빼앗아	지방자치	전체를	하향평준

화하고,	예산을	무기로	줄세우기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성남시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정부
교부금
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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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합니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빚, 덮어두고 피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3월 성

남시청 9층 북카페 옆에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를 열고 재무상담사 등 전문인력 6명을 상주시켜 

성남시민의 채무 상담을 돕고 있다. 올 5월 말 기준 

4,495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그 중 275명의 시민이 

파산을 신청했다. 면책받기 위한 비용은 단 한푼도 

들지 않았다. 바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다. 

그 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센터의 하는 일 

•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채무조정(개인회

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	재무관리	상담	등	1 : 1	맞춤

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	불

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경찰서)	협력체계	구

축,	대부업	모니터링,	사금융피해상담	등	

•	협약을	통한	패스트트랙	운영(파산면책	기간	단축)	:	1년

6개월	→	4개월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매주	

화요일	18:00~21:00)	

•대	시민교육,	찾아가는	재무교육	

▶찾아가는 무료 채무상담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일정	:	2016.9.1	~	11.25(10:00~17:00)	

•장소	:	각동	주민센터	및	협약기관

•	9월	일정	:	성남지역자활센터·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

터(9.1),	분당노인종합복지관(9.6),	성남시장애인종합복

지관(9.7),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성남종합사회복지관

(9.8),	한솔종합사회복지관(9.20),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9.21),	성남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9.22),	황송노인종합복지관(9.27),	

YMCA노인복지센터·상대원1동복지회관	무한돌봄(9.28),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9.29)	

•	문의	:	031-729-2577~8(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55-2577(금융복지상담센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무료 시민교육

돈 없어도 빚 문제, 빨리 해결하는 법 알려드려요

•	일정	:	8~11월	매월	1회(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	

14:00~15:30),	8.26(금)	성남시청	모란관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eongnam.fwc.kr)	

•장소	:	성남시청	3층	교육장

•내용	: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	패스트	트랙	등

•문의	:	031-755-2577(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5기 모집

•	교육기간	:	2016.	9.	19	~	11.	16(총	25회기)

																 (매주	월·수·금요일	09:00~13:00)

•	수강신청	:	8.31(수)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서	신청서	다

운로드해	작성	후	메일(snfwc@daum.net)	발송

•수	강	료	:	무료

•	강의문의	:	031-755-2577(금융복지상담센터)

																02-775-7670(에듀머니)	

▶상담하려면? 

•방문,	전화,	홈페이지(www.seongnam-fwc.kr)	상담	가능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nfwc

•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snfwc?	

ref=aymt_homepage_panel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29-2577,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     

    █ 특별기고

빚에서   빛 으로!
빚,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남시가 도와드려요

최근까지도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를	예

방하기	위해	요즘	경찰청부터	일선	경찰서까지	각	금융

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피해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말처럼	사기	

수법을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몇	가지	수법을	소

개하고자	한다.

본래	전화금융사기라고	하면	통상	전화로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또는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등의	말로	겁을	먹게	

하고,	여기에	덤으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로	접속을	유도해	사기범의	말을	믿게	한	다음에	“나머

지	돈까지	빠져나갈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지정하는	계

좌로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속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내게	하고,	인출한	돈을	해외로	보내는	수법을	

썼다.

그런데	2015년	7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의	목소

리(그놈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공개돼	범행수법이	널리	

알려졌고,	현재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100만	원	이체	

시	30분	후	ATM기기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제도)	시행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진

화하고	있다.

예컨대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처

럼	겁먹게	하고	출석요구서의	전화번호로	전화하게끔	유

도해	보이스피싱을	한다거나(레터	피싱),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야	한다.	예금을	전부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라”고	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직

원	등을	사칭한	사람이	찾아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며	피해자와	대면해	직접	돈을	받아가는	수법(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순간이	범죄예방의	‘골든타

임’이기에,	경찰과	금융기관은	‘고액인출	시	112신고	및	안

전호송체계	구축’이라	해	고액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

게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특

히	계속	통화	중인	상태에	있는지(사기꾼들은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

게	하며,	은행이나	경찰도	한통속일	수	있으니	절대	믿으

면	안	된다고	속인다)	확인해	사기피해가	의심된다면	거

래를	일시	정지한다거나	고객의	집까지	경찰이	따라가서	

혹시	모를	사기피해	예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혹시	피해가	의심된다면	바로	경

찰을	부르고,	부득이	당장	예금을	인출해	주더라도	추적

이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도	수표로	돈을	찾아	보관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사

기꾼이	바로	범행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돈을	받아서	보관해	주는	

일은	절대	없음을	명심하고	조금만	더	주의하자.	전화금

융사기는	일단	돈을	뺏기면	현실적으로	찾기가	매우	어

렵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보다도	‘지피지기’를	통한	범죄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남중원경찰서장

김영배 총경

지피지기(知彼知己)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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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최고 복지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 지원 직업훈련 교육생 모집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지정	직업훈련기관으

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엔지니어	양성과정(9.1~11.15	월~금	14:00~18:00)

은	경기도	거주	20~30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지

식재산권	입문,	특허출원	및	소프트웨어,	명세서	작성	

기초	및	실무	등을	교육한다.	전화문의	후	방문	접수하

면	된다.	제출서류는	수강신청서(1),	주민등록등본(1),	반

명함판	사진(2)이며	수강료는	10만	원이다.	수료·취업	

시	각	5만	원	환급해준다.

취업희망교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

공적인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진로적성	검사,	

직종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분야를	탐색하

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모의면접	진행,	수료	후	개별상담	및	취업알선을	한다.	

12월까지	매월	격주	월~금요일(09:30~13:30)	운영한

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여성인턴제	우선	참여	등의	혜

택이	주어진다.

결혼이민여성 새일 여성인턴제도 

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새일센터	구직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240만	원

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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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선 미금역 1번출구, 미도프라자 6층 

성남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9

월	30일(금)까지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분야

는	각종	시니어생산품	판매,	두부	및	떡	생산,	배달,	음

식조리	등이며	활동비는	약	30만	원이다.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모란역	4번	

출구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건물	3층).

노인일자리사업 수혜자 모집 

동년배	어르신의	가정방문을	통해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거주	홀몸노인,	노인부부,	조손가

족	등이	대상이며	월	2~3회(하루	2시간)	말벗	활동,	외

출동행,	정리정돈	등을	도움받는다.	서비스	비용은	무

료다.	전화상담	후	담당자	방문	상담이	있다.

성남시니어클럽 031-735-6333 

희망크린협동조합 희망일자리
성남시와	희망크린협동조합	희망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	8월	1일부터	성남시	어

르신의	취업	알선	시	취업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한다.	

희망크린협동조합	희망일자리는	일자리창출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유료	직업소개소다.	이매역	5분	거리

에	위치하고	있다.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은	전화	면담

(031-704-2321)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031-729-2872

실업급여 수급 중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성남고용복

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김석봉(61·중원구) 씨는 

먼저 초기상담을 받았다. 바로 일자리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일자리센터로 연계해 취업

상담을 받고 원하는 관련 직종의 일자리를 제공받

았다. 

이렇게 초기상담을 받고 해당부서로 연결하는 맞

춤형 서비스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이뤄졌다. 구

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위해 이곳을 찾은 

윤미숙(56·수진동) 씨는 미화 일자리를 안내받고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다. 

이제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주민센터, 새일센터 

등을 따로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성남고용복지플

러스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기상담을 맡은 고용지원과 문지희 씨는 “취업의

지를 갖고 본인이 노력할 준비가 된 상태라면 도

움을 받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방

법을 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문을 연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존 

성남고용센터에 고용센터, 성남일자리센터, 성남

사회복지공무원, 여성새일센터, 서민금융지원센

터, 장애인공단 등 5개의 관련 기관이 서로 협력·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고용과 복지 관련 업무

를 한곳에 모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 ‘고용과 복지의 허브’다. 

강태우 팀장은 “내방객에게 기관별 연계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얻기까지 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내방객은 고등학생부터 60세 어르신까지 연령은 

다양하다.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교육훈

련 등 고용서비스는 물론 취약계층 자활지원, 복

지급여 등 복지상담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도 함께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739-3177, 분당구 성남대로 146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일자리를 잡(JOB)아라!

❍ 주     제	: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지역화	전략	

❍ 일     시	:	2016.	9.	27(화)	16:00~18:00		

❍ 장     소	:	성남시청	온누리실(1층)	

❍ 참여인원	:	400여	명(사회적경제조직,	지방정부협의회원,	관심	있는	시민	등)

❍ 주     최	:	성남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한겨레신문

❍ 내     용

				-	주제발표	: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지역화	전략

				-	주제토론	: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지역화	전략을	통한	사회적경제	발전	논의(좌장	:	성남시장)

※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은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2013년	4월부터	총	10회	시행했다.	

포럼	개최	지역	사례중심	발제와	단체장,	사회적경제	전문가,	사회적경제	활동의	혜택을	체감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겨레신문	지면(씽크탱크	광장)에	기사	게재가	이뤄지는	장기	기획으로	추진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팀 031-729-3662

█2016년 성남시 협동조합 교육	

      교육명

 구분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협동조합 설립·운영교육 협동조합 조합원 교육

일					시 10.13(목) 9.9(금),	9.23(금),	9.29(목)
10.10(월),	10.14(금),

10.24(월),	10.28(금)

시간·장소 오후	2~5시,	성남시청	3층	율동관

대					상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성남시민	35명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성남시민	35명
관내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35명

내					용
협동조합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

협동조합의	개념과	방향,	

민주적	운영원리,	설립절차	및	사례	등

지역사회의	협동조합,	노동법과	

인사노무,	온라인	판매·홍보전략,

재무제표	및	세무	등

접수기간 9.19(월)~10.13(목) 8.16(화)~9.9(금) 9.19(월)~10.10(월)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에서	공지	확인	후,

참가신청서	작성해	이메일(pooh6817@korea.kr)	및	팩스(031-729-4979)	발송

일자리창출과 협동조합지원팀 031-729-3223 

제11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16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개최 

▲취업상담을 받고 있는 윤미숙(56·수진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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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문화행사의 장으로 재탄생하는 ‘플로잉마켓’

유난히 더운 8월의 토요일, 백현동 카

페거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를 제공한다. 인체에 무해한 순수발

효주정으로 제작된 수제방향제, 핸드

메이드 도자기, 가죽공예, 콩추출물

로 만든 소이캔들, 제조업 신고를 한 

수제 잼과 청. “플로잉마켓이 열리는 

주말에는 두 아들과 함께 온가족이 자

주 이곳에 온다”는 이범식(35·백현동) 

씨는 “집 가까운 곳에 온가족이 둘러 

볼 수 있는 곳이 있어 참 좋다”며 가족

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플로잉마켓은 2014년 4월, 디자이너

와 마케팅 디렉터, 셀러 등 10명이 모

여 소외된 이웃을 돕고 백현동 카페거

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매회 50팀 이상의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백현동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정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

다. 작가들은 개인 공방에서 작업만 

하는 데서 벗어나 시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시장상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 좋고 백현동 카페거리는 문

화행사의 장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돼 서로에게 유익이 많다. 셀러들이 

내는 접수비 중 일부는 미혼모 돕기에 

사용되는데 수공예 클래스를 개강해 

작가와 미혼모를 연결한다. 수공예를 

배운 미혼모 중 원하는 사람은 셀러로 

참여하는 자립의 계기를 열어 준다. 

