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식 SNS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모바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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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2016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성남시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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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성남시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다!
민선6기 성남시 행복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만들고자 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안전, 교육 등 3대 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핵심이다.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전국 최초’의 수식어를 붙이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책 추진현황을 알아본다.(실적 수치는 8월 30일 기준 집계)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의 미래에 투자, 청년배당

공평한 기회 부담 없는 교육, 무상교복

산모에게 작은 격려, 산후조리비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관외학교

건강한 출산과 산후조리, 성남시가 책임진다. 신생아 출

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포함)에 입학하는 중학생(2016년 8,559명, 2017년 7,931

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원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16년

명)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300명)에게 교복비

이 돼 있는 출산가정에 50만 원의 지원금을 성남사랑상

1만7,426명, 올해 대상자 1만1,290명 가운데 1만603명에

를 현금 지급한다.

품권으로 지원한다. 2016년 6,752명을 지원한 데 이어

게 지급했다.

올해 7,200명 지원 예정이다.

성남은 안전합니다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
성남시는 범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시민

육(2,910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왔다.

성남시민순찰대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2015년 7월 창설해 2016년 9월까지 운영, 방범 및 재난·재해

범죄취약 지역에 생활안전CCTV(1,242개소 2,945대)를 확대

예방순찰,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택배보관 및 전달, 생

설치해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 심리를 사전에 방지해왔다. 또

활공구 대여 등 8만9,833건의 서비스를 했다. 또 단독·연립

2014년부터 도시가스배관 등 주요 침입경로에 특수형광물질

주택가에 행복사무소를 2015년 취약지역 3곳에 시범 설치,

을 도포(2017년 9,436개소 등 3만3,170개소)해 범죄 취약계층

시민 안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포털서비스를

을 보호하고 차량 블랙박스 정보나눔 등 성남형 범죄예방사

지원해왔다.

업을 추진, 촘촘한 범죄예방 그물망을 구축하고 있다.
민간전문구조팀 설치(성남시 자율방재단 활성화), 시설물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환경 개선

2,800곳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66회), 생활안전지도 공개, 재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 교육장 운영(134개

난안전지도 제공 등 맞춤형 시민안전망을 구축해왔다.

기관 7,056명),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149개
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3종 2,468개, 600㎞), 어린이·노인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이매중 안전동아리 학생들이 심폐소
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해 도시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바르고 있다.

생활안전교육

및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149개소 → 155개소) 등 보행

2010년부터 민방위안전체험센터를 이용한 화생방·열연기피

환경과 시설물 정비에도 힘을 쏟았다.

난·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1만8,606명)과 초등학생 대

이 밖에도 안전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원터

상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224개교 6만1천 명)을 실

길을 인도 있는 2차선으로 확장해 학교통학로 안전대책도

시하고, 2015년부터는 시민 대상 찾아가는 생활안전체험 교

마련했다.

03

공공성 강화

OCTOBER 2017

http://snvision.seongnam.go.kr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행돼 초등 4학년 학생이 성남시 협력
치과에서 구강위생검사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조감도

성남은 건강합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는 시민의 건강 향상

확대했다. 참여 치과의료기관은 170곳이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상담실과 아토피·천식안심학교
를 운영하고 의료비·보습제도 지원한다. 아토피·천식안심학

삶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장 관심 있는 건강분야. 성남시는

강증진센터와 공연장, 주차장 등을 짓는다. 성남시의료원 추

교로 2017년 16개 초교, 90개소 보육시설이 지정받아 운영됐

시민의 건강·의료권도 공공서비스로 보호해 경제적 여건과

가공사 착공은 2018년 6월, 준공은 2020년 2월 예정이다.

으며 2012~2016년 2만4,310명이 예방관리를 받았다. 2018년

관계없이 시민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에는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건강닥터제 추진
성남시의료원 설립

우리집에도 주치의가 찾아온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 조성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수정구 태평동 구시청사 부지에 성남

중증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하고 일상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WHO 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완

시의료원을 건립한다. 연면적 8만5,091㎡에 지하 4층 지상 9

운영을 지원한다.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제

료됐고, 25개 보건의료 기관·단체들과 공공의료협의회를 구

층 규모로 24개 진료과목, 513병상(음압병상 9개실)을 갖춰

정했으며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 운영하는 등 건강도시 기반을 조성해가고 있다. 공공의

2018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다. 의료원이 건립되면 성남시

료 포럼 등으로 시민 인식 개선도 함께해 세계적인 건강도

내 지역 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진료지원사업 등

성남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위생검사와 보건

의료보장 강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예방 등 공공보건

교육, 예방진료, 불소바니쉬, 치아홈메우기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16년 3월 수정구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초등 17개교 1,624명이 참여해 많은 학

산후조리비 등 임산부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만 12~18세

시는 의료원 건립공사와 함께 기존 시민회관 자리에 종합건

부모들의 호응을 얻어 올해는 전체 초등 72개교 8천 명으로

여성 3,500여 명)에게 생리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성남은 공평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남형교육
성남시는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공평한 교육기

진학주치의제 운영

회 제공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성남형교육을

2015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원하는 대학진학을 지원하

2014년부터 추진해왔다.

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학주치의제를 운영하
고 있으며 올해 36개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사교육에 짓눌린 우리 아이에게 창의력을 선물한다. 학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별 혁신프로그램,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올해 156개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146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

왔다. 2016년 1만8,022건 4억358만 원이 지원됐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사업

2007년 초등 1학년부터 시작해 올해 초·중학교 전 학년, 대안

2013년부터 체육관, 화장실 등 각급 학교시설 개선 등을 지원

교육기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203개교)을 추진하고 있다.

하며 2016년 71개교, 2017년 57개교를 지원했다. 또한 학습준

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전 학년에 친환경 농산물과

비물센터(52개교 56개소, 관리인력 70명). 성남외국어체험센

쌀을, 고등학교에는 쌀을 지원(130개교)하고 있다.

터(청솔초교 등 3개소 4만4,142명 이용), 학교도서관을 주민에
게 개방한 주민개방형 도서관(9개소)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30개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

이 밖에도 중학교 신입생과 저소득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에

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이 추진 중이다, 초·중등 영어독서 프

게 무상교복이 지원됐으며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

로그램도 운영한다(115개교).

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해 성남형교육을 추진해왔다.
▲성남형교육 ‘생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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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쾌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의 공간 조성

▲녹지 공원(운중동 저수지)

성남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교통,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주민부담 최소화하는 재개발사업
성남시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기금 8천억 원을 조성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의 도시정비사업 구역은 주택재개발(14개), 주택재건축
(5개), 주거환경개선(은행2), 도시환경정비(도환중1, 도환중2),
주거환경관리(단대·수진2·태평2·태평4) 등 29개 구역이다.
주택재개발은 1단계(단대·중동3)를 2013년 준공하고 현재 2단
계(신흥2·중1·금광1), 3단계(산성·상대원2)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재건축을 위한 건우아파트·신흥·금광3구역 등 5개 단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5

▲분당구 구미동에서 야탑동 쪽을 바라본 풍경

년 완료됐다.
맞춤형 도시재생도 단대·태평2·태평4·수진2, 태평2,4동 일원

탄 광역급행철도 역사(성남역) 신설이 2017년 3월 착공(2021

저탄소 컴팩트 시티 조성

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

년 개통예정)하는 등 지역통합형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 자

성남시는 2012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동차 없이 이동가능한 미래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 발전하

우수기관, 2013년 환경정보공개대상 ‘우수상’, 2015년 한국에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고등지구는 2018년, 위

고 있다.

너지공단 탄소중립프로그램 우수상과 경기도 에너지효율 우
수기관상,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제 운영 등으로 저탄소 녹색

례·성남판교대장 지구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
업이 추진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정구 신흥동 제1공

인간친화적 도시 도로망 확충

성장 도시기반을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을 제고해왔다.

단 부지에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광역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산성 순환

또한 저탄소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2021년 준

도로 확장공사(2021년 준공예정), 탄천변도로 연장(2018년

네트워크 구성(32개 단체), 기후변화교육 운영(유치원·초등

공), 동원동 도시개발(2023년),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2019년)

준공예정)과 함께, 도심 재개발을 고려한 교통기반시설로

생 2,420회 6만3,314명), 수준별 그린리더 양성(388명), 그

사업을 진행하며, 분당 리모델링도 추진 중이다.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확장공사(2019년 준공예정)와 성

린스타트 경연대회(3회), 성남시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컨

남~장호원간 도로건설공사(2017년 준공예정)를 추진하고

설팅 사업(컨설턴트 38명 양성, 284개소 컨설팅 완료)을

지하철로 통하는 성남

있다.

추진했다.

성남은 수도권 동남권 교통요충지로 서울과 인접해 교통이

인간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당~수서간 도시고

대기환경개선 및 저공해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1,064대) 보

편리하다. 특히 위례신도시 개발로 위례~신사선을 성남 본

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2019년 준공예정)를 진행하

급, 탄소포인트제(2만9,151세대 가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시가지로 연장,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까지 연장을 추진하

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산성대로·둔촌대로 정비공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1만5,189대), 저녹스버너 보

고 있다.

사(2017년 완료)를 비롯해 자전거 정비소 운영(2017년 3,400

급(120대), 전기차(169대) 보급과 충전시설(155기) 설치 등을

신분당선 미금역사 신설도 2018년 준공예정이며, 삼성~동

대 수리),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을 해왔다.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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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함께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는 삶의 행복 보장
성남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로 12곳을 설치했고 4곳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시설 확충과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복지 행정을 구현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도 2010년

한다.