대형백화점 개점 이후 상권이 축소

된 백현동 카페거리에서 상권 활성화

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던 양유진(35·

궁내동) 대표는 “시민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플로잉마켓에

서 구매하면 구매와 동시에 미혼모 돕

기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며 시민들

의 참여를 호소했고 “앞으로는 더 넓

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포부

도 밝혔다. 미혼모 20팀이 활동하고 

있고 매회 3팀은 마켓에 참여한다. 

마켓에서 만난 최선(46) 셀러는 미혼

모를 위해 수제인형 수업을 하는 강사

다. 최 셀러는 “기쁜 마음으로 늘 참

여한다. 심도 있게 공부해 미혼모가 

셀러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더 기쁘

다”며 최고급 핸드메이드 수제인형을 

선보였다. 

대학생 자원봉사단 V원정대는 젤 캔

들과 천연입욕제, 드라이플라워 엽서

를 제작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미혼

모 돕기에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

다. 이곳에 오면 톡톡 튀는 숨은 즐거

움도 느낄 수 있다. 만 원 이상씩 4곳

에서 제품을 구매한 쿠폰을 지원팀에 

제출하면 시크릿백을 덤으로 받는다. 

내가 받은 밀봉된 시크릿백에는 뭐가 

담겼을지? 궁금하다면 플로잉마켓을 

찾아보자.  

9월에는 매주(1·2·4·5주) 금요일 

(17:00~22:00)과 토요일(13:00~ 

19:00), 10월에는 매주 토요일

(13:00~19:00) 열리고, 겨울 휴장 후 

내년 봄에 다시 개장한다. 셀러로 참

여하고 싶으면 카페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숍 : www.flowingmarket.com

카페 : cafe.naver.com/bhdartfreemarket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공유경제

█ 9월 우리 동네 벼룩시장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해당동 주민센터 연락처 주   관 장   소 행 사 명

8.27(토)	11:00~15:00
고등동 723-8058

고등동	복지회관 심곡동	호국정각사	앞	공터
행복릴레이장터	-	제2회	고수	행복마을	장터

(고등·수진1동	복지회관	공동	개최)수진1동 756-0434

8.27(토)	10:00~14:00

9.24(토)	10:00~14:00	매월	마지막	주(토)
정자2동 729-7702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한솔어린이공원	보행자로	사거리

한솔벼룩시장(복지관	동고동락주민모임)	

한솔복지관		8022-1100

8.27(토)	16:00~19:00(시간	변동가능)

9.25(일)	16:00~19:00
태평4동 729-5728 마을커뮤니티	따숨 태평동	숯골문화공원

우리	동네	벼룩시장	-	태평동	마을만들기

(따숨	회장	010-7363-5555)

8.27(토)	17:00~20:00,	10.29(토)	11:00~15:00

은행2동 729-6704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학부모회 은행동	광장(문화의집	앞	공원) 다~	아나봐(문화의집	729-9912)

9.10(토)	10:00~14:00 은행2동	제1,2,3복지회관,	은행어린이집 동주민센터	앞
다문화와	함께하는	-	은행2동	행복나눔장터	-

(복지회관장	010-3286-1238)

8.28(일)	09:00~16:00 신흥1동 729-5602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차장,	풍물길 나눔한마당

9.1(목),	10.19(수)	13:00~17:00 야탑2동 729-7848 주민자치위원회 돌마초등학교	후문	보행자도로 정감있는	배려마을	서로나눔	벼룩시장(중고물품	교환·판매)	

매주	금(17:00~22:00),	토(13:00~19:00)		

9.2,	9.3,	9.9,	9.10,	9.23,	9.24,	9.30,	10.1
백현동 729-8704

백현동	상인회,	플로잉피플

(cafe.naver.com/bhdartfreemarket)
백현동	카페거리	수변로

백현마을	플로잉마켓(5~10월	운영)

8.26(금),	8.27(토)	16:00~22:00

9.3(토)	10:00~13:00
하대원동 729-6885

주민자치위원회 아튼빌아파트	후문도로변 하대원동	어린이	알뜰	벼룩시장	

9.3(토)	10:30~14:00 하대원동복지회관 복지회관	마당 행복릴레이장터(복지회관	755-8400)

9.7(수),	9.28(수)	12:30~13:40
도촌동 729-6803

도촌중학교	학부모회 도촌중	학부모운영회실 교복나눔장터	-	월2회	수요일	점심시간	(교무실	755-2702)

9.9(금)	10:00~17:00 새마을회 주민센터	주차장 바자회

9.9(금)	10:00∼19:00 금곡동 729-7907 청솔종합사회복지관	714-6333	 청솔마을	6단지	내	주차장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	-	제4회	한가위맞이	대축제	-

9.10(토)	10:00~12:00 운중동 729-7964 산운마을	13단지부녀회 산운마을	13단지	내 벼룩시장(13단지	관리사무소	8016-2340)

9.10(토)	10:30~14:00 성남동 729-6841 중원노인종합복지관	751-7450		 중원	열린	문화광장
벼룩시장,	체험부스,	바자회		

<복지관	개관	9주년	기념행사	병행,	2부	15:00~17:00	노래자랑>

9.10(토)	14:00~17:00 단대동 729-5786 단대동	마을센터,	자치위원회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농협	앞	인도 함께	GREEN	논골	소통(疏通)	달장

매월	1·3째	주(금)	10:00~15:00	 수내1동 729-7624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2층 폐현수막	재활용,	에코백	무료나눔방	운영

9~11월	둘째	주(화)	11:00~17:00	
판교동 729-7887

낙생농협(본점) 낙생농협	마당 나눔장터(본점	대표	716-6600,	농정문화홍보단	710-4116)

9~11월	둘째	주(토)	14:00~18:00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앞마당 자유시장(청소년	대상)	수련관	청소년활동팀	729-9660

9.21(수)	10:00~15:00 	야탑3동 729-7867 한마음복지관 한마음복지관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스토어	바자회(725-9556)

9.22,	9.29(목)	10:00~17:00 태평1동 729-5662		 기관단체협의회 주민센터	현관	앞 녹색나눔장터(주민자치위원회	간사	729-5674/7)

9.24(토)	10:00~15:00
산성동 729-5808

산성동복지회관 복지회관	앞마당 행복나눔	장터(복지회관	732-2428)

9.24(토)	13:00~18:00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단대공원	담벼락 프리마켓(복지관	070-4904-0159)

9.27(화)	10:00~16:00 이매1동 729-7792 새마을부녀회 주민센터	주차장 나눔(아나바다)장터

9월	추석	이후	10:00~16:00 정자1동 729-8255 통장협의회 주민센터	앞마당	및	주민자치센터	내 나눔장터(벼룩시장)

9월	둘째	주 이매2동 729-7802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2층 벼룩시장

9월	중 구미1동 729-7928 새마을부녀회·협의회 뒷구미어린이공원,	주민센터 나눔장터

9월	마지막	주(10:00~13:00) 상대원1동 729-6726 새마을남녀협의회 주민센터	주차장 나눔장터

[벼룩시장 현장스케치] 백현동 카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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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성남

추석특집 부자녀 돌봄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9월 3일(토) 오전반(10:00~13:00), 오후반(13:30~16:30) 시 거주 학령기 자녀

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떡 만들기, 미술로 알아보는 아빠와 나를 진행

한다(장소는 추후 공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신흥센터 031-752-9327

초등자녀 부모교육 ‘인성코칭,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한다’

초등 자녀를 둔 성남시 부모를 대상으로 9월 20일(화 10:00~13:00) 워킹맘워

킹대디지원센터에서 올바른 인성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코칭, 긍정적 성품을 깨

워주는 배려 칭찬법 팁을 교육한다. 8월 22일부터 선착순 온라인 모집한다. 

신흥센터 031-752-9327

명강사 초청 은퇴설계교육 ‘행복한 노후, 새로운 시작’ 

시 거주 중년기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9월 19일(월) 오후 7시 성남시청 3층 한

누리실에서 100세 시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를 교육한

다. 강사는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전 미래에셋 부회장)

다. 8월 29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한다. 

복정센터 031-755-9327(내선 2번)

초보아빠를 위한 ‘예비아버지 교육 – 아빠의 탄생’ 

9월 29일(목 19:00~21:00) 초보아빠가 꼭 알아야 하는 아빠효과 : 부성태교, 

신생아 육아의 실제기술 아빠육아 팁을, 10월 1일(토 10:00~13:00)은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안정애착, 아빠와의 애착이 쑥쑥! 베이비마시지를 내용으로 센

터 시청각실에서 진행한다. 시 거주 예비아버지 20명은 9월 5일(월) 오전 10시

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복정센터 031-755-9327(내선 2번)

직장고충 노무상담 

9월 매주 화요일(18:30~20:30)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상담실(신흥동)에서 

성남시 재직자 및 시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를 대상으로 직장고충에 관한 상담

을 한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화~금요일(12:00~21:00) 전화나 홈페이지(www.

family.go.kr → 사이버상담실 신청)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031-754-9327 

우리 아이와 즐거운 시간, 장난감도서관에서 시작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놀잇감, 영유아 연령에 맞는 놀잇감. 성남시 육아지원 아이

사랑놀이터의 장난감도서관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올해 7차 장난감

도서관 회원을 중원점(250명), 양지점(200명)에서 9월 13~26일 모집한다.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 또는 재직자(2016.1.1. 기준)가 대상이며 홈

페이지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5) 

도전! 가족 육아 골든벨 

우리 아빠, 엄마가 골든벨 울린다!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육아검정시험인 가

족 육아 골든벨을 10월 1일(토)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연다. 자

녀가 좋아하는 동화 속 문제부터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문제가 준비돼 있

다. 참가희망자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4)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성남시청 어린이집 아이들

성남시가 아토피(환경성질환) 힐링센

터를 전국 최초 도농매칭으로 금산군 

군북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조성, 

성남시민 5세대가 8월 말에 입주한다.