697가정에서 올해 4,200가정으로 확대했다. 경기도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 복지시설 확충

이집 및 보육 교직원 지원도 확대해왔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은 산후조리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하는 행정복지센터 전기차

출산장려시책과 함께 아이 돌봄 시설도 확대해왔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회관 건립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이매동·판교테크노 어린이집이 개원

2016년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이

했고 위례2·성남2 어린이집이 10월 문을 열면 23개소가 설치

문을 열었고, 올해는 중탑종합사회복지관(목련공공실버 별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완료되고 5곳이 추진 중이다. 시립 도담지역아동센터는 오

관)을 신축하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도 7월 착공했다.

돌봄과 건강, 교육, 환경 등 11개 분과 민·관 실무위원 162명

는 10월 도담청솔 지역아동센터가 개원하면 모두 5곳이 된

올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 개관했고 수정노인종합복

이 분과별 정책의제를 선정, 회의를 개최하고 세미나와 벤치

다. 육아지원 아이사랑놀이터도 2011년 8월 시청사를 시작으

지관은 확장했다.

마킹을 추진한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
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일도 한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행정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30개 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15개), 복지시설 운영(39개), 단체 지원(7개 단
체, 5개 사업) 등 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지난해보다 10명 많은 175명으로 확대
하고,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개관해
올해 권리구제(상담 1,195건), 공공일자리 추진(56명), 인식개
선교육(355회 4만9,628명) 등을 진행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도 2013년 7월부터 여성장애인
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 중·장년 주간보호
시설도 2014년 문을 열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이매어린이집)

성남은 활력이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 보장
성남시는 ‘일자리가 최고 복지’를 이념으로 생활임금이 보장

있다. 구·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 53명을 배치해 현장 일

되는 지속가능한 행복 일자리, 지식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

자리상담실을 운영, 취업실적을 제고했다. 2016년 일자리 취

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2017년 전국 지방자

업실적이 경기도 ‘1위’다.

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성남시 생활임금 민간 확대 방안 마련
공공성 강화로 일자리 5만개 창출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2015년 7월 시행돼 매년 노사

시민행복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약자의 일

민정협의회를 개최해 생활임금을 책정한다. 성남시 생활임

자리 5만개 창출이 목표다. 민선5기 5만9,954명, 민선6기

금 시급은 2017년도 8천 원, 2018년도 9천 원이다. 지난해

2014~2016년 3만8,618명과 2017년, 2018년 계획인원 2만7,812

975명이 생활임금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명을 합하면 6만6,430명이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상공회의소 등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민간부분으로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1개 사

할 계획이다.

▲▲취업박람회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개), 마을기업(5개), 협동조합(206개) 등 265개 사회적경제기업

성남일자리센터 활성화

전담추진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2011년)를 설치하고 사

이 있으며 종사자 1,218명, 조합원 6만7,188명이 소속돼 있다.

성남일자리센터가 2010년부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마

회적경제기업 등의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육성기금

련을 돕고 있다. 구직자 취업알선으로 일자리를 제공

(목표 50억 원)을 22억 원 조성했다.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

시민 주도 소액체납 실태조사반 운영(전국 최초)

(2010~2017.4월 상담 75만7,610명, 취업 9만307명)하고 구

(2011년)를 확대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업 패키지 서비스

공평한 과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이 주도하는 소액체납

인·구직자 만남을 위한 취업박람회(22회, 817개 업체 참여,

를 실시했다. 민간의 공유경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

실태조사반을 2015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형일자

1,207명 취업), 19데이(33회, 521개 업체 참여, 1,234명 취업)

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경제교육으로 시민 인식 제고 등

리로 올해 79명이 근무하고 있다. 징수실적은 18만831건 128

등 채용행사를 운영해 ‘행복 일자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을 추진해왔다. 성남에는 사회적기업(46개), 예비사회적기업(8

억 원이다.

▲민간기업 성남시민 고용 현장

업 33억1,400만 원(2011~2017년)의 국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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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발전합니다
경제발전 혜택은 시민과 함께 공유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기업도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전경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소재한 성남시는 산업집적지를 활성화해 2020년

조성사업(2006~2020년)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을 고도화하고 위례·백현 지구 등
을 조성한다.

첨단도시기반 육성해 대한민국 최고 기업도시로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재생·혁신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

도심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스마일’

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 선정돼 현재 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후된 전통시장 4곳을 특화된 공설시장으로 현대화한

첨단도시기반도 육성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2015~2019년)이 가시화돼 올 8월 선도

다. 올해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 성남중앙공설시장, 2020년

건축사업 기업지원허브 입주가 개시됐다. 4개 정부부터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입주해 300여

성호공설시장을 준공할 예정이다.

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게 된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을 지원, 올해 상대원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를 완료하

첨단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고, 은행·단대시장, 중앙지하상가, 돌고래시장의 시설현대화도 지원했다.

운영(회원수 9,455명, 이용자수 1만1,774명) ▲스타트업 성장지원 ‘문화창조 허브’ 운영(이용자

또 지역특성에 맞는 도심상권을 수정, 성호중앙, 은행, 서현수내 등 7개 지구로 지정해 2020

1만8,909명, 회원수 7,556명) ▲기술닥터(222개사), 스타기업 육성(18개사), 경기TP지역사업단

년까지 경영·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골목형시장을 육성하고 지식상인(2008~2017년 50개

(104개사) 등 2014년부터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으로 동반 성장을 모색해왔다.

반 2,371명)을 육성한다.

백현지구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MICE(비즈니스관광)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메디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등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테크 혁신센터 지원(75개사)을 비롯해 성남 메디·바이오캠퍼스 개소(2016년), 위례 비즈밸리

위해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성남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미래 성남을 함께 설계하고 성과 공유
성남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성남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성과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30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
성남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2030년 세계 100대 도
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2014년 정책
토론회 후 2016년 삶의 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3월
토론회를 개최해 2017년 지표별 실행사업을 선정(179개 사
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남미래기획위원회 구성, 지방연구원 ‘성남발전연구
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원탁토의

▲다보스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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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 참여합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시정운영 참여
민선6기 ‘시민이 주인인 성남’처럼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
를 확대하고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추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2013년부터 매년 다음해 예산사업으로 주민제안을 공모해왔다. 2018년도 예산에 반영
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모두 1,369건. 그 중 8개 사업이 예선전을 치러 3개의
우수 제안사업이 본선에 올라 9월 27일 시민의 날 주민참여예산축제에서 발표하게 된
다. 매년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성남시청사 개방
2010년부터 시청사를 시민에게 개방, 시청사는 이제 100만 시민의 사랑방이 됐다. 하
늘북카페(99만6,667명)와 체력단련실(40만9,345명), 회의실 대관(1만7,311건)과 야외
예식장 대관(39건) 등으로 시청사에는 시민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편
▲▲파크콘서트가 열린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전국 최초 악기도서관 ‘악기랑’
▲▶예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예술창작소’

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시정 모니터제도(200명)를 비롯해 시민 행복 동장 현장행정(2017년 4만6,352건), 1일

성남은 창조합니다

명예시장(2017년 21명 중 12명 완료)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1,620개 프로그램, 하루
평균이용자 8,334명) 운영을 활성화했다.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 참여하는 예술
100만 시민 모두가 예술가? 성남시는 지역예술인의 창작거점을 확보해 전문예술 활성화
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를 추구한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예술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예술창작소가 올해 수정구 신흥3동과 태평4동에 마
련됐다. 신해철거리는 분당구 수내동 89-1번지 일원에 오는 12월 조성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활성화
미니콘서트(205회) 외에도 만원의 행복(29개 작품 155회, 5만7,077명), 야외 무료공연 파크
콘서트·피크닉콘서트(63회 43만7천 명)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시민 문화예술 활동공간 구축
성남미디어센터 건립(2012년)에 이어 마을 커뮤니티 문화공간 6개소, 세계악기전시관(49
개국 200점, 관람객 2만6,821명), 시민 모두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전국 최초 악기도서관(대
여 400대)이 지어져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돕고 있다.

보고 배우며 즐기는 판교박물관
판교박물관은 올해 215일을 운영, 3만6,188명이 다녀갔다. 교육은 체험학습 14종, 교육프로
그램 12종이 진행되는데 올해 149건 2,820명이 참여했으며 전시는 3회 열렸다. 2013년 개
관 후 관람객 수는 25만6,404명이다.

도서관 인프라
가까이 있고 이용이 편리한 도서관 건립을 추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착공한 해오름도서관과 서현도서관은 2017년과 2018년 준공해 2018년 개관 예정
이다. 올해 착공한 복정도서관은 2019년 준공할 예정이다.

▲100만 ‘시민 사랑방’ 성남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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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야탑청소년수련관 첫 삽 뜨다
2019년 9월 완공 목표… 1,300명 동시 이용가능
가을 하늘이 청명했던 9월 15일 오후 1시. 야탑동 상희공원 근처 262번지 공터
(석가사 옆)에서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공식이 있었다.
야탑과 이매, 도촌동 일원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야탑청소년
수련관은 건축면적 2,312.13㎡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관과 공연장, 수영장, 다목적공간, 도서실 등을 포함해 2019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1,3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크기로, 총 사업
예산 443억5천만 원이 투입된다. 건립 후에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좌,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9개교와 중학교 6개교, 고등
학교 7개교, 특수학교 등 모두 23개교가 밀집해 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1만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 기공식이 9월 15일 열렸다.

7,714명 초·중·고등학생은 가까이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어 생존수영, 목공수업
등의 성남형교육이나 문화체험행사 때 멀리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이나 중원청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축하한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

소년수련관을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야탑·이매·도촌동 학부모들은 2007년

았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완공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시설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

부터 성남시에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로 잘 사용

당일 식전행사로 시립국악단의 축하 타악 퍼포먼스와 청소년 공연팀의 댄스공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연이 있었으며, 경과보고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념사와 김유석 성남시의

현재 성남시 청소년시설은 지역별로 △분당구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청소년

회 의장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시삽식이 거행됐다. 특히 이날 야탑동과 이매동,

수련관, 판교청소년수련관 △중원구 중원청소년수련관, 은행동 청소년문화의

도촌동의 지역주민들과 시의회 의원, 유관단체 및 청소년 단체 등 200여 명의

집 △수정구 수정청소년수련관,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모두 7곳이 운영되

내·외빈이 참여해 수련관의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함께했다.

고 있으며, 야탑청소년수련관이 8번째다. 

판교 원마을 소음 줄인다… 왕복 6차로 방음터널 설치
3단지 앞 구간은 친환경 녹화공법 적용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을 관통하는 왕복 6

은행동 194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기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44번지 일원 9,562㎡ 규모

태봉산(남서울CC)

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A구간(반폭+전폭)
B구간(하산운교차로)

시유지에 오는 12월 31일 공영주차장이 마련된다.

E구간(반폭)
3단지

C구간(상부녹화)

에 583m 길이의 방음터널이 오는 2019년 7월 말
설치된다.

성남시는 14억 원을 투입해 이곳 시유지에 29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공영 노외주차장을

4단지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조성하기로 했다.

D구간(반폭터널)
5단지

(LH)와 총 사업비 331억 원을 각각 133억 원, 198
억 원씩 분담해 7월 말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갔다.

양시원 기자 seew2001@naver.com

현재 은행동 1944번지 일원 부지는 높낮이가 다르고,
비탈면이 있어 약 200면의 주차 공간만 확보된 채 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 원마을 소음 저감시설 설치 조감도

이곳 도로의 방음터널은 양 방향(길이 273m·폭

역 주민들이 임시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미정비 상태의 부지와 구획을 정비해 주차

11.2∼13.9m) 또는 한쪽 방향(길이 310m·폭 30.9

간 5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면 수를 95면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정식으로 이용

∼32.1m)에 높이 7.3∼8.1m의 반원형 지붕을 씌

이 때문에 판교 원마을 주민들은 입주 이후 2010

할 수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는 형태로 설치된다.

년도부터 방음시설 설치를 성남시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 등은 공고 기간

또 방음터널 구간(583m) 중 판교 원마을 3단지

요구해 왔다.

내 성남시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타

앞 172m 구간은 친환경 녹화공법을 적용한다. 지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

당하다고 인정되면 실시 계획에 반영한다.

붕 위를 흙으로 덮고 세덤류의 식물을 심어 주변

있는 판교 원마을 3단지 입주민들이 가장 심해 민

주차장 조성 공사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산지와 녹지흐름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원이 끊이질 않았다.

후, 9월 말 시작한다.

판교 원마을은 왕복 6차로를 사이에 두고 안양방

이번 방음터널이 설치·완료되면 소음을 기준치 이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은행1동 일대 주택가의

향 왼쪽에는 4단지(6개 동·48가구)가, 오른쪽에는

하로 떨어뜨려 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게

3단지(5개 동·486가구)와 5단지(7개 동·567가구)

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 위치한다.

된다.

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판교 원마을 구간의 소음

앞선 3월 성남시는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을 관통

진, 8월 말 기준 18개소 60면 완료했고 9개소 1,504

은 최근 성남시가 용역을 맡긴 ㈜청룡환경 측의 측

하는 왕복 6차로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에 155억

면을 추진 중이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하는 곳은

정 결과에서 주간은 67㏈, 야간은 63.5㏈로 조사됐

원을 들여 길이 446m의 방음터널·벽을 설치했다.

666개소 2만8,273면이다.

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치(주간 65㏈, 야

도로과 도로관리팀 031-729-3612

도시계획과 시설계획팀 031-729-3332

행복체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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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평생교육

행복 배달강좌 현장을 가다
찾아가는 공익성 시민교육프로그램
첫째,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기
둘째, 쓰지 않는 통장, 카드 없애기
셋째, 모르는 전화 받지 않기
넷째,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하기
행복 배달강좌 강사는 수업을 마치며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다시 한 번 짚어 줬다.
▲분당구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설명을 듣고 있는 임산부(왼쪽)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임산부들(오른쪽)

아는 만큼 이익! 임산부 지원정책

지난 9월 13일 중원구 롯데캐슬 아파트 경로당(회장 박
교배)에서 열린 시민교육에 기자도 함께했다. 이날 경
로당에 배달된 강좌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이다.
단지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
터 소속 시민강사가 경로당에 방문해 교육을 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

2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명계정 강사는 다양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들을 보여주

는 10월과 여성들의 임신 기간 10개월을 담았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

며 어르신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파밍

고 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만 성남시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성남시로 주민

등 금융사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실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갈수록 심각해

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성남시의 지

제 주변 사례들을 이야기 하고 대응 경험을 나누기도

지는 초저출산 상황을 맞아 임산부에 대한 국가

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한 무료 쿠폰을 받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권비선 어르신은 “다른 노인들도

적인 지원과 성남시의 고유한 정책도 알아봤다.

수 있다.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을 실천하고 장려

들으면 좋을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명계정 강사는

하기 위해 9월 1일자로 가족여성과 내에 출산정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교육이

책팀도 신설했다.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보건소에서 지키는 임산부 건강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와 함께 꼭 찾아야 할 곳이

행복 배달강좌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기초수급자,

바로 보건소다. 출산 전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넘치는 성남시를 꿈꾼다

다문화가정 등 소외 및 학습소외계층을 찾아 가는 강

혜택도 많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산전

“출산 후 보건소에서 유축기도 무료로 빌리니 정

좌에서 출발했다. 2016년에는 ‘공익제휴를 통한 시민

검사, 엽산제와 철분제 지급, 출산준비 교실, 조

말 좋아요. 보건소의 산전교육이 주말에 잡혀서

교육프로그램’ 시범 운영으로 114개 강좌 3,921명이

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까지 3

남편과 다니기도 좋고요. 다른 지역 친구들도 산

참여하는 행복배달강좌 시즌 2가 진행됐다. 2017년

대 고위험 임산부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

후조리비 혜택 등을 알고 성남으로 이사가고 싶

에는 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모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다고 부러워하네요.” (임산부 최**님)

운영강좌는 기자가 찾은 금융관련 강좌 외에도 건강,

“보건소에서 산전·산후 관리도 가능하고, 임산부

보건, 환경, 복지, 경제, 인권, 공동체 등 관련 분야의

성남시의 임산부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영아오감발달놀이교실도 호응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관내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산후조리비 지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신생아

가 높아서 기뻐요” (분당구보건소 김희숙 주무관)

평생학습기관 등 총 20개 기관과 협업해 기획·운영하고

청각선별검사가 대표적이다.

“보건소의 영양플러스팀에서는 소득기준에 적합

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유아부터 노인까지 대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이 지급되는 산후조리비

한 임산부에게 시기별 영양관리 실천법과 정기적

상의 폭도 넓다. 이론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하며 흥

지원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 청년배당,

영양평가도 실시합니다. 보충식품도 제공하고요.

미를 더한다. 바느질을 하며 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의 하나다. 출산일 기준 1년

꼭 찾아주세요.” (분당구보건소 명현숙 영양사)

놀이를 통해 아동인권을 배운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전부터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예로부터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소

하는 인장 만들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있고 아기가 성남시에 출생등록된 경우라면 누구나

리 중 하나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꼽는다. 여러 지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전건강검진비 지원도 유용하

원에 힘입어 성남시 곳곳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민교육은 ‘공익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력 향

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성남

넘치길, 엄마와 아기가 더욱 행복한 성남시가 되

상을 위한 교육’이다. 행복배달강좌는 모바일로 쉽게 신

시 거주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라면

길 기대한다.

청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50만 원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최대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 신청방법 :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naver.me/G5CJvCYZ’
주소 클릭 → 신청 서식에 맞춰 모두 기재 → 제출하기 클릭

희망키움통장Ⅱ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4차> 2017. 10. 2(월) ∼ 10. 13(금)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동주민센터, 성남시 복지지원과(031-729-2793), 경기광역자활센터(031-548-0751)

→ 주관 및 운영기관과 일정 확정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4600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희망키움통장Ⅱ 개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내일키움, 희망I, 행복드림, 청년통장 등) 희망I
혜택자는 탈수급 이후 요건 충족 시 가입가능, 내일키움 혜택자도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으로 1:1 매칭 지원,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 원)
+ 정부지원금(360만 원) + 이자 수급 가능
•지원조건 :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반기별 1회) 이행
단, 가입유지기준(소득수준) 초과 시 결과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원
▲중원구 롯데캐슬 아파트 경로당에서 열린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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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동 주민센터 명칭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찾아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성남시는 50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3개 동의 명칭을 ‘행정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 정자2

복지센터’로 변경해 9월 중 간판과 현판을 바꿔 단다.

동, 야탑3동, 금곡동, 백현동이다.