아토피 중증질환자의 장기치유를 목

적으로 조성한 힐링센터는 성남시민

이 25년간 사용할 수 있다. 17평형 복

층구조의 세대별 단독주거지로 입주

자는 보증금 20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을 부담하고 최장 2년까지 거

주할 수 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는 현재 24가구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보건지소와 아토피 특화학교인 상곡초

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월 1회 방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아토피 힐링센터와 아토

피 마을은 금산군청에서 직접 관리 운

영한다. 

성남시는 아토피 없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전문

의료기관과 협약해  관내 초등학교 대

상 아토피 정밀검진 등 어린이 아토피 

예방관리, 아토피 가족 주말 숲 치유

프로그램, 아토피관리 전문생활인 육

성을 위한 아토피 생활환경지도자 양

성 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1-729-3172

아토피(환경성질환) 힐링센터 입주
금산군에 조성… 아토피 중증질환자 장기치유

▲미래센터 내 반신욕 및 수소치료 시설 ▲학교 내 족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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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보안내 단말기, 55곳 정류장에 추가 설치

성남시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 연장
올 6월 말 현재 수급자 2만1,715명… 최저생활·자립자활 도와

성남시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

일까지로 두 달 연장했다. 제도를 몰라 복지사각지

대 속 신청 누락자가 있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

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

는 제도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7월 처음 시행

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

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맞춤형급여는 지난해보다 4% 인상돼 4인 가

족 기준 439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 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 원,  주

거급여는 43%인 188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19

만 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존재 등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나 중

지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

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을 받

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37명), 복지

통장(1,238명), 복지위원(123명)과 협력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

을 지속한다. 

시는 앞선 6월 1일~7월 30일 맞춤형 급여 집중 신

청 기간에 425가구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는 1만4,736가구의 2만1,715명이다. 시는 이

들에게 맞춤형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과 자립자활

을 돕고 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31-729-2894

성남시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연말까지 55곳 

정류장에 추가 설치된다. 

성남시는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7월 20일부터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추가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단말기 설치 뒤에 승강장이 생겨 활용이 불편했던 

중원구청 사거리 앞 등 12곳 정류장의 버스정보안

내 단말기는 승강장 거치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내 981곳 버스 정류장 가

운데 68%인 670곳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설치

될 예정이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있는 정류장에선 버스 도

착 소요 시간과 실시간 버스 위치, 막차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성남시는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우

려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615곳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했다. 

시는 버스 이용자 수, 경유 노선 수 등을 종합 검

토해 매년 순차적으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추

가 설치, 2020년까지 모든 정류장으로 확대할 계

획이다.  

첨단교통과 첨단교통팀 031-729-2473

알아두면 좋아요

재산세(주택,토지분) 납부의 달 

주택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2016.	

6.1.	기준)는	9월	16~30일	2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분)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

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ARS	031-

729-3650)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화로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납

부할	수	있다.	ARS(031-729-3650)로	통화연결	후	

안내멘트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10만	원	미만,	수수료	납세자	부담),	즉시

출금(수수료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세무과 : 수정구 031-729-5160~3 

중원구 031-729-6160~3 

분당구 031-729-7160~3, 729-7480~3 

성남시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031-729-2721∼2

제7회 성남시 사회조사 실시

8월	29일~9월	12일(15일간)	성남시	1,600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

로	시민의	생활과	생활만족도를	조사한다.	조사

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성남시민의	주관적	관

심사항	47개	항목을	면접	조사한다.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1~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성남시내에서	식품위생

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혹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다.	

시설개선	및	보수는	최대	5억	원,	운영자금은	3

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영업장	시설개선이

나	확충,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으로	

써야	한다.	경기도	시설개선자금	대출	취급	농협

은행(031-751-0161)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하

고,	시·구	담당부서에서	상담	후	신청서류를	제출

하면	된다.	

구 환경위생과 : 수정구 031-729-5313

중원구 031-729-6313, 분당구 031-729-7303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성남시 식품안전과 031-729-3122(식품제조가공업)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부과기

준일	6.30,	12.31)는	9월	13~30일	환경개선부담

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

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

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

부가능하다.

구 환경위생과 : 수정구 031-729-5282

중원구 031-729-6283, 분당구 031-729-7282

시정소식

❍ 기간 : 2016년 8월 ~ 연중

❍ 대상 :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일반시민

❍ 방법 : 오프라인 전화상담 운영(☎031-729-2661~2)

❍ 내용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법 적용 안내 

   •의문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교육자료, Q/A 자료 수집 및 게시(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관련 각종 자료 DB화

❍ 주관 : 성남시 감사관실

2016년 9.28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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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성남FC가 EA SPORTS™ FIFA 온라인 3(제작 일렉

트로닉 아츠/ 배급 넥슨, 이하 FIFA 온라인 3) 게이

머를 영입하며 e-sports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 

성남은 축구를 매개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강

력한 홍보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e-Sports 팬 

층을 기반으로 아시아 권역으로의 다양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구단 사무국 내 e-Sports 사업지원단

을 구성하고 FIFA 온라인 3 선수를 영입, 지원하기

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성남FC 구단발전위원회

(위원장 서해성 교수) 위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인기 글로벌 스포츠게임 ‘EA SPORTS™ FIFA 프랜

차이즈’를 계승한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인 FIFA 온

라인 3은 국내 1,200만 회원 수를 자랑하는 인기 축

구게임으로 대한민국 외에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

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권역

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돼 세계적으로 저변이 넓다. 

성남은 구단 소속 첫 번째 e-Sports 선수로 축구게

임 경력 10년차의 베테랑 김정민(28) 선수를 영입하

기로 확정했다. 

FIFA 온라인 3 유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김정민은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EA 

Champions Cup 2016 summer 대회에 국가대표

로 선발돼 결승전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어 국내외 e-Sports 팬 및 관계자들

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영입 계약으로 김정민은 FIFA 온라인 3 국내

외 경기 출전 시 성남FC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성

남FC로 팀을 지정(선수는 임의구성)해 출전하게 

되며 각종 인터뷰 및 언론 노출 시 구단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성남은 선수의 훈련과 공식 대

회 출전을 지원한다. 

현재 추가 영입 선수를 물색 중인 성남은 올 하

반기의 성과를 토대로 e-Sports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팀제 프로리그 출범 시 

리그 참가를 위한 e-Sports 팀 창단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e-sports 연계를 통해 새

로운 스폰서를 유치하고 신규 팬 층을 확보할 

계획이다. FIFA 온라인 3 배급사인 넥슨과는 다

양한 이벤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FC 031-708-4133, www.seongnamfc.com

축구 선수들의 독무대 탄천종합운동장의 초

록 잔디구장. 이곳을 성남FC와 전남의 전반

전 경기가 끝난 후 꽃분홍색의 티셔츠를 입

고 양손에는 태극기를 든 500명의 만 5세 아

이들과 100명의 선생님들이 뛰어나와 가득 

메웠다. 어린아이들에겐 뛰어도 뛰어도 운동

장은 넓고 크기만 하다. 한참을 달려 자기 자

리에 서고 신해철의 ‘그대에게’ 노래에 맞춰 

연습한 동작을 놓칠세라 선생님과 눈을 맞춰

가며 열심히 따라한다. 초록 구장에 분홍 채

송화가 만개한 듯하다. 전광판에는 성남시 

67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대한민국 

응원 사진영상도 함께했다. 

지난 8월 10일 성남FC 홈경기에서 국공립어

린이집 원아와 교사 600명이 ‘힘내라! 대한

민국’이라는 주제로 태극기 플래시몹을 선보

였다. 올해 71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성남FC 선수들과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대

한민국 대표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마련한 행사다. 응원하

는 플래시몹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건

전한 응원 문화도 배우고 소중한 추억도 만

들 수 있는 행사기도 하다.  

카메라 렌즈에 한 번에 담기 버거울 만큼 많

은 아이들이 생전 처음 밟아 봤을 넓디넓은 

운동장에서 아무 탈 없이 행사를 치러낸 것

이 대견하다. 행사 준비에 앞섰던 부모님과 

선생님의 걱정은 그야말로 기우였다. 응원석

에 함께한 부모님도, 선생님도, 성남시민들도 

아이들의 태극기 물결에 잠시나마 맘이 뭉클

한 시간이 됐다.   

“자라나는 새싹 같은 아이들에게 광복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나라와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 주고 싶다. 또 어린아이들이 

큰 무대에 서보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

게 해주고 싶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는 안

기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의 바람이 다 

이뤄진 것 같다. 

이날 성남은 태극기의 물결에 보답이라도 

하듯 전남과의 경기를 2대 0 승리로 이끌었

다. 이 응원 영상은 유튜브((https://youtu.be/

HaKB2jVFY18)에서 볼 수 있다.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2월 서포터

즈 발대식에 이어 6월 성남FC와 업무협약을 

맺고 ‘까오야 놀자’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힘내라! 대한민국’ 태극기 플래시몹

국공립어린이집, 1천여 개 태극기에 광복의 의미와 선수들 응원 담아

성남FC, e-Sports 시장 진출

EA SPORTS™ FIFA 온라인 3 선수 영입

2016 K리그 클래식

9월 성남FC 경기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장소

8.27(토) 19:00 제주 성남 제주월드컵경기장

9.10(토) 16:00 성남 수원 탄천종합운동장

9.17(토) 14:00 성남 수원FC 탄천종합운동장

9.21(수) 19:30 울산 성남 울산문수축구경기장

9.24(토) 14:00 전북 성남 전주월드컵경기장

정규리그 순위 

순위 구단명 경기 승점 승 무 패 득점

5 성남	FC 27 38 10 8 9 41

(2016. 8. 22 기준)

▲축구게임 경력 10년차 e-sports 김정민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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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독서의 달

멋져요! 한 권 더 자란 당신
9월 독서의 달, 성남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와 함께 폭염으로 지친 여름은 잊고 

살랑거리는 바람결에 가을을 느끼며 풍요로운 날들을 맞길 바란다. 

구미도서관 
http://gm.snlib.go.kr, 031-729-4695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전시

원화전시회	‘용돈	주세요’ 9.3(토)~9.29(목)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청소년	진로	도서	전시 9.3(토)~9.29(목)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영화 영화상영	‘쿰바’	
9.10(토)	

14:00~15:30
유아	동반	보호자	

1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인형극
영어인형극	

‘별이	된	엄마와	오누이’	
9.22(목)	

16:00~17:00
유아	동반	보호자	

120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9월	중

분당도서관 
http://bd.snlib.go.kr, 031-729-4663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강연
‘초등	인문독서의	기적’	

임성미	저자	자녀교육	특강
9.29(목)

10:00-12:00
학부모	150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8.29(월)	10:00~

전시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원화	전시
9.1(목)~9.30(금) 일반시민 자유관람

공연

‘샌드아트	공연’	-	동물의	세계
특별	공연

9.23(금)
16:00~17:00

유아	및	보호자	
170명

당일	선착순	입장

‘느티나무	할아버지와	아이들’
동극	공연

9.30(금)
10:30~11:30

유아	및	보호자	
170명

당일	선착순	입장

행사
‘잠자는	책에	생명을~’
도서교환의	날	행사

9.28(수)
15:00~17:00

일반시민 당일	참여

체험
강좌

브렉시트,		
도대체	그게	뭐지? 9.25(일)

10:00~12:00

초등	1~2	
20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8.29(월)	10:30~

지구촌	문화산책:	신화이야기
초등	3~4	

15명

		아는	만큼	보인다,	브렉시트
9.25(일)

13:00~15:00

초등	3~5	
20명

지구촌	문화산책:	음악이야기
초등	1~2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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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강좌	·
강연

‘생각의	근육	하브루타’
김금선	작가	강연

9.30(금)
19:00~21:00

학부모,	
교육기관	교사	등	

50명

8.26(금)	10:00~
홈페이지

인문독서	아카데미

9.22(목)∼
10.20(목)

매주	목요일
19:00∼21:00

고등학생
50명	이내

9.1(화)	10:00∼
홈페이지

행사

열린	도서	교환전
9.22(목)

10:00∼17:00
시민	누구나

현장참여
1:1	맞교환

‘미켈란젤로	아저씨네	공작실‘
책	속	등장인물에게	편지쓰기

9.1(목)∼9.30(금) 초중고	및	성인

홈페이지	게재	및
이메일

(kyky5630@isdc.
co.kr)

각	자료실	편지함

공모 제15회	독서장려	표어	공모전
8.26(금)∼9.23(금)

10:00~
초등학생	이상
성남시민

이메일
(sjy0401@isdc.co.kr)	

및	팩스
(031-745-9922)

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가을	풍경	꾸미기
(독서미술	특강)

9.28(수)
15:00~16:30

초등	1~2	12명

9.13(화)	10:00~		
홈페이지

나만의	책상자
(골판지공예	체험	특강)

9.28(수)
16:30~18:00

초등	3~5	12명

책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
(이벤트)

9.28(수)
16:00~18:00

성인	30명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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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강좌

이임숙	저자	강연
‘공부습관이	달라지는	엄마의	말’

9.22(목)
10:00~12:00

성남시민
(성인)	30명

9.8(목)	10:00~
선착순	온라인	접수

‘책愛서	놀자’	
냅킨아트	가방만들기	

9.24(토)
10:00~12:00

초등1~3학년
15명

포토샵으로	표현하는

‘팝아트	에코보틀’	

9.24(토)

14:00~16:30

초등4~6학년

15명

도서교환 열린	도서	교환전
9.20(화)~9.21(수)
10:00~17:00

시민	누구나
현장참여
1:1	맞교환

공연
책과	이야기가	있는	마술쇼

‘매직북’
9.24(토)

10:30~11:20
어린이&부모

누구나
당일	선착순	입장

체험

행복놀이	문화교실
9.10(토)~12.3(토)
15:00~17:00

성남시
특수학급	학생

	8.29(월)	10:00~마감시
선착순	온라인	및
방문접수(홈페이지)

엄마랑	책이랑
9.5(월)~12.8(목)
10:20~11:10

성남시
유아&부모	7가족

당일	선착순	참여

행복	나눔	장터
9.28(수)

15:00~18:00
어린이	회원

독서통장	
마일리지	차감

‘동화	속	주인공이	내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9.28(수)
15:00~18:00

지역	어린이
누구나

당일	선착순

판교도서관 
http://pg.snlib.go.kr, 031-729-4583

 행사명 일자 대상 접수방법

전시 원화	전시	‘고양이	학교’	 8.31(수)~9.23(금)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공연 특별공연	‘매직	그림자	쇼’
9.8(목)

16:00~17:00
유아	및	보호자	

152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9.5(월)	10:30~

영화 영화	상영	‘인사이드	아웃’
9.10(토)

14:00~16:00
도서관	이용자

152명
당일	선착순	입장

체험
강좌

캘리그라피	석고	방향제
9.20(화)

16:00~18:00
초등	3~5	
20명

온라인	선착순	접수
9.9(금)	10:30~

동물	컵	케이크	파티세
9.24(토)

13:00~15:00
초등	1~3	
20명

덩더쿵~	
여우랑	신나는	책놀이

A반 9.24(토)
13:00~15:00

6~7세	30명
B반

블링블링	목걸이	디자인
9.28(수)

13:30~15:30
어린이	50명 당일	선착순	참여



가을이 주는 또 하나의 보너스

성남시	율동공원	안에	위치한	성남문화재단	책테마파크가	2006년	개관	이래	처

음으로	개설한	전문적	<문학	아카데미>에서	후반기(9.1~11.30)	회원을	모집한다.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성남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후원으로	개설되

는	<문학	아카데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뉜다.	청소년부는	시창작+글쓰기

개론,	일반부는	시창작,	소설창작+수필창작	두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정원은	각	

부문	30명이다.	10회	이상	수강	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수료증이	발

급된다.	

부대행사로	김용택	시인의	특별강연과	시낭송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작가·시인·

수필가가	되길	희망하는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참여	부탁드린다.	

문의 및 접수 : 책테마파크 031-708-3588

성남	수정	지역의	옛	지명	유래와	전통을	알	수	있는	‘제14회	수정숯골	축제’가	오는	9월	10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성남초등학교	운동장(태평동	소재)에서	열린다.	수정숯골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전철원)

가	주최하며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길놀이	농악,	시립국악단	공연,	다문화어린이	합창공연,	수정구	관내	17개	동별	대표공연	‘우리	

동네	슈퍼스타	경연’,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등	주민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진다.	1부는	주민자치센터	작

품발표를,	2부는	우리	동네	슈퍼스타	경연을	진행한다.

수정구여성합창단과	수정구상인연합회	라인댄스팀이	가을	하늘	아래	한껏	축제의	흥을	북돋우고	부대행사

로	미니축구,	강강술래	등	대동놀이로	주민	화합의	자리를	만든다.	금잔디	등	인기가수도	출연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에는	수정구상인연합회	홍보부스,	숯금줄	소원적기	등	숯	관련	전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우수	작

품	전시,	솜사탕·추억의	간식거리(달고나)	등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들이	

숯골	지명의	유래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숯골’을	주제로	한	어린이	글짓기	

대회도	개최한다.	 수정구 가정복지과 문화체육팀 031-729-5271 

█ 주요행사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09:30~10:00 식전공연 •길놀이,	시립국악단	공연

10:00~10:30 개	막	식 •개막식

10:30~11:00 식후공연 •코리아주니어빅밴드	공연,	가천대	태권도	시범

11:00~15:00 	경연대회

•주민센터	작품발표회(8팀	참여)

13:00~15:00
어린이	

글짓기대회

•미니축구	승부차기,	어린이집	연합회	공연,	다문화어린이	합창단,	논골도서관	카드섹션

•우리	동네	슈퍼스타(9팀	참여)

•수정구	상인연합회	라인댄스,	수정구여성합창단,	인기	가수,	경품추첨

15:00~15:30 대동놀이 •강강술래

15:30~16:00 폐	회	식	 •경연대회	및	어린이	글짓기	시상,	폐회사

16:00~16:30 경품추첨 •다수의	경품	추첨

제14회 수정 숯골축제 개최  9월 10일 성남초교 운동장서

책테마파크 후반기 <문학 아카데미>  김용택 시인 특별강연

<9.1~11.30 문학 아카데미> 

•일반부 - 시창작	:	금요일	10:30~12:00(첫	강의	9월	2일)

			강사	:	허형만(시인,	국립	목포대	명예교수)

•일반부 - 소설창작 + 수필창작	:	화요일	10:30~12:00(첫	강의	9월	6일)

			강사	:	박덕규(작가,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청소년부 - 시창작 + 글쓰기개론	:	화요일	18:00~20:30(첫	강의	9월	6일)

			강사	:	박준(시인,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저자)

•수강료	:	3개월(12회	강의)	10만	원(대학노트,	필기구	무료	제공)

			성남사랑상품권도	사용	가능.	단,	현장(책테마파크)에서	접수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책테마파크	방문	접수(마감	시까지)

<특별강연> 

•김용택	시인	“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

•9.9(금)	오후	4시~오후	5시	30분,	책테마파크	북카페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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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청소년 거리 공연으로 하나 되는 

상권활성화 촉진 공간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

관은 8월 12일 종합시장(신흥역)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과 ‘상권활

성화’를 위한 친친유희·샛고개이음제

를 열었다. 샛고개는 신흥3동 옛 지명

이다. 

신흥종합상가 상인회, 성남중앙지하

도상가 상인회와 성남시상권활성화재

단이 손잡고 문화 거리 공연으로 청소

년들의 유입을 통한 상권활성화를 촉

진코자 함께했다. 

이날 참가 신청한 댄스·보컬팀의 끼 

충만한 볼거리와 광대인 마린보이의 

코믹 서커스, YJY 마샬아츠 퍼포먼스

팀 등 총 8팀이 공연을 선보였다. 성

남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전문공연팀이 

아닌 개인과 동아리 중심의 유쾌하고 

건강한 놀이문화 한마당이다.

친친유희는 예술과 야외 거리 공연을 

매개로 지역 내 건전한 공연문화를 꾀

하고 또래 청소년 및 어른들과 공감대 

형성으로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여는 역할이 목적이다. 

수정청소년수련관 문화기획단에서 활

동하는 김다형(17·성남여고) 양은 “직

접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 설치와 음향

을 다루는 일이 재미있어요. 준비할 

때는 힘들지만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

리 되면 뿌듯해요”라고 했다. 

노유림(16·수진중) 양은 “춤이 좋아서 

학교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무

대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로 환호

해 주고 칭찬도 받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라며 웃었다. 

오명록 수정청소년수련관장은 “프로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을 보여 주는 청

소년들의 공연을 볼 때마다 너무 예

쁘다”며 “매주 거리 공연 축제를 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벤트로 관객들에게 경품으로 지급

되는 상품권은 안내된 종합시장 내 

상점에서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친친유희는 8~10월 2,4째 주 금요일 

오후 5~7시에 계속 진행된다.

상권 활성화에도 참여하고 격식 있는 

공연장을 벗어나 도심의 거리 무대에

서 맛볼 수 있는 핫한 감성 매력에도 

빠져 보자! 

공연문의: 수정청소년수련관 031-729-9253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성남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7월 

19~2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한 

2016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

회에서 전국 1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

등을 수상했다. 

이날 비전성남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

과 쌍방향 소통하는 만사형통(萬事亨

通) 비전성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

행,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

상’에 선정됐다.

비전성남 기자단은 “그동안의 열정을 

보상받은 것 같아 정말 기쁘다. 앞으

로도 이 열정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

들에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

을 전했다.