해당 동은 9월 1일 성남시 조직개편 때 맞춤형복지팀이 신설

이들 동은 정부의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추진 사업에 발

된 ▲수정구 신흥3동, 태평2동, 태평3동, 수진2동, 산성동 ▲

맞춰 민원행정 외에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적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중심지 역할을 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성남시는 최근 4억5천만 원(국비 3억1천
만 원 포함)의 사업비로 맞춤형 복지차량(전기차·르노 삼성
SM3 ZE) 13대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00원’이 결정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000원’

39개를 마련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는 37개 동 주민센터도 내년 말까지

성남시는 9월 5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 성남시 전역의 맞춤형 복지 서

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비스 체계를 강화한다.

9,0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000원보다 1,000

▲태평3동 행정복지센터 간판석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2

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7,530원보다는 1,470원(19.5%)이 많다. 월급으

“성남시 살림살이 잘했다” 자체수입↑ 채무액↓

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천 원으로,
올해 167만2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

성남시의 재정 운용 상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집계됐다. 유사 지자체의 자체수입 평균 8,964억 원보다

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

비해 자체수입은 49.5% 많고 의존재원은 5.4% 적은 것으로

49.5%(4,439억원) 많았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채무액은 9만9천 원으로, 예년에 비해

170억 원을 줄이는 등 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한 결과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

2만3천 원 감소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살림을 안정적으

7,516억 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7,945억 원보다 5.4%(429

여 명이다. 시는 앞으로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

로 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억 원) 적었다. 채무는 968억 원으로, 전년도(1,184억 원)보다

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8월 31일 ‘2016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운용 결과’

216억 원 줄었다. 유사 지자체 평균 채무 809억 원보다 많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

를 공시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지만, 시민 1명 당 채무는 9만9천 원(전년도 12만2천 원)으로

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조

전년대비 3,523억 원 늘어난 3조3,680억 원이다. 인구 50만

유사 자치단체 평균 10만2천 원보다 적었다.

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해 2016년 7,000원, 2017년

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지자체)의 재정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성남시 재정 운용 결과는 시 홈

8,000원 등 점차 시급을 인상했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

평균 2조3,518억 원보다 43%(1조162억 원) 큰 규모다.

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

과분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남시 전체 재정 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으로 알기 쉽게 게시돼 있다.

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입은 전년대비 2,582억 원 증가한 1조3,403억 원으로

예산법무과 재정투자팀 031-729-2352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3

알아두면 좋아요
시민 등산교실 13기 수강생 34명 모집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성남시는 10월 31일까지 ‘제13기 시민 등산교실’ 수강생 34명을 모집한다. 11월 8일~12월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9차 회원(중원 250명, 양지 200명)은 9월 20일(수)~10월

2일 수요일반(17명)과 토요일반(17명)으로 나뉘어 각각 4회 과정의 교육이 진행된다. 내용

3일(화) 신청받아 10월 10일(화) 추첨한다. 대상은 만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성남시민과 성

은 등산 배낭 꾸리기, 보행법, 호흡법, 독도법, 등산 장비 사용법, 매듭법, 조난구조법, 심

남시 재직자(2017.1.1. 기준)로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http://www.sneducare.or.kr/echild/)

폐소생술 등이다.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관리사무소 내 성남시등산교육센터와 남한산

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원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추첨제로 하며, 이용기간은 1년이다.

성, 청계산 등에서 등산 전문 강사가 이론과 산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교육한다.

▶제3회 도전! 가족육아골든벨=10월 21일(토 10:00~11:30)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취학

참가비는 무료이며, 개인 등산용품 등은 본인 부담이다. 참여 희망 성남시민(성남시 거주

전 영유아 자녀를 둔 80가정을 대상으로 연다. 10월 13일까지 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자)은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행사/강좌)에서 내려받기)를 성남시청 5층 녹

(www.sneducare.or.kr/echild/)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4289), 담당자 이메일(eun81@korea.kr)로 보내면 된다.

▶아이와 함께 자연과 호흡하는 2017년 숲데이 행사=10월 28일(토 10:00~12:00) 대원

녹지과 산림휴양팀 031-729-4303

공원(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성남시 내 영유아를 둔 100가정을 대상으로 연다. 9월 27일
(수)~10월 18일(수)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neducare.or.kr/care/)에

2018년 신규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

서 접수한다.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721-1640(내선 5번, 4번)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생교육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행복학습센터 지
정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행복학습센터 사업 기능 및 역할을 안내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다. 설명회를 원하는 단체는 성남시평생학습원 홈페이지((http://lll.seongnam.go.kr) 공지사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시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메일(7293082@korea.kr)로 신청

구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재산

하면 된다. 평생학습센터란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근거리에서 학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960.1.1. 이전은 장자만). 수수

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료는 무료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연계팀 031-729-8824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1, 분당구 031-729-7102

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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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성남

OCTOBER 2017

http://snvision.seongnam.go.kr

진정한 퍼스트 무버를 만나다!

크루셜텍

2017년 성남시 협동조합
아카데미(하반기)
<협동조합 제대로 알고 운영하기>
•일시 : 2017년 10월 16일~11월 6일(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장소 : 성남시청 3층 율동관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기업을 일

가 큰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접수기간 : 2017년 9월 11일(월) ~ 10월 12일(목)

컫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와 달리 산업의 변화

과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해 가는 기업

•대상 : 관내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

을 뜻합니다. 크루셜텍을 임직원, 주주, 고객뿐 아니

자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라고 말한다.

라 경쟁자까지도 인정하는 진정한 ‘굿 컴퍼니(Good

판교테크노밸리의 진정한 퍼스트 무버인 크루셜텍

company)’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할 것

은 초소형 입력장치 OTP(Optical TrackPad)와 모바

입니다.”

일 기기에 최적화된 지문인식 모듈 BTP(Biometric
TrackPa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급하는 회사다.

협동조합 조합원, 성남시민 50명(선착순)
•교육내용 및 강사
일시
10.16
(월)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상호작용
•협동조합의 활동가치와 지역연대
강사 최영미(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10.23
(월)

•협동조합 출자금 관리
•조합원의 이용배당과 출자배당
강사 황명연(쿱비즈협동조합)

크루셜텍의 독특한 기업문화, 크루셜

중국 화웨이, 대만 HTC, 소니, 구글, LG, 마이크로소

프라이드(Crucial Pride)

프트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모바일 지문인식 솔루

Top: 크루셜텍이 만든 제품들은 대부분 세계 최초로

션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개발한 것들이고 직원들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

2001년 창업해 2016년 기준 3,200억 원의 매출을 올

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최고

리고 있으며 베트남 메인공장에 1천 명의 생산직 직

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한다.

원을 포함해 본사 겸 판교테크노밸리R&D센터에 300

One: 크루셜텍은 일반적인 IT제조업체가 하드웨어와

명의 직원 등 1,300명의 직원이 있다. 처음부터 국내

소프트웨어에 따로 주력하는 것과 달리 두 가지 모두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계 글로벌 기

에 정통한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 반도체 설계자, 양

업을 상대로 인정받은 후 국내기업의 납품에 성공한

산기술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분야의

보기 드문 케이스다.

전문가들이 모여 생각을 공유하며 팀워크와 화합을
즐기고 자부심을 가진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앞서 움직이는 퍼스트

Promise: 단순히 규모만 큰 빅 컴퍼니가 아니라 체계

무버 정신&특허경영

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직 간에 유기적으로 교류

스마트폰 화면 위에 바로 손가락을 대고 지문인식

해 외부 환경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굿 컴퍼니가

을 하는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과 위조

돼야 한다. 크루셜 프라이드는 ‘세계 최고를 추구하

지문 방지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고, 구성원 간에 하나된 팀워크를 자랑하며, 신뢰받는

지문인식에 다른 생체인식(지문, 홍채, 얼굴, 장정맥)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의미한다.

기술을 융합해 보안성을 극대화한 4중 복합 생체인

사회공헌 활동은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비롯해 유니

식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세프 등 5개 기관을 통한 정기 기부, 미혼모 보호시

모바일 산업을 넘어 의료,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다

설 에스더의 집에 사랑의 김장담그기와 오카리나 수

양한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바이오메디컬 솔루션

업 지원, 분당노인종합복지회관 배식 지원 및 어버이

을 개발 중에 있다. 창업 후 16년 동안 1,050건 특허를

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베트남 산간 오지 지역 물

출원했고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특허 전담팀

품 후원 및 일손 돕기 등을 하고 있다.

을 운영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구내 식당과 카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장애인 제조

오늘의 크루셜텍이 있기까지는 미래를 예견하고 철

제과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저히 준비한 연구원 출신이자 벤처기업협회장인 안

직원채용의 경우 공채는 연 1회 연말에 하고 있고 수

건준(52) 대표의 공이 크다.

시로 구인광고를 통해서도 채용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로서 저의 꿈은 크루셜텍을 정말 좋은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62 크루셜텍빌딩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란 단순히 규모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

교육내용

•지역 문화예술의 비영리활동과 협업
강사 황정주(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10.30
(월)

•어린이집-다중이해관계자의 지역활동
강사 안미선(사회적협동조합 함께키움)
•단체와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강사 김영관(티브이디 사회적협동조합)

11.6
(월)

•협동조합의 사업 및 조직의 민주적 운영
강사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협동조합협의회 소개
강사 송미경(주민두레생협)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이메일(pooh6817@korea.kr) 혹은
팩스(031-729-4979) 발송
•문의 : 고용노동과 031-729-3223

‘착한 가게’ 더드림스토어 오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시민에게 기증받아
판매하는 착한 가게(기증물품 판매점)
•기증물품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소 : 이매역 6번 출구 50m(분당구 이매로 49)
▲스마트폰에 탑재된 BTP
(모바일 지문인식 모듈)
크루셜텍 본사▶

•이용방법
 물품기증 : 2박스 이상 시 차량이 직접 방문 수거
 물품구매 : 매장방문(10:30~20:00)
•기증 및 구매 가능물품 : 의류, 신발, 가방, 모자, 책,
생활용품, 주방용품, 아동용품, 가전제품 등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더드림스토어 031-777-9041~2
www.thedreamst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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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사모 전통놀이교실
2 우당탕탕 마을올림픽
카레이싱대회
3 마을축제를 준비하는
아사모 회원들
4 우당탕탕 마을올림픽을 함께한
마을주민과 아이들

2

1

3

4

상대원동에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고 아이들이

주제로 한 아사모꿈의학교를 운영한다. 필요한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노

경비도 자비로 십시일반 모으고 멤버들이 강사

력하고 있는 마을모임인 아사모(아이를 사랑하는

로 활동하며 생긴 수입 일부를 기부해 충당한다.

우리들의 모임)가 있다.

지난 8월 12일엔 상대원1동, 3동 골목에서 우리

아사모는 아이들의 교육을 학원과 과외선생님에

동네 아이들에게 하루만은 차 없는 길에서 맘껏

상대원동 아사모

게 의존하지 않고 엄마들이 해보자는 취지로 교육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2017년 상대원배 우

공동체를 만들고 상대원동 938번지에 행복한 둥

당탕탕 마을골목올림픽’을 개최했다.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임)

지를 마련했다. 좁은 골목이 많은 상대원동 아이

행사 시작 3주 전부터 마을의 자동차에 협조문을

들은 안전하게 놀 공간이 적다. 노는 시간이 주어

부착해 차주의 협조를 구했다. 동주민센터와 중

지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

원초교 주차장에서 주차를 허락해준 덕분에 우

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엄마들이 마을 안에 아이들

당탕탕 마을골목올림픽은 카레이싱, 볼링, 사격,

이 놀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건강하게 노는 방법

수영 등 4개 종목별 경기를 함께했다. 한지 부채

을 알게 해주고 싶은 절실함에서 아사모는 출발했

만들기, 네일아트, 천연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프

다.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줄넘기놀이, 책읽어주

로그램과 먹거리부스도 운영했다.

기를 시작으로 품앗이 놀이교육은 시작됐다.

자동차를 주제로 진행된 꿈의 학교 프로젝트에

아사모는 내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아이

참여해 자동차 해체조립을 해보면서 마음을 못

의 친구, 또 그 친구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

잡고 방황하던 한 고등학생이 자동차 정비 자격

에 엄마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자생단체다. 느긋

증을 취득하고 꿈을 찾기도 했다.

하게 천천히 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해보자

엄마들의 품앗이로 같이 성장한 아이들은 평생

는 모토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선생님에

친구가 되고 격변의 사춘기를 보낼 때 서로가 위

대한 꿈을 가진 엄마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로가 되는 것을 큰아이를 키우며 경험한 임인혁

엄마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재능 있는

대표는 마을아이들도 그런 친구들이 함께하길

분야의 강사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며 강사로 역

기대해 본다고 했다.

량을 키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다가오는 10월 14일에도 마을 전통놀이마당을

이렇게 구성된 쥐락펴락 동아리멤버들은 협동조

진행하고 10월 20일에는 환경영화제를 계획 중

합을 결성해 기재부법무부 어린이 로스쿨 경제

이다. 또한 자동차 꿈의 학교에 이어 내년엔 슈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평범한 엄마들이 모여 스

퍼카 제작을 위한 꿈의 학교를 열 예정이다.

스로 성장하고 꿈을 실현하면서 아이들과 마을이

느긋하게 천천히 그러나 행복하게…. 우리 동네

성장하고 도약하는 푸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며 마을아이들이 서로 멘

아사모는 현재 학부모들이 모여 결성한 경제강

토와 멘티가 되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

사규방공예고고독서마을공부 동아리 멤버들

력하는 아사모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과 함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다

아사모 임인혁 대표 010-3909-3902

다꿈의학교를 주관하고 연극사진모터디자인을

김기숙 기자 tokihus@naver.com

꿈꾸는 마을
행복한 일상 ⑨

꿈을 키우고
꿈을 이뤄가는
엄마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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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의 힘,
대한민국 표준을 바꾸다!
시 승격 44주년을 맞은 성남시가 시민이 주인이 돼 준비하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제44주년 시민의 날 기념 행사에 이어 연계행사로 10월에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임산부의 날 행사,
책테마파크 한글날 기념축제가 열려 가을을 맞는 시민들에게 작은 행복이 될 것이다.

9/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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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 행사

오는 9월 27일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남시민의 힘,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다.
2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축제가 이어진다. 올해 시민이 내년도 예산사
업으로 제안한 사업은 모두 1,369건으로 분야별로 도로교통 520건, 공
원녹지 186건, 환경 172건, 일반행정 171건 등의 순이다. 그 가운데 선정
된 8개 사업이 9월 12일 예선전을 치렀고 3개의 우수 제안사업이 본선
에 올라 당일 발표하게 된다.
‘성남 1970s’ 사진전도 마련돼 성남을 추억하는 시간이 되고, 공공성 강
화 안내부스(3대 무상복지와 교육, 공공의료 분야)도 선보여, 시민의 이
해를 돕는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3

▲2016년 시민의 날 행사
◀2016년 주민참여예산축제 때
우수제안사업 발표

10/ 7
~31

중원도서관 임산부의 날 (10.10) 맞이 행사
행사명
임신부
강좌

예비부모&영유아
부모강좌

접수

일정

대상

펩아트 장미 플리티드
액자 만들기

10.21(토)
10:00~12:00

임신부(15명)

태교 가드닝,
하바플라리움

10.26(목)
13:00~15:00

임신부(15명)

예비부모 & 영유아부모를
위한 태교동화

10.21(토)
15:30~17:30

예비부모(임신부남편),
영유아부모 (30명)

선착순 인터넷 접수
10.10(화) 10:00~

10.16(월)~10.26(목)
1층 로비

도서관 이용자

자율체험

캘리그라피
시 라이팅 체험

10.21(토)
14:00~15:30

도서관 이용자
(50명)

현장참여, 선착순

임산부 배려 展

10.10(화)~10.12(목)
1층 로비

<오늘도 맑음>
아트프린팅 원화 전시

10.7(토)~10.15(일)
1층 로비

<똑같아요>
아트프린팅 원화 전시

10.16(월)~10.25(수)
1층 로비

도서관 이용자

자유관람

임산부 강좌 수강생
작품사진 전시회

10.28(토)~10.31(화)
1층 로비

임산부 엠블럼
버튼배지&열쇠고리 나눔

10.10(화)~10.12(목)
1층 로비

임신부 및 가족
(60명)

현장참여, 선착순

선착순 인터넷 접수
10.10(화) 10:00~

아름다운 시(詩)
라이팅(writing)
히든박스 필사 체험
체험

전시

이벤트

정성가득
손글씨 필사왕 이벤트

•인터넷 접수방법 : 중원도서관 홈페이지(http://jw.snlib.go.kr) 로그인 → 문화강좌 → 온라인접수
•문의 : 중원도서관 평생학습지원팀 031-752-3913(AR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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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날 기념 행사
•일시 : 2017. 9. 27(수) 14:00 기념식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등

축하합니다! 성남시 모범시민상 수상
지역경제 부문

박영신 돌고래시장상인회(회장)

사회봉사 부문

- 골목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5억2천만 원) 확보해 다양한
경영개선

•참석인원 : 1,800여 명(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수상자, 참여예산 발표자, 시민 등)

- 솔선수범하고 새마을부녀회 위상
제고에 중추적 역할
- 성남시 전체 행복 위해 훈훈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 불황타파 위해 돌고래시장
소셜방송국 고래고래 운영,
고객과 상인 간 소통의 장 마련

•주요내용
•식전공연(고려인문화공연단)

김귀자 성남시새마을부녀회(회장)

•기념식
•주민참여예산축제(본선 - 우수 제안사업 3건 발표)
- 급경사지 안전손잡이 설치(신흥1동 김용욱)
- 행복나눔 쉼터(왕눈이둥지3호) 조성(양지동 강현숙)
- 꿈광리 역사기록물 만들기(금광1동 박준후)

지역안정 부문

•축하공연(시립국악단-김나니 단원 국악가요, 천년의 북소리)
•모범시민상 및 문화상 시상

정태균 분당경찰서(정보외근)

효행선행 부문

- 인명구조활동 및 사체 수색인양
작업(모란 아마존단란주점 화재,
위도 페리호 침몰사고 등)

- 시부모 봉양, 시동생들 학비 부담,
현재 치매 앓는 시어머니
지극 정성으로 간병 등

- 전국의 재난재해 현장 찾아
피해복구 지원활동 전개

-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 반찬 나누어드리기,
대장동 독거노인 굴뚝 청소 봉사 등)

•주민참여예산축제 시상
•부스운영
- 공공성강화(3대 무상복지, 교육, 공공의료 등) 안내부스
- 안전·건강·환경 분야 등 기타 안내부스
•자매결연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 9.29(금) 10:00~17:00 성남시청 광장
•‘성남 1970s’ 사진전 개최
- 9.27(수)~9.29(금) 성남시청 누리홀