<비전성남>은 1994년 1월 ‘까치소리’

로 출발해 1997년 ‘시정소식’으로, 그

리고 2000년 3월 시민 공모를 통해 

‘비전성남’으로 제호를 변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부터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 확

대를 위해 시민기자단 운영, 시민기

자단이 제작에 참여해, 시정소식을 

읽기 쉽고 재미있게 시민들에게 전하

고 있다. 

현재 15명의 비전성남 기자단은 매월 

편집기획회의를 통해 편집방향에 따

른 지면계획과 취재 소스에 관한 진지

한 토의를 거쳐 취재기사를 선정하고, 

꼼꼼한 취재로 생동감 있는 기사를 출

고한다. 

타블로이드판 컬러 24면으로 제작되

는 <비전성남>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기자들의 취재기사, 청소년, 일자리, 

문화, 건강 그리고 시민 참여 코너인 

독자마당, 독자포토와 오피니언 등 재

미있는 볼거리로 꾸며진다. 

매월 25일, 15만부를 발행하는 <비전

성남>은 월간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인터넷을 적극 활용,  지면과 별도

로 인터넷과 SNS 시대에 걸맞게 모바

일과 인터넷 비전성남 등 온·오프라인

을 통해 시민들과 매일 소통하며 공감

한다. 모바일 비전성남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됐다. 또 <비전성남> 

지면에 QR코드를 삽입해, 미처 지면

에 싣지 못한 동영상이나 사진, 홈페

이지 연결 등을 통해 추가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현재 <비전성남>은 성남 전체 39만4천

여 가구 중 38% 가구가 정기 구독한다. 

우편발송 7만부, 통장을 통해 7만부가 

희망가구로 배달되고, 나머지 1만부는 

도서관·수련관·경로당·농협·우체국 등 

다중민원장소에 집중 비치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한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은 “성남시민 만

사형통의 키는 비전성남이 책임진다

는 각오로 시민기자들과 함께 비주얼

한 편집과 과감하고 다양한 발행형

태, 알찬 정보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소식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

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창의적이고 효과적

인 행정업무 추진 우수사례들을 발굴, 

공유�확산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

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친(親)친(親)유희, 샛고개이음제… 
10월까지 종합시장서 열려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소통하는 <비전성남> 

2016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시민으로 구성된 비전성남 기자단

▲8월 12일 종합시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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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남인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휴대폰 없이 신

나게 놀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좋아하는 악기를 신나게 연주하고 즐

겁게 재능 나눔을 실천한다.  

1995년 10여 명의 청소년과 가야금 

연주가 정길선 선생이 창단한 관현악

단은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

회 등 재능기부와 정기연주회를 통해 

서서히 성장했다. 

지난 2월, 국악관현악단은 성남시립국

악단 상임단원인 타악 연주가 강대현 

선생이 제2대 단장으로 취임하고 대금 

연주가 봉용섭 선생이 예술감독 겸 지

휘를 맡으면서 새롭게 구성됐다. 지도

강사를 영입하고 단원 수도 늘렸다. 

강 선생과 봉 선생은 “국악수업을 하는 

초등학교는 많지만 중·고등학교 수업

은 특수학교에서만 가능하다. 대부분 

힘들게 배운 국악기를 포기한다. 매우 

안타깝다. 국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국악의 꿈을 꾸고 마음껏 연

주하고 배우면서 우리 음악을 계승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  

현재 단원은 총 35명이다. 국악수업

이 있는 경기도(성남·수원·용인·군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통해 모집했다. 그 중 30여 명이 성남

시 청소년이다.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은 8월 14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

터에서 ‘몽몽(夢蒙)이와 놀다’라는 주

제로 제18회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가

야금·아쟁·피리·해금·대금·소금·타악

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의 연주는 깊고 

웅장했다. 한여름, 더위를 잊고 연습

한 대가다.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 국

악기 앞에서는 의젓하고 진지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단원들이 더욱 성

장했다는 봉용섭 지휘자는 “우리 아이

들 성품이 좋다. 견딜 줄 알고 배려하고 

화합하며 국악으로 소통한다. 저마다의 

꿈을 키워 훗날 국악계를 이끌어가고,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서 공연한다면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이라며 웃는다. 

강대현 단장은 “국악은 우리의 삶과 

정서가 묻어 있고 정신이 깊게 배어 

있는 우리 음악이다. 장르가 다른 음

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엔 우리의 

리듬, 우리의 고유성이 있다. 국악은 

옛것도, 과거의 음악도 아니다. 현재 

우리 삶속에 숨 쉬고 누구나 쉽게 접

할 수 있는 음악”이라며  “세계는 지

금 코리아뮤직을 외친다. 여러 장르

의 음악 중 국악에 관심을 갖는 건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감성들이 남

다르며 그것은 역사와 문화가 깃든 우

리의 민족성”이라고 말한다. 

해금을 연주하는 단원 손하영(18) 양

은 “국악기에는 서양악기에서 느낄 

수 없는 절절한 한의 소리가 있다. 연

주가 쉽진 않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

딜 수 있는 건 국악의 묘한 매력과 희

열 때문이다”라고 한다.  

전통을 지키면서 틀에 억매지 않고 다

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기며 맥을 잇는 

데 이바지하는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

단! 오는 9월 1일(목) 오후 8시 성남아

트센터 콘서트홀, 성남시립국악단 기

획연주회 ‘성남풍류(風流)’에서 성남의 

예술가들과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8월 14일 제18회 정기연주회 모습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가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요집회 참석과 나눔의집 전시관과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아

팠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봄(수진중 2) 

양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 

느낀 것과 배운 것을 참가 학생과 학

부모들에게 이야기했다. 

지난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시청을 출발한 버스는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처

음으로 피해 증언을 한 날(8월 14일)

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

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

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역사기행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피켓을 들고 수요집

회에 참가했다. 

수요집회 현장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우

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법적 사죄·배

상해야 끝이 날 것”이라며 “소녀상은 

국민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는 물론 한국 정부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집회 참여 후 나눔의집에 도착, 전시

관을 돌아본 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들을 만났다. 할머니들은 “열심히 공

부해라”며 손주, 손녀들을 한 명씩 꼭 

안아주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신청해서 동생과 역사기행

에 참여한 강채의(성남서중 3) 군은 

“일제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수요집회 

때엔 온몸에 피가 끌었고, 나눔의집에 

도착하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하루라고 말했다. 

정성희(45·성남동) 씨는 아이와 처음 집

회에 참여, “이 많은 학생들이 이 땡볕

에 정부나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할머

니들을 계속 지켜 주려고 11월 28일 협

상 무효와 사죄와 배상이 필요함을 평

화집회를 통해 계속 알리려고 하는 것

이 뭉클했다. 동시에 그동안 숙제로만 

생각하고 참여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면

서 계속해서 참여해야겠다고 말했다.  

7월 23일 창립2주년을 맞은 성남창의

교육시민포럼(상임대표 이점표)은 성남

의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과 토론

을 나누는 시민포럼으로 다양한 공개강

좌, 인문학모임, 시민역사학교, 역사기

행 등 다양한 학교 밖 학교를 만들고 성

남의 창의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책에

서 배우는 역사, 자기가 직접 가서 배

우는 역사는 천양지판이기 때문에 말

로 하고 글로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

접 느껴야 오래 간다. 자기가 지켜야 

할 것, 자기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를 직접 느끼게 해 주는 역사기행은 우

리 아이들의 생각을 한 뼘 더 성장시키

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

신나게 놀며 즐기는 전통街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몽몽(夢蒙)이와 놀다’

성남창의교육포럼 

‘자녀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수요집회, 광주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의 만남  

역사의 현장을 가다

조여일 기자 dudlfdk@hanmail.net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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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유석 의장을 필두로 다양한 현장으

로 달려가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연

일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특히 김 의장은 물론 부의장, 각 상

임위원회 위원장, 양당 교섭단체 대

표 등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적극적으

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의장

단은 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출범 후 

관내 3개 경찰서와 2개 소방서, 성남

문화원, 성남교육지원청,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

청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며 소관업

무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이 갖고 있는 여러 건의사항을 청취하

는 한편 의원들이 발전적 제안을 내놓

기도 해 연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

속됐다.  

김유석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 의장

단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관내 다

양한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

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그런가 하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

체 운영을 앞두고 의원들의 활동도 점

점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8월 3일에

는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해  ‘성남시의

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관련 심사위원 

위촉식과 회의가 연이어 진행됐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

리들 스스로 역량 강화를 해야만 한

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을 펼치고자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겠

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다양한 의원연

구단체를 구성해 생산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의장단은 행정 

분야별 소관업무 보고회 등을 꾸준히 

진행하며 관내 행정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관계 공

무원과 추진 중인 사업 현장을 찾아가

는 등 대내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김유석 의장은 “7대 후반기 성남시의

회 출범과 함께 우리 의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 곁에 달려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

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라는 슬

로건처럼  오직 시민 여러분만을 바라

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시의회 소식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깝죠”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출범 후 연일 바쁜 일정 계속돼

의장단 필두로

모든 의원들 현장

소통 행보 계속

연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쳐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기관방문 중 성남소방서 간담회 후 기념촬영

▲연일 각 기관을 방문해 소관업무 청취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의장단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더불어 유익하고 함께하는

상생의회

공의로운 의정을 펼치는

맑은의회
시민의 마음이 나타나는

소통의회

시민의 민생을 실천하는

현장의회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성남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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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소식

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의 선진 의정

활동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타 지

방자치단체 의회의 성남시의회 방문

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10일, 멀리 대구에서 수성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성남

시의회를 찾았다. 

의정활동 방향과 문화복지위원회의 

현장형 의정활동을 고루 살펴보고, 

김유석 의장 및 의장단과 함께 면담도 

실시했다. 

특히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의장단을 비

롯해 문화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

는 등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도입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후문. 

수성구 의원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우리 수성구 문화복지위원회를 환대

해주고, 성남시의회의 모토와 의정방

침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전해줘 

무척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뒤이어 “의장단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성남시의회가 왜 선진의

회로 손꼽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복귀 후 

모든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깊이 논

의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다. 바로 다음날인 8월 11

일에는 경상남도 진주시의회의 운영

위원회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을 둘러봤다.

이때도 김유석 의장과 의장단이 직접 

나서서 본회의장을 비롯한 시설과 올

해 초 개관한 홍보관 등을 고루 안내

했다. 그후 의정활동 사항을 청취하

고 간담회가 진행되는 등 긴 시간 견

학을 이어갔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등 전국 기초의회 최초라는 타

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의회

로부터 타 시·군의회와 비교되는 차

별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견학 소감을 밝혔다. 

김유석 의장은 “성남시의회가 여러 

기초의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33명의 의원 모두가 늘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

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33명의 의원들은 늘 타 시·군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이번처럼 

추후 의회를 방문하는 다양한 기관 방

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방문객

들을 환영할 계획이다. 김유석 의장

은 성남시의회  모범사례를 각 곳에 

전파하는 데 의장단이 적극 앞장서겠

다고 말했다.  