10/9
(월)

여성복지 부문

안현숙 운중동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

안영미 성남시국공립

보건환경 부문

신양수 시민연대환경365

어린이집연합회(총무)

중앙회(운영위원장)

-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적극 지원(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등)

- 환경지킴이로서 정화활동 및
산림훼손, 산불조심,
불법취사금지 등 솔선수범

- 체계적인 ‘성남시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보육활동
전문성 제고

-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 청소년
등 지역 내 다양한 대상에게
활발한 기부 및 후원활동 전개

2017년 한글날 기념 축제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우리 한글> 개최
멍석 김문태 <한글꽃 동심화>전, 공연,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분당 율동공원 내 책테마파크가 2017년
571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9일 월요일 다채로운 행사를 준
비했다.
먼저 한글날에 앞서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북카페 전시실에선
동심화로 널리 이름을 알린 멍석 김문태의 <한글꽃 동심화>전이 열려
다양한 작품들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0월 9일 한글날 당일엔 책테마파크 앞 잔디광장에서 성남시립국악단
과 부명희민요단, 좀처럼 보기 힘든 공중줄타기 공연이 어우러져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린다.
또한 남녀노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활동은 오전 11시부터 한
글날 기념 조각그림 그리기, 세종대왕훈민정음 판화 탁본뜨기, 한글로
만드는 이끼공예(모스아트), 한글도장 찍어 반팔옷 꾸미기, 한글로 만드
는 인공송진 공예(레진아트), 마술공예로 세종대왕 그림 만들기, 멋글씨
▲공중줄타기 공연
한글날 체험행사▶

(캘리그라피)로 명언 써주기, 전각, 손글씨(POP)로 한글 예쁘게 꾸미기,
민속연 만들기, 예쁜 그림으로 얼굴 꾸미기 등이 열리는데 한글날 기념
그림 그리기는 2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행사 후 벽화로 제작해 책
테마파크에 상설 전시된다.
성남문화재단은 이번 한글날 기념행사를 통해 미래전자화시대에 더
큰 가치를 발휘,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창제를 모두 함
께 기뻐하고 축하함과 동시에 그 소중함과 자부심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책테마파크 031-708-3588

10/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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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개최
건강한 100만 시민, 행복한 성남

성남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남시민건강박

건강체험관 운영
구분

람회를 연다.

체험관 명칭
어깨관절 체험관

내용
•전문의 상담 및 진료, 재활요법, VCR상영

오는 10월 15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율동공원 특
운영돼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의 계기를 제공한다.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
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주관하고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성남중앙병원, 정병
원, 보바스기념병원이 후원하는 큰 행사다.

건
강
진
료
관

(의)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한방 무료 건강상담, 한약재 전시, 한방차 시음
•한방 혈관건강도 검진(맥파)

성남시한의사회

“우리 아이, 알레르기로부터 •알레르기 검사, 상담, 알레르기 관련 영상 시청
안전하게”
•사은품 제공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내 몸의 건강지킴이
한방상담관

당신의 뼈와 근육은
튼튼하십니까?

•골다공증 검사 및 상담
•체지방 분석 및 상담

(복)양친사회복지회
성남중앙병원

낙상 알면 예방된다

•낙상위험 평가표 작성
•근력측정, 평형감각측정

보바스기념병원

•혈압혈당검사 및 금연상담
•심근경색 및 뇌졸중 병력을 지닌 시민대상 건강 상담
•심뇌혈관질환 유발 위험인자 교육을 통한 올바른 건강
정보 전달

분당서울대병원

•개회식 (13:00~14:30) : 인사말씀, 대회사, 축사
•건강걷기대회 (14:30~15:20) : 율동공원 호수걷기
•문화행사 (15:20~17:30) : 건강퀴즈, 초청가수공연, 경품추첨
•건강체험관 (11:00~17:30) : 19개 건강체험관 운영

심근경색
뇌졸증 완전정복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29-3852

건
강
상
담
관

습관을 바꾸면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치아사랑관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약물오남용 예방홍보관)
나의혈압혈당알기

식품구성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려요~

건
강
체
험
관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건강상담 및 혈압, 당뇨검사

건강지킴이

설무대에서 개회식 후 건강걷기대회, 문화행사, 19개 건강체험관이

참여단체

•정신건강 키우기 3가지 약속 퀴즈 맞추기
•밴드 스트레칭 홍보물 배포

분당서울대병원
(성남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 도포 및 용액 배부, 양치질 교육
•치아목걸이 만들기 체험

성남시치과의사회

•복약 지도 상담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물 배부
•마약퇴치 캠페인
•혈압혈당 체크, 건강상담
•검사결과 기념품 증정
•성인기준 1일 식단 전시(2세트)
•좋은 식단, 나쁜 식단 전시(4세트)
•식품구성 자전거 패널전시, 다트 게임 후 저염 계량스푼,
견과류, 리플릿4 종 2천 부, 식단카드 1천 부 배부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수정구보건소

임산부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 사업 홍보 및 상담
•임산부 되어보기 체험 행사 : 임부 체험복 착용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
•CO 측정 및 흡연의 유해성 실험, 패널전시 등
•리플릿 홍보물 등 배부

중원구보건소

짬짬이 운동하고
함께 걸어요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4종) 교육 체험
•올바른 걷기자세 교육
•운동 패널전시
•운동용품(홍보물) 제공, 운동 리플릿 제공

분당구보건소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자가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생명의 손 “심폐소생술”

건강신호등

방역은 생활입니다
(“생활 속의 방역”)
함께해요 치매!
기억해요 성남

•골밀도 측정, 체성분 측정, 혈압 측정 및 상담
•공단 현안사항 홍보
•주거생활 주변에서 서식하는 위생해충 실태 및 예방
(제거 방법 소개)
•표본전시, 기념품 증정
•두뇌 신체활동(딩딩링 스피드반지, 펜토미노)
•홍보활동(브레인푸드 전시, 대형퍼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
(사)한국방역협회
성남시지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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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를 만나다
자기희생적 사랑을 통해 마침내 구원을 얻다

개관 초기부터 꾸준한 자체 제작 기획물을 선보

를 그대로 전해주는 영혼과 육체의 싸움을 주제

여온 성남아트센터가 2017년 오페라 <탄호이저>

로 하는 이 오페라의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 담고

를 무대에 올린다. 1979년 국립오페라단의 번안

있다. 서곡만 들어도 그 오페라의 내용을 짐작할

무대 이후 독일어로 선보이는 국내 초연으로 관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용해돼 있고 장중하다.

심을 끄는 작품이다. 원제는 <탄호이저와 바르트

이 밖에도 ‘저녁별의 노래’, ‘순례자의 합창’을 들

부르크의 노래시합>이며, 배경은 13세기 독일 튀

으면 클래식 음악팬이 아니더라도 “아하, 이 음

링겐의 바르트부르크다.

악이 바그너 작품이었어?” 하면서 저절로 박자를

바그너의 오페라는 워낙 방대해서 쉽게 제작하

맞추며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 중의 한 곡이 바

기 어렵고 3시간이 넘는 공연시간과 무거운 주제

로 결혼식에서 신부 입장 때 연주되는 가장 대표

등으로 국내 무대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었다.

적인 음악, 결혼행진곡이다.

특히 국내 제작 프로덕션으로 선보이는 전막 공

성남문화재단은 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그너

연은 더욱 드물었다.

전문 가수와 지휘자 등으로 바그너 음악극의 정

오페라 <탄호이저>는 순결하고 지순한 사랑과

수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관능적 쾌락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인간의 내면

연출가 박상연, 지휘자 미카엘 보더, 유럽의 주

을 담은 작품이다. 바그너의 명작 중에서도 가장

요 극장에서 탄호이저로 호평받는 로버트 딘 스

대중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줄거리는 중세 시

미스를 비롯해 테너 김석철, 엘리자베트역 소프

대 음유시인이자 기사인 ‘탄호이저’가 환락의 여

라노 서선영, 비너스역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 등

신 ‘베누스’의 동굴에서 관능적 생활에 빠졌다는

국내외 정상의 연출진과 성악가들, 그리고 강남

이유로 동료들과 교황에게 버림받게 되지만 결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첸트로 오페라 합창단이 수

국 연인 ‘엘리자베트’의 희생으로 신의 구원을 받

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다.

■ 공연일시 : 10.26(목) 19:30, 10.28(토), 10.29(일) 15:00

는 이야기다.

성남아트센터만의 노하우와 독창성을 담고 작품

■ 탄호이저역 : 테너 로버트 딘 스미스(목일), 김석철(토)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 귀에 익숙한 멜로디가

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명품 오페라 <탄호이저>.

■ 티켓 : VIP 22만 원, R 15만 원, S 8만 원,

우리에게 친숙하다. 먼저 바그너의 유명한 관현

이제 선택 후 감상은 여러분의 몫이다.

악곡으로 ‘탄호이저 서곡’은 탄호이저의 분위기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사진 : 성남문화재단 제공

◀테너
로버트 딘 스미스,
김석철

A 5만 원, B 2만5천 원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031-783-8000

이달의 공연·전시
SUN

MON

1

2

2017
TUE

가족뮤지컬 “렛잇고2”

어린이교육체험展 〈MISSING〉

일시 : 9.30(토)~10.1(일)
11:00, 14:00, 16: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3만5천 원
문의 : 극단 예일
02-555-0822~3

일시 : ~10.1(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가격 : 성인 5천 원, 학생 4천 원,
36개월이상~미취학아동
2천 원, 65세 이상 무료
문의 : 031-783-8141~9

8

9 한글날

15

WED

THU

FRI

4 추석

5

6

11
제3회 도촌 위드(WITH)
음악회

2017 이승철 theatre tour
<Oh! Happy Day>

일시 : 10.11(수) 19:00
장소 : 콘서트홀

일시 : 10.14(토), 19:00
장소 : 도촌중학교 야외특설무대
가격 : 1천 원
문의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031-720-8500

일시 : 10.14(토) 18: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13만2천 원,
R석 11만 원, S석 8만8천 원,
행복석 5만5천 원
문의 : 02-2279-6581

17

일시 : 8.25(금)~10.15(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매주
수요일 20:00까지
연장개관)
장소 : 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 031-783-8141~9

23/30

24/31

: 영화

: 무료

19

20

2017 마티네 콘서트 브람스,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10월)

장수상회 - 2017 시리즈
연극 만원(滿員)

일시 : 10.19(목) 11: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전석 2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일시 : 10.20(금)~10.22(일)
금 16:00, 20:00,
토일 14:00, 17:00
장소 : 앙상블시어터
가격 : 전석 1만 원
문의 : 031-783-8000

25

26

27

성남시립교향악단
147회 정기연주회

오페라 <탄호이저>

분당노인복지관 클래식
제3회 「석운음악회」
기타동아리 제1회 정기연주회 행복한 순간 그 설레임

일시 : 10.25(수) 20:00
장소 : 콘서트홀
가격 : R석 2만 원,
S석 1만5천 원,
A석 1만 원
문의 : 031-729-4809
: 전시

14

제6회 초림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남청년작가展3

22/29

SAT

일시 : 10.26(목) 19:30,
10.28(토) 29(일) 15:00
장소 : 오페라하우스
가격 : VIP석 22만 원,
R석 15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2만5천 원
문의 : 031-783-8000

일시 : 10.27(금) 15:00
장소 : 분당구 불정로 50
(정자역 1번 출구)
가격 : 전석초대
문의 : 분당노인종합복지관
031-785-9200

일시 : 10.26(목) 19:00~20:00
장소 : 한국잡월드 나래울 극장
내용 : 어르신 산책로 기금마련
자선 음악회
문의 : 석운노인전문요양원
031-7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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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성남·성남인

OCTOBER 2017

http://snvision.seongnam.go.kr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튼튼하게”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이 만든 분당경영고 사회적협동조합 ‘해솔’ 카페
불곡산을 마주하고 탄천변(분당구 금곡동)에 자

다. 공민체(2학년) 군은 “석식이 없어

리한 분당경영고등학교(교장 황윤규) 사회적협동

져서 불편했는데 카페를 이용하므로

조합 ‘해솔’ 카페를 찾았다. 정규수업이 막 끝난

교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

시간이라 카페에는 많은 학생들로 붐볐다.

다”고 한다.

올해 5월 18일 문을 연 ‘해솔’은 133명의 조합원

“수업시간 이론으로 배우고 카페에서

중 107명이 학생 조합원이다.

실습할 수 있어 일하면서 뿌듯하다”

“동아리를 활성화해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는 관광서비스과 윤금호(2학년) 군은

기초를 마련해 주고 싶다. 학부모회 임원으로 활

여행을 좋아해서 한국관광

동하며 교육도 받고 이곳 ‘해솔’에서 봉사하게 됐

공사에 입사하는 꿈을 키

다”는 한길수 이사장은 학부모 조합원이다.

워가고 있다. 창업경영과

남민혜 부이사장은 “분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반

장민서(1학년) 양은 “카

영하고, 그 결과에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페가 좋아서 친구 따라

학부모 조합원으로서 이 일을 함께해서 즐겁고,

왔다가 봉사하게 됐다”

앞으로 ‘해솔’은 학생들의 복지증

이런 공간이 학교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고 한다.

진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생각한다”고 했다.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도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카페 안

어떻게 학교에 카페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놀랐

‘해솔’ 카페가 탄생하기까지 학부모와

작은 공간은 모임장소로 누구나 무

다는 김정아 매니저는 “취업했다고 찾아오는 반

학생, 교직원이 하나 되는 역할의 중심에 학부모

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가운 학생, 체험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당당

회와 심상숙(디자인과) 부장교사가 있다.

경영고등학교(전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13

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학생, 실수는 있지만 기초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실습의 공간으로, 봉

년 교명을 변경했다. 20회 졸업생 9,246명을 배

적인 일을 겪고 나간다는 생각에서 이곳 ‘해솔’은

사를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학교 상담공간으로

출하고 올 7월 학과 개편을 통해 회계금융과, 스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충실한 역할을 하며 아침, 점심, 방과 후에만 문

마트경영과, IT소프트웨어과, 그래픽디자인과,

학생조합원 이사로 활동하는 김이진(1학년) 양은

을 연다.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시간도 잘

호텔관광경영과 등 36학급을 운영한다. 오는 11

“협동조합회의에 참여한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

지킨다. 분리수거도 스스로 하고, 교육에 참여하

월 3일부터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준비하고

이었다. 지각, 흡연 학생이 없고 급식이 맛있는

고, 카페 이름과 메뉴판을 디자인하고 카페를 꾸

있다.

학교”라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학교

미는 일까지 모두 학생들 스스로 한다.” 그래서



내에 있고 가격도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한

아이들을 믿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다.

분당경영고등학교 ‘해솔’ 카페 070-8840-0518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기업 ㈜동광이엔지
성남시 주최 취업박람회 ‘구직자 사진 무료 촬영 후원 협약식’ 가져
지난 9월 4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동광이엔

복지관, 장애인협회, 경로당, 복지법인 등 많은

지(대표 한희주)의 ‘구직자 사진 촬영 후원에 관

곳에서 자원 봉사와 기부금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 내용은 성남시

해오고 있다.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

주최로 열리는 취업박람회의 구직자에게 사진 촬

지 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인 직원들은 퇴사자가

영·인화 및 의상 대여비용 일체를 포함해 무료로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회사와 자신의 일에 대한 자

이력서 사진을 촬영해 주는 것이다.

부심이 크다.

㈜동광이엔지는 시와 협약식 전인 4월부터 이미

이제는 모든 직원이 평균 연령 65.6세임에도 불

성남시 취업박람회에서 무료로 사진촬영 후원을

구하고 한여름 무더위를 참아내고 한겨울 찬바람

하고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기 쉬운 후원 사업을

을 이겨내며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분당 곳곳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을 누비며 정해진 검침 기간 내 일을 거뜬히 해내

긍정의 기운이 진하게 전해졌다.

의미로 협약식을 하게 됐다.

는 베테랑이다.

한희주 대표는 “㈜동광이엔지는 근로자가 주인이

㈜동광이엔지는 2011년 법인으로 설립돼 2012년

사내 최고령자지만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신남순

돼 함께 만들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안정

분당구의 상수도 검침 용역을 하면서 시민기업으

(75) 어르신은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세

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하고 있다. 회사

로 시작해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

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일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의 성장이 곧 근로자의 삶이 되고 청소년과 어르

증을 받았다. 현재 11명의 전 직원이 주주이고 그

가장 어려운 것이 노는 일이다. 힘들다 생각하면

신 모두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중 1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힘이 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 힘들지 않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만들고 있다”고 회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시

다”고 말씀하신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어

사의 이념을 말해 준다.

작한 이 작은 회사는 지금까지 노인요양원, 노인

르신에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감사한 마음과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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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옷” 자부심으로 전통 한복 짓는 네 자매
‘한 땀 한 땀’ 시침 뜨고 박음질하고 여미는, 섬세한 바느질로 30년
“한복의 예쁜 선과 색감이 좋아서 한복을 짓기 시작

미소 짓게 된다는 순옥 씨는 “우리가 만드

했는데... 어느새 30년이 넘었네요.”

는 한복은 전통한복으로 도소매 시장에서

수정구 태평동 ‘김수진 한복’은 네 자매가 그 곳 한

흔히 볼 수 있는 한복과는 다릅니다”라며

자리에서 한복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장인정신을

“바느질법이 달라서 선이 아름답고, 옷의

바탕으로 아름다운 전통 한복을 만들고 있다.

원단이나 색감도 달라서 입으면 우아하고

첫째 김운자(64) 씨는 디자인, 둘째 은영(61) 씨는

기품이 있지요”라고 말한다.

치마 바느질. 셋째 한수(58) 씨는 저고리 바느질.

이들 네 자매가 만드는 한복은 유행에 민

넷째 순옥(55) 씨는 디자인과 수를 놓고 있다. 네 자

감하지 않고 한복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

매는 모두 한복을 짓는다. 다만 좀 더 아름다운 한

오래 돼도 빛날 수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

복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으로 분업을 하고 있다.

이 있는 전통한복이다. ‘한 땀 한 땀’ 시침

이들 자매는 상담부터 사이즈 실측, 한복 제작까지

뜨고 박음질하고 여미는, 섬세하고 까다

한 곳에서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대를 이은 단골 확

로운 바느질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 때문

보는 물론 소비자에게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불평

에 보통 맞춤 한복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담일로부터

또 그녀는“ 한복이 결혼식 때 한 번 입고 마는 예복

을 받은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실력은 입소문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으로만 여기니, 한복의 생명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

이 나 있다.