열린 시의회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 8월 8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제221회 임시

회를 앞두고 시민안전과 체육분야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부터 체육과 교육 분야가 행정교육

체육위원회 소관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 분야 주요현안

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설 현장 및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

장 조성 예정지를 방문한 것이다.

폭염 속 갑작스런 천둥번개와 폭우가 계속되었음에도 모든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방문에 임했다는 후문. 차 안에

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서로 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 계속됐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원들은 “시민의 여가생활과 밀접하

게 관련돼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

가 됐다”면서 “향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심사 등에 많

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선진 의정활동 배우러 왔죠”

▲성남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진행 중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이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업무 청취 및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의장단은 멀리서 방문한 경상남도 진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설 및 
   의정활동 노하우 등을 전했다.

타 시·군의회, 성남시의회 비교견학 방문 이어져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활발히 펼쳐져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폭염 및 폭우 속에도 적극적 의정활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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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성남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	2016.	8.	1부터	반경	10m	이내	흡연금지,	금연구역	단계별	

추가	확대	예정

•	4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2016.12.1(목)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	2017.	1월	2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2018.	1월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가능

각 보건소 건강증진팀 : 수정구 031-729-3887 

중원구 031-729-3918, 분당구 031-729-3974

치매 조기검진 무료 실시

•	기간	:	2016년	8∼12월(월∼금요일	09:00∼17:30)

•	대상	:	만	75세	진입군(1941년생)	및	75세	이상	홀몸노인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검사비	:	무료	

•	사전예약	:	필요	없음(※검사결과	인지	저하자는	협약병

원에	무료	정밀검진	의뢰)	

•	검사장소	및	문의	

각 보건소 치매상담실 : 수정구 031-729-3879

중원구 031-729-3947, 분당구 031-729-4053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치매검진팀 031-739-3011

폐의약품, 약국으로 가져 오세요

•	폐의약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	먹다	남은	약은	동네약국으로	가져	오세요.	

•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소각	처리됩니다.	

각 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수정구 031-729-3875 

중원구 031-729-3932, 분당구 031-729-3994

고혈압·고지혈증, 당뇨 건강교실 운영

•	일정	:	9∼11월(월	10:00~11:00,	목	14:00~15:00)

•	장소	:	분당구보건소	3층	교육실

•	대상	:	고혈압·고지혈증,	당뇨	치료	중이거나	유소견자	및	

가족	30명

•	신청	:	전화	및	방문	접수

분당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센터 031-729-4010

건강교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7만6,611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26만7,692명)의 28.6%에 

해당되며, 암이 우리나라 제1의 사망원인임

을 제시해 주고 있다. 

남성의 사망원인 중 흔한 암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의 순이며, 여성은 폐

암, 대장암, 위암, 간암, 췌장암 순이었다. 

또한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

하면 국가 암 발생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연간 약 8%씩 암 발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암을 평상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중요

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또 있을까 하는 생각

이 든다.  

모든 암의 약 80~90%는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환

경요인 개선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 발

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금연, 예방접종, 운

동 등)으로 막을 수 있고, 3분의 1은 암을 일

찍 발견해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으

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좋

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

을까? 국립암센터가 제시한 암 예방을 위한 

국민 암 예방 수칙 열 가지를 숙지하고 생활

화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예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

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

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

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를, 간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성인 고위험군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진된 자)

에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 태

아단백검사를 한다. 

대장암의 경우 만50세 남녀를 대상으로 1년

마다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소

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

사를, 유방암의 경우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

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여성의 경우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

다. 최소한 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민 암 예방 수칙 열 가지는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생활습

관이다. 평상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는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상주하며,	직업병	및	일반질환	상담,	작업환경	상담	외에도	

금연·운동·식이습관·절주·스트레스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학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www.gdwhc.or.kr, 031-739-9301 

구 정 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암 예방 수칙

건강칼럼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둘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셋째,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넷째,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다섯째,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여섯째,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일곱째,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여덟째,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아홉째,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열째,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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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생태도시 성남

지난	3월	대학에	입학한	딸이	39만	원짜리	영어	CD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실로	찾아온	영업사원에게	CD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왔다고	합니

다.	곧	바로	전화로	반품의사를	밝히고	상품을	포장해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

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업체에서는	무조건	상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상품	대금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1998년생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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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정철	카피라이터

삼천갑자 동박삭이 끌려간 탄천의 물 이야기

상품 반환 확인할 수 없는 

미성년자 계약 취소

소비자 Q & A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2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권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해당 계약

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취소요청은 나중에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 취소 

시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안에서 반환 또는 상환하면 됩니

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상품 반품의 입증책임에 대한 분쟁소지는 있지만, 

해당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잘못된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가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건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상품 대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아니다. 별똥별은 별이 아니라 벌이다. 

하늘이 별에게 내린 벌이다. 

달은 한 달 내내 변신하지만 별은 늘 그 모습. 

달은 밤새 쉬지 않고 움직이지만 별은 늘 그 자리. 

그래서 별은 벌을 받는다. 

추락이라는 아픈 벌을 받는다. 

늘 그 모습 그 자리. 

추락 1순위.

별똥별도 별일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Tha 

les)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 했다. 

인간의 신체는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돼 있는데, 인체에서 물은 물질

대사에서 생긴 노폐물을 용해시켜 체

외로 배출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체내

의 갑작스런 온도를 막아 주는 등 여

러 가지 기능을 한다. 

또한 물은 순환과정을 통해 지구 표면

의 육지나 섬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

시켜 왔으며, 지구상의 기후 변화를 

좌우해 왔다. 이렇듯 인류의 생활과 

물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물을 잘 이용하고자 하는 인

류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으

며, 물에 관련된 민속신앙과 설화·신

화가 많이 나온 것도 당연한 일로 생

각된다. 

성남을 관통해 흘러가는 탄천에도 옥

황상제가 보낸 저승사자를 피해 삼천

갑자를 산 동박삭이 검은 숯을 희게 

하려고 숯을 씻고 있다는 저승사자에

게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숯을 씻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실토하는 바람

에 정체가 들통나 저승으로 잡혀갔다

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용인시에서 시작되는 탄천의 발원지 

이름은 수청동(水淸洞)으로 전래 지명

이 ‘물푸레골’이다. 얼마나 맑고 푸른 

물이 흘렀는지 그 이름이 전해준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용인 지역

의 난개발로 많은 생활하수가 유입되

고, 공사장 등에서 토사 등이 유입돼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2002년 5

월 환경부가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동식물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환

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주변 경

관과 수질이 호전됐다. 

성남시 수질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월 

탄천 10개 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

과, 탄천의 2급수 구간은 2011년에는 

아예 없었고 2015년은 3개 지점까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급수 구

간이 5개, 1급수 구간이 1개로 수질

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유입차단시설 설치 등 오염원 차

단 정책을 비롯해, 용인시와의 수질

개선협의체 활동을 통한 탄천 상류지

역 수질개선에 공을 들여 결실을 맺

은 것이다. 

성남시는 탄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시

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질환경교육

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지

원으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11월까지 

진행하는 ‘찾아가는 수질환경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

진다. 수질오염의 원인, 수질보호, 오

염방지 실천방법 등을 학생 스스로 찾

아 토론하는 방식이다. 수질오염 간

이측정도 하고, 탄천변을 정화시켜 

주는 토종 수생식물의 자리를 빼앗으

며 급증하는 외래 생태계 교란식물 제

거 체험도 한다. 또한 탄천에 살고 있

는 물속 생명체들도 알아보며 수질오

염을 줄이는 천연생활용품 만들기체

험으로 천연 비누·세제·치약 등을 만

들어본다. 

성남시의 수질 개선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돼 ‘수청동’이라는 탄천 발원지 

지명이 무색해지지 않고, 깨끗한 탄

천, 즐거운 탄천, 아름다운 탄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찾아가는 수질환경교육 신청문의 

성남환경운동연합 031-753-5515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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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초청 강연

회차 일 자 강의주제 강사 주요활동 

17강
9.8(목)

10:00~11:30
“나와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윤태영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학					력>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주요경력>

•대통령비서실	대변인(2003)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2005~2007)

•대통령비서실	대변인(2006~2007)

<주요저서>

•기록(2014)

•윤태영의	글쓰기	노트(2014)

•바보,	산을	옮기다(2015)	

18강
9.20(화)

10:00~11:30

“자연	속의
공존을	위한

지혜,	
산림과	인간
(가제)”

박병권
(원광
디지털
대학교
교수)

<학					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박사

<주요경력>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	교수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	

•환경도시생태연구소	소장

<주요방송>

•MBC	<느낌표>	출연(2004~2007)

•SBS	<물은	생명이다>	

•SBS	(TV동물농장>	너구리	박사	출연

<주요저서>

•자연,	뒤집어보는	재미(2009)

9월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교육일정 장소 대상 참여방법 문의

자연
관찰
학교

9~10월
매주	목요일
15:30~17:00

판교생태
학습원

9~11세
어린이

홈페이지		사전접수
(전화접수	불가)	

031-8016-
0100

자연
창의
교실

수요일
15:30~17:00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친환경
공방
‘살림’

9월	20일	개강(예정)
매주	화요일(10회)
10:00~12:00

성인	남녀
※결석	없이
전	과정
참여할	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공지	참고)

시민
정원사
3기

2016년	8월~
2018년	11월
상시	활동

만	19세	이상	성인
※2년	이상,	

매주	4시간	이상
봉사활동	
가능한	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	공지	참고)
(전화접수	불가)

031-904-
9552

판교생태학습원 031-8016-0100, http://psh.snpark.net

기관 프로그램 일정 장소 대상 내용 접수 문의

수정

청소년

수련관

놀면서

배우는	캠핑

9.3	~	9.4

(1박2일)
수련관

초등	4~6

	30명

-	미디어활동(아이패드를	활용한	미디어)

-	체험활동(오리엔티어링,	핸드메이드	만들기,	요리체험)

			교육활동(캠핑	기본교육,	안전교육)

			※	참가비	1인당	1만	원	

8.13(토)~

방문	접수
031-729-9254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
9~12월

만	14세	이상

청소년

-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봉사활동

-	각	활동	목표를	정해	1주일에	1시간씩	12주	활동	및	기록

상시	접수 031-729-9258

중원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대축제	&	

청소년	어울림마당

9.10(토)

14:00~18:00
수련관

동아리	및	

지역주민
-	과학실험	등	분야별	동아리	체험부스운영	및	공연활동	 현장	참가 031-729-9359

생태와	친구	맺기 9.24	~	9.25
수련관

내·외

초등	4~6	

10가족

-	마을	생태환경에서	즐기는	미션	체험활동	

-	청소년	및	가족	무박캠프	
유선	문의 031-729-9358

서현

청소년

수련관

살아있는	

숲속의	도서관

9.10(토),	9.24(토)

10:00~15:00

수련관

내·외

초등학생	

40명

-	숲	미술,	숲	탐험	숲	놀이,	성남의	역사유적지	찾기	등	

			역사	생태	프로그램
8.23(화)~ 031-729-9436

토요체험교실
9.24(토)

10:00~12:00
수련관	

초등	3~6	

20명
-	유압	로봇	팔	만들기	등 홈페이지	공지 031-729-9455

정자

청소년

수련관

진로	-	STORY가	있는	

진로독서토론	
연중 신청학교 관내	중학교

-	독서를	활용한	나	자신	알기,	내	진로	찾기	

-	자유학기제	연계활동	수업	운영	

-	독서	동아리	연계활동	수업	운영	가능	

-	진로,	예술·체육,	자유활동으로	연계	가능	

-	최소	4회기~최대	12회기	운영		

-	1회	참가비	학급(그룹)당	9만5천	원	

연중 031-729-9541

판교

청소년

수련관

성남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9.	3(토)

14:00~18:00
수련관

앞마당
청소년	및	시민

-	청소년	체험부스	기획	및	운영,	공연,	놀이	등

청소년어울림마당	

홈페이지

(www.snzone.or.kr)

031-729-9659

재능나눔	

청소년	자유시장

9/10(토),	10/8(토),	11/12(토)

(매월	둘째	주	토요일)

-	청소년	봉사활동:	벼룩시장	운영	

-	청소년의	재능으로	여는	技(기)프트	시장	운영

-	판교25통	마을투어	및	판교25통	25마켓	‘열린작가,	야외작업실’	운영

상시	접수 031-729-9654

상담

복지

센터

1388

청소년전화

연중
상담복지

센터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	

-	대인관계,	부모-자녀관계	갈등	등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전화상담	및	정보제공

상시	접수

031-756-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	전문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지원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인턴십	및	진로자립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멘토	모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031-729-9151

바야흐로 청소년 시대!!(청소년재단,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9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성남시민 누구나 

• 장    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 인    원 : 선착순 600여 명 

• 문    의 :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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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2016 해외미술특별展 
<쓰촨發: LIVES AND 
WORKS IN SICHUAN>
일시	:	8.26(금)~10.16(일)	
장소	: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가격	:	성인·대학생	1만	원
								중·고생	7천	원,	초등	5천	원	
문의	:	031-783-8000

2016 소장품 주제 기획전2 
LOCOMOTION
일시	:	∼10.16(일)	10:00∼18: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상설전시장
가격	:	무료
문의	:	031-781-8141∼8

뮤지컬 <도리안 그레이>
일시	:	9.3(토)~10.29(토)	
								평일(월~금)	20:00/	
								토	14:00,	19: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9만	원,	A석	7만	원,	
								B석	5만	원	
문의	:	클립서비스	1577-3363

시립국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일시	:	9.1(목)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전석	무료
문의	:	031-729-4810

마뇰리아 창단 기념 음악회 
일시	:	9.2(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VIP석	5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학생	50%	할인)
문의	:	THE	DREAM	더드림	
								070-4148-9525

2016 명작 나들이 - 
가곡의 밤 콘서트
일시	:	9월	3일(토)	19:30	
장소	: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
문의	:	031-783-8000

4 5 6 7 8 9 10
(야외 무료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일시	:	9.3(토)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야외	이벤트광장
가격	:	무료	
문의	:	031-724-8370

(독립예술영화관) 
본 투 비 블루
일시	:	9.9(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4천	원
문의	:	031-783-80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IT'S DARK OUTSIDE 
밖은 지금 어두워요
일시	:	9.21(수)∼9.24(토)	20:00
								토	15:00,	19: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3만	원	
문의	:	031-783-8000

2016 마티네 콘서트 - 
시인의 사랑(9월)
일시	:	9.22(목)	11: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전석	2만5천	원(진행	김석훈)
문의	:	031-783-8000

달달한 음악으로의 초대
일시	:	9.23(금)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무료
문의	:	경기문화재단	031-703-2293

(큐브영화관) 
내 이름은 칸
일시 : 9.22(목) 19: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무료
문의	:	031-724-8370

25 26 27 28 29 30
2016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일시	:	9.30(금)	20:00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가격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문의	:	성남시립교향악단	
								031-729-4809

(독립예술영화관) 
오베라는 남자
일시	:	9.30(금)	19:30
장소	: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
가격	:	4천	원
문의	:	031-783-8000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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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공연·전시

미술작품 하나로 아틀리에를 내 품에
성남미술은행(SNAB) 아트 쉐어링 프로그램

쓰임새에 따라 분리하는 공간의 시

대가 지났다. 이제 무엇을 채우거

나 비우는 일은 문화적인 삶의 선택

이다. 공간이나 여백은 구성과 배

치에 따라, 가치관의 본질과 실상

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래서 개성 있는 공간을 꾸미기 위

한 예술적 감각이 각광받고 있다. 

공간디자인이나 공유 예술 작품으

로 소통과 단합을 시도하는 혁신적

인 문화 예술 복지 정책도 민·관 모

두에서 점점 확대 추세다. 

성남문화재단도 올해 7월부터 개성 

있는 공간을 원하는 일반인과 지역 

창작작가들의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성남미술은행(SNAB) 서

비스를 시작했다.

성남미술은행은 지역 예술작가들의 

가치 높은 작품을 공모하고 구매해 

활발한 창작활동을 응원함과 동시

에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이나 일반 

가정까지 확대 대여하는 성남형 아

트 쉐어링 프로그램이다. 

현재 회화부터 조각, 판화, 사진, 뉴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총 22점의 작

품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작품 가격

의 1.0~0.5%(월 기준)의 대여료로 

1개월 이상 일정기간 개인 소장이 

가능하다. 

매해 9월 작품 공모가 진행되며, 심

사가 끝나면 신소장품展을 통해 일

반에 전시, 공개된다. 

소장품의 목록과 크기, 대여료

는 성남미술은행 홈페이지(www.

snab.or.kr)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대여 수입은 성남시 관내 문

화복지기관 무상 대여 등 소외계층

의 문화향유를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성남문화재단 서경아 과장은 “앞으

로도 지속적이고 넓은 스펙트럼의 

공공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소장품을 확대해서 성남시민을 위

한 미술문화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

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

다”고 전했다. 

이 가을, 그림 한 점 가슴에 품고 예술

의 세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지…. 

성남미술은행(SNAB) 

www.snab.or.kr, 031-783-8143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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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미동에 있는 분당시니어클

럽. 지하철 무료 승차가 가능한 시니

어패스를 받은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물건을 배달하는 쌩쌩 지하철 

택배사무실이다. 

따르르릉!! 기다리던 전화벨 소리에 

함박미소를 짓는다. 

“네, 쌩쌩 지하철 택배입니다.” 

곧 이어 주문내역을 받아 거리비례 

요금을 산정해 배송자 어르신을 정하

고, 출발지·도착지 지도를 출력해 배

송하도록 도와 드린다. 

물건픽업은 어디에서 하고 지하철 몇 

호선 몇 번 출구, 버스는 몇 번 버스, 

승하차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세심

하게 안내하는 노인 일자리인 택배

관리 일을 한 지도 다섯 달째로 접어

든다. 

“더우신데 에어컨 켜시지요?” 

“아니에요. 자연 바람이 좋은데요.”

사무실 조명등이 꺼져 있으면 “환하

게 불 켜시지요? 눈에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자연채광도 밝은데요. 감

사합니다.” 

가끔씩 택배 사무실을 들러 챙겨 주

시는 관장님과의 대화다. 

관장님과 복지사 선생님들의 배려에

도 우리 어르신들께선 절약이 몸에 

배어 웬만하면 그냥 견디신다. 어려

운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린 원동력,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시다. 

우리 택배 대기 사무실에는 조를 편

성해 각자 배정된 요일에 어르신들이 

대기하시다가 주문전화 들어오는 대

로 배송 순번 지켜 어찌나 날렵하게 

출동하시는지…. 정말 대단하다. 

주 거래처 품목인 핸드폰, 케이크, 꽃

바구니, 서류 또 의류나 현수막 거래

처 사장님들은 모두 젊은 분들로 전화

로 목소리만 들어도 정감 있고 친절하

게 배송주문을 한다. 어르신들 사회활

동 일자리 참여에 협조해 주시는 분들

이니 늘 고맙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지하철 택배사업. 지하

철을 무료로 이용해 택배를 전달하니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급여가 올라간다. 소일거리도 되고 

많이 걷다 보니 건강도 따라오고 일

한 만큼 수입도 되니 늘 환한 모습 씩

씩한 어르신들이다. 

깜짝이벤트를 통해 감동을 선물하고 

싶을 때, 긴급하게 서류나 자료, 원서

를 제출할 때, 1:1 맞춤배송이 필요할 

때(파손 주의 물건, 소중한 물건) 당

일 배송과 예약 배송 가능한 노인 일

자리사업 지하철 택배를 불러주면 좋

겠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건강 지키

시고 활기찬 노후, 멋진 인생을 위해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은순
중원구 성남동

활기찬 노후를 
지하철과 함께

지난달 새로 산 TV가 고장이 났다.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 났다

는 사실에 짜증이 나서 AS를 신청했

다. AS를 신청하고도 한참 걸려 AS

기사가 와서 기분이 더 안 좋은 상태

였다.  

결국 수리를 위해 AS기사가 방문을 

했다. 현관문을 열고 덩치가 큰 기사

가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

게 웃음이 빵 터졌다. 그 기사의 양말 

때문이었다. 분홍색 양말에 곰돌이가 

엉덩이춤을 추고 있었다. 중년의 덩치 

큰 아저씨와 분홍 곰돌이 양말의 부조

화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 웃음을 본 기사의 쑥스러워하는 

말에 더 웃음이 지어졌다.

“양말이 좀 웃기죠? 사실 일부러 신

어요. AS를 신청한 댁을 방문하다 보

면 고객 분들이 고장 난 제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실 때가 많거든요. 이

렇게라도 양말 때문에 잠깐 웃으시면 

좋잖아요.”   

그러고 보니 처음에 짜증났던 마음이 

어느새 누그러졌다.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그분의 귀여운 배려에 TV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AS받은 느낌

이었다.

사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갑

질’ 하는 고객 때문에 힘들어하는 ‘을’

들의 고통이 엄청난 것 같다. 을들 중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 만난 AS기

사 분같이 센스 있는 배려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마음을 갖는다

면 그런 일은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짜증을 웃음으로 만들어 준 기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독 자 포 토

P H O T O

황희정
분당구 야탑동

귀여운 
양말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사

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

상)을	모집합니다.	2016년 9월 6일(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

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전			화	031-729-2076~8		

이메일	sn997@korea.kr

휴가 나온 거위 가족    	손원엽 분당구 분당동

율동공원	산책	중	만난	단란한	가족.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며	

가족을	보살피는	거위아빠를	보며	‘폭염을	피해	율동공원	호숫

가로	휴가	왔나?’	하고	잠시	상상해	보았답니다.

진퇴양난 - 야탑 애견 놀이터에서    	최용석 분당구 야탑동

집에서는	천하무적,	개구쟁이.	그러나	밖에서는	조금	덩치	큰	강아지를	만나면	깨갱

~~	바로	급	공손모드로	변신하는	우리	덕구.	아무래도	속성	호신술	도장에라도	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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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테나

건강약초과정 - 초급반
기간┃9.26(월)∼12.19(월)	매주	월요일	10:00∼12:00

장소┃을지대학교	뉴밀레니엄센터	605호

대상┃약초에	관심	있는	일반인,	수강료	20만	원

								(교재	및	실습비	별도)

강사┃<사람을	살리는	약초>	저자	조경남	교수

신청┃홈페이지(http://cec.eulji.ac.kr)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eu1004@eulji.ac.kr)	및	팩스(031-740-7296)	전송

을지대 평생교육원 031-740-7283

제2회 시민강좌 ‘함께하는 생명이야기’ 
일시┃8.30(화)∼10.6(목)	10:00∼11:30

장소┃분당구청	대회의실

내용┃ 자연과	지구의	존엄한	생명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이해

를	포함하는	시민강좌(무료)

								-		8.30(화)	생명이란	무엇인가	

								-		9.1(목)	별에서	온	나:	빅뱅에서	지구의	탄생까지	등

성남녹색소비자연대 031-704-7563, 성남환경운동연합 031-753-5515

성남시 독거노인복지주택 - 아리움 입주자 추가 모집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5년	이상	성남

시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	10명

신청┃ 8.25(목)~	신분증	지참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	제출

위치┃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45(성남동)	위치

성남시 노인복지과 031-729-3062

미소금융재단 정부 지원 서민맞춤형 대출
대상┃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5~6등급도	상담	가능)	

								지역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8만780원	미만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	위	자격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능

종류┃ 자영업자	:	창업자금	7천만	원	이내,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각	2천만	원	이내	연	4.5%(4회차	이상	정상납입	시	3.5%)

								국민임대주택거주자	:	월세	전환보증금	대출	2천만	원	이내

								연	2.5%	고정금리

상담┃ 09:30∼17:00

미소금융재단 경기성남지점 031-721-2104∼6

한양대학교-성남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제30기
일시┃ 9.6(화)∼12.27(화)	매주	화	19:00∼22:00

장소┃ 성남상공회의소	대회의실(3층)

자격┃ 공사기업체	사장,	임원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고위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40명	내외)

신청┃ 9.2(금)까지	접수	이메일(sansu@korcham.net),	팩스(031-

781-7758),	우편(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성남상공회의소	

CEO과정	사무국)

※	모집요강은	www.sncci.net	최고경영자과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성남상공회의소 031-781-7903, 701-6056 

은빛 아카데미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기간┃ 9.1(목)∼12월	중순까지

대상┃ 60세	이상	누구나

과목┃ 영어,	컴퓨터,	난타,	요가,	태권도,	에어로빅,	노래	등

접수┃ 8.17(수)∼8.31(수)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상대원1동복지회관 031-747-3038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거공간개선서비스 대상자 모집
대상┃ 성남시	거주	일하는	여성(한부모	여성가장	및	저소득	맞

벌이	가정)	총	18가구	선착순	모집,	가구평균소득	80%	이

하(354만	원)	

내용┃ 사전진단→공간개선→사후관리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소득증명자료

비용┃ 전액	무료(쓰레기봉투·수납용품	일부	비용부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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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 수질	검사	결과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주거용	건축물

지원┃ 총공사비	30∼80%까지	지원(최대	60만∼1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최대	150만	원)

기간┃ 1월∼	(평일	09:00~18:00)

신청┃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http://water/seongnam.go.kr	민

원서식	다운로드	및	방문(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	또는	

팩스(031-729-4089)	제출			

성남시 수도시설과 031-729-4093∼4

제16회 송산백일장 개최
일시┃ 9.24(토)	10:30	

장소┃ 성남시청	여수공원지구

대상┃ 관내	초·중학생

부문┃ 운문부(동시·동요·시조시),	산문부(일기·편지·기행문)

신청┃ 전화	및	당일	현장접수	가능

성남문화원 031-756-1082

지금은 필라테스 열풍!
개강┃ 9.5(월)	09:00∼17:00(시간대별	접수	가능)

수강료┃ 주2회(화·목)	월	10만	원,	주3회(월·수·금)	월	15만	원

판교종합사회복지관 031-703-8100

제30회 성남종합예술제 시민백일장 공모전
기간┃ 8.23(화)∼9.22(목)	도착분까지

내용┃ 성남을	사랑하는	내용(시	2편	또는	수필	1부)

방법┃ 이메일(yyeji@hanmail.net),	우편	접수

								[우	1333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0번길	14-7(신흥동)]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031-758-5090, 744-5005

성남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의례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9.7~11.2	수요일	10:00~12:00(연	8회)

장소┃성남시중앙도서관	시청각실	

내용┃ 통과의례와	종류,	백일상과	작명례,	돌상차림,	성인식,	전통

혼례,	폐백음식,	현대	작은	결혼식,	수연례	의미와	진행법	등

접수┃ 8.20부터	선착순	문자(010-5208-6624),	전화(702-8377)

참가비┃4만	원(재료비)

성남예절다도교육문예원 031-702-8377

9·10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엑셀	기초

성남
시민

10.	4~10.	14
월~금

10:00~12:00
26

9.19(월)
09:00~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sujeong-

gu.or.kr)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31-729-5072

한글	기초

10.	4~10.	28

월~금
13:00~15:00

26

멀티미디어
월~금

15:30~17:30
26

엑셀	중급 10.	17~10.	28
월~금

10:00~12:00
26

엑셀	기초
및	활용

10.	4~10.	28
월·화·목·금
18:30~20:30

26

수정구청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PC기초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월·수·금
09:20~10:50

20

수시모집
031-732-6884

인터넷	활용
월·수·금

11:00~12:00
20

한글
월·수·금

13:00~15:00
17

엑셀
월·수·금

15:00~17:00
17

멀티미디어	활용
화·목

10:00~12:00
20

파워포인트
화·목

13:00~15:00
20

(사)성남시장애인정보화협회

수정도서관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컴퓨터	기초와
한글	문서작성	입문

성남시민

(50세	이상)
10.	4~10.	27

화~금
10:00~11:30

24 9.22(목)	10:00~
9.24(토)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sj.snlib.net)
031-743-9600

파워포인트
입문부터	활용

성남시민
화~금

13:30~15:00
24

엑셀	고급문서
만들기

성남시민
(주말반)

10.	8~10.	29
토

10:00~12:00
24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실용	디자인
포토샵

성남
시민

10.	4~10.	27
월~목

10:30~12:00
20

9.20(화)	10:00~
9.22(목)	

인터넷	선착순	
접수

(http://jw.snlib.net)
031-752-3913

ITQ	엑셀

성남
시민

(주말반)
10.	8~10.	29

토
10:00~13:00

24

중원도서관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접수방법

컴퓨터	기초
(WIN7)

성남
시민

10.	4~10.	28

월~금
10:00~12:00

30

9.19(월)
09:00~마감	시
인터넷	선착순	

접수
(www.jungwon-

gu.or.kr)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31-729-6074

인터넷
(SNS)

월~금
13:00~15:00

30

엑셀	2010
(중급)

월~금
15:30~17:30

30

ITQ	파워포인트
2010

월·화·목·금
18:30~20:30

30

파워포인트

11.	1~11.	30

월~금
10:00~12:00

30

한글	2010
월~금

13:00~15:00
30

엑셀	2010
월~금

15:30~17:30
30

스마트폰
월·화·목·금
18:30~20:30

30

중원구청

작은 배려 큰 감동   존댓말!



http://snvision.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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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상권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후각이 먼저 발길을 재촉한다. 코끝에 전해지는 고소함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니 문득 ‘이곳은 혹시 민속 박물관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든다. 한 거리에 카페나 옷 가게가 즐비한 풍경은 익숙하지만 한 골목에 43년 역

사를 지닌 기름집이 40여 군데나 모여 있으니 민속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게 당연

한 일인 듯하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부모의 대를 이어 골목을 지키고 있고, 새색시 때 이곳에

서 기름을 짜가던 손님은 골목의 참기름 맛에 반해 나이 지긋한 할머니 단골이 돼 

지금도 이 골목을 찾는다. 

충청도에 단골을 둔 가게에서부터 바다 건너 제주도는 물론 더 멀리 해외에서 운

영하는 식당에 참기름·들기름을 공급한다는 가게도 이곳에선 흔하게 볼 수 있다. 

갓 수확한 참깨와 들깨를 착유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손님도 있다니 ‘이곳

에서만 낼 수 있는 특별한 고소함이라도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김용현(부자기름집) 상인회장은 “음식을 만들 때 같은 재료로 만들지만 다른 맛을 

내는 것을 손맛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름을 착유하는 과정 또한 음식을 만들어 내

는 것과 같다”며 “양에 따라 볶아내는 시간과 온도에 정성이 겸해져야 최고의 맛

을 짜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곳보다 질 좋은 재료를 엄선해 당일 착유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 또한 

한 몫 한다”고.   

아마씨, 달맞이꽃씨, 해바라기씨, 고추씨 등 식물의 씨앗을 들고 와 착유해가는 사

람들도 보이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몸에 이롭다는 저온 압착 들기름을 구입해 가

는 손님들 모습도 눈에 띈다. 요즘엔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골목이 가진 특별함을 

눈에 담고, 렌즈에 간직하기 위해 일부러 찾는 발걸음 또한 잦다고 한다. 

정부에서 정식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입찰을 받은 참깨·들깨를 수북이 실은 5톤 트

럭이 하루 평균 서너 대씩 골목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많은 양이 유통될 수 있을까 

의아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골목은 더 분주해지고 더 고소해질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우스갯소리로 탱크만 없지 있을 건 다 있다는 ‘모란민속5일장’ 옆

에 위치한 ‘모란기름시장’, 이 골목엔 이곳만의 고소한 역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

다, 오랜 세월 삶과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과 함께.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올 추석엔 모란기름의 고소함에 나만의 손맛을 더한 상차림으로…

성남의 역사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한 모란기름시장

모란대로변 성남시청 → 

모
란
민
속
5
일
장

8호선 
모란역

분당선 
모란역

모란
기름골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