한복이 옛날에는 모두의 일상복이었지만, 현재는

다”면서 “일 년에 하루라도 전통 한복을 입는 날이

그 비결에 대해 운자 씨는 “한복의 특성상 자주 입

설추석 명절처럼 좋은 날, 그리고 결혼식, 부모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한복을 맞추러 온 손님들이

의 환갑, 칠순잔치, 아이의 돌잔치 등 인생에서 가

전통 한복의 위상은 최근 대중화된 개량 한복이나

옷감이나 디자인 선택에 무척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장 중요한 날 입는다.

생활 한복과는 조금 다르다. 우리 옷이라는 전통이

많아요, 그럴 때 30년 한복을 만든 안목으로 지나치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마저도 한복을 불편해 하

있고, 예의와 격식이 있어 품위 있고 우아하다. 그

게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몇 년 뒤에 꺼내 보아도 뒤

며 입기를 꺼린다. 순옥 씨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

런 우리 문화 우리 옷,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추천하지요”라고 설명

오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한복 입을 일도 없는

가져주길 바라본다.

한다.

데...”라고 하면서 한복이 행사 때나 입는 옷으로 인

손님이 완성된 한복을 입어보고 만족해할 때 같이

식된 시류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왼쪽부터 첫째 김운자, 둘째 은영, 셋째 한수, 넷째 순옥 씨

김수진한복 031-752-4404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마음을 미리 냅니다
미리내 운동, 돈보다 사람이 먼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의 초등학생 아이들, 맛있게
먹어요’, ‘중간고사 망친 우울한 대학생, 따뜻한 커
피 마셔요.’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앞 토스트 가게, 토스트 값을
미리 낸다는 쿠폰과 고맙다는 쪽지가 한 쪽 벽을 채
▲성남의 미리내 가게, 동서울대 앞 토스트 가게

워가고 있다. 미리내 운동이다.
미리내 운동은 가게에 돈을 미리 내서 다른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
회운동이다. 2013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적으로 530여 가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음
식점, 목욕탕, 동물병원 등 업종도 다양

리 식으로 바꾼 것이 미리내 운동입니다.”

주는 학생들이 고마워서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미리내 운동은 운영조직이나 대표가 없다. 김 교

일을 고민하던 중, 미리내 운동 소식을 듣고 미리내

수는 “가게에서 상황에 맞게 나누는 거니까 운

현판을 달았다. 벌써 4년째다. 3년 전부터는 동서

영 조직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가게들을 방

울대학교에 매달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하며, 참여 방법도 여러 가지다.

해만 할 뿐이죠”라고 한다. 김 교수는 미리

토스트 가게 사장님은 “나눔이 생활 속에 정착되면

미리내 운동을 시작한 동서울대학교

내 운동을 알리고, 미리내 가게들이 서로 소

좋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각자의 자리에

김준호 교수를 만났다. “기부 어플리케

통할 수 있도록 이어준다. 미리 내는 마음이

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 돼요. 마음으로 나누고

이션을 개발하고 나서 반응을 보니

미리내(은하수)처럼 번져가길 바랄 뿐이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라고 한다.

기부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내

성남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 지하식당을 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뜻 건네는 손

가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

작으로 태평동 중앙시장의 즉석두부, 금곡

님들, 바쁜 중에 미리내 쿠폰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

심하는 거죠. 기부 이전에 나누는

동의 보청기 전문점, 위례 서일로의 유기농

기는 미리내 사장님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임을

문화가 일상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빵집 등 여섯 곳이 미리내 운동에 참여하고

알려 준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탈리아
의 서스펜디드 커피 운동을 보고 우

있다.
동서울대학교 앞 토스트 가게, 가게를 찾아
◀미리내 운동을 시작한 김준호 교수

미리내운동 홈페이지 http://www.mirinae.so/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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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 더 가까이! 성남시의회가 갑니다
가을 맞아 다채롭게 열리는 체육대회 및 문화제 등 시민참여행사에 적극 참여

▲관내 각 곳에서 열리고 있는 체육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중인 성남시의회

가을을 맞아 관내 각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운동회의
계절을 맞아 종목별 여러 체육대회가 열리고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행사도 풍요
롭다.

▲수어문화제에 참석해 ‘사랑해요’라는 수화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의원 및 초청 내빈

성남시의회 의원들 역시 가을을 맞아 더욱 분주해졌다. 무더운 여름이 끝나 시
민들의 외부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모든 의원들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

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장은 “우리 사회에 최근 화두로 던져지고 있는 것들이 많

아, 곳곳에서 소통행보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단순 행사 참여 외

다. 모든 의원들은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 여러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에도 현장에 미리 도착해 안전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왕성한 활동이 돋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을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의회 안팎에서

인다는 후문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활동을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청소년

한편 성남시의회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범시민 표창수여식을 9월 26일(화) 개

안전’ 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각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

최할 예정이다. 관내 각 동에서 추천된 모범시민들과 축하객 등이 방문하는 이

는 등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날에는 본회의장 등 청사가 전격 개방된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양구군 비교견학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관광 벤치마킹

▲을지전망대를 방문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타 시군 선진복지우수관광 벤치마킹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길을 끌었다. 지역주민을 비롯해 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벤

9월 5~6일 1박 2일간 양구군에서 비

광객을 위한 정책은 물론, 관내 기관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남양주시

치마킹으로 시민을 위한 이용자 중

교견학을 했다. 양구군은 최전방에

들과의 협력도 돋보였다.

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군에서 국

심의 통합 복지지원 서비스 전달 체

위치한 안보도시로 유명하기에 행정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은 양구

내 선진복지 사례와 우수 문화관광

계와 타 시·군의 문화관광 인프라 개

교육체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번 견

군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을 교류하

요소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발에 대한 노력들을 직접 비교 견학

학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최근 북한

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를 시작

할 수 있어 생산적인 시간이 됐다”고

동향이 좋지 않아 안보가 국가적 주요

위원들은 “1박 2일, 짧은 기간 동안

으로 청송 객주문학관, 영양군 음식

밝혔다.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안보의식

디미방, 지훈문학관 등을 고루 방문

뒤이어 “영양군청과 영양군의회를 방

위원들은 양구통일관을 비롯해 제4

고취는 물론, 양구군의 관광객 유입

한 문화복지위원회는 관계자들로부

문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앞장설 수

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등을

을 위한 행정 요소 및 정책 등을 면

터 기관별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성

있는 다양한 방안을 청취했다는 점

고루 방문했다.

밀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남시 도입 가능 정책을 연구하는 등

도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내·외부를 막론한 행정 서비스도 눈

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견학 전후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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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최

시의회단신

성남시의회, 2017 하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특강 실시
성남시의회는 8월 28일, 전 의원과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7 하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김병준
교수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1부 강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배진경 강사가 마

▲제232회 임시회 개회식

이크를 잡았다. 성희롱 및 성매매에 관한 강의에
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성폭력의 범위와 문제점

•일정 : 2017. 9. 14(금)~ 9. 22(금) 9일간
•내용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주요 안건 :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건

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2부 강의에서는 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
관이었던 김병준 교수가 ‘분권과 자치’라는 주제
로 특강을 이어갔다. 임시회 종료 직후 이뤄진 강
의에서 의원들의 참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
다. 계속되는 질문과 토론으로 예정 종료시간보다

▶ 조례 제정 : 5건		

▶ 동의안 : 14건

강의가 길어졌음에도 이석 없이 많은 의원이 꾸준

▶ 조례 개정 : 7건		

▶ 결의안 : 1건

히 강의를 청취했다.

▶ 규칙 제정 : 1건		

▶ 기 타 : 2건

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
로도 이런 내실 있는 특강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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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뚝 떨어진 기온! 대상포진 주의

구정완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

뚝 떨어진 기온과 함께 면역력도 뚝! 으슬으슬 감기

역기능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가 되살아나서 이 병에 걸리

Q 대상포진은 통증이 상당하다던데, 별 통증 없이

인 줄 알았더니, 오한과 발열 후 수포발진이 올라오

게 된다. 젊은 사람도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심하면 생길 수

피부 발진만 나타날 수 있나요?

는 대상포진이라고요? 최근 일교차가 매우 커지면

있고, 50세 이상 여성에게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A 있다. 환자가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거나 면역력이 좋

서 신체 적응력이나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각종 질

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통증 없이 가려움이나 감각 이상 정
도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은 환절기에 잦기 때문에 이즈음

Q 대상포진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A 대상포진은 오한과 발열에 속이 메스껍거나 권태감이 생

몸에 이상이 생기면 으레 감기로 여기기 쉽다. 온몸

기는 등 마치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몸

이 욱신대고 오한과 발열이 있어 감기가 온 것이라

이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이상이 나타난다. 두통과

Q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나요?
A 대상포진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심해지고 부위에

생각하지만, 무조건 이러한 증상이라고 해서 감기

호흡곤란, 복통, 팔다리 저림, 근육통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

따라 합병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눈 주위에 생긴 경우

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질환에 걸려도 감기와 유사

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포가 올라오기 전까지

에는 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안면부 및 귀를

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는 대상포진 확진이 어렵고 통증은 수포발진이 나타나기 4,5

침범한 경우에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올 수 있다. 대표적인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환절기인 10, 11월에 발

일 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피로가 원인이거나 단순 피부병

합병증인 신경통은 환자의 10~18%가 겪는데, 주로 화끈거리

병이 급증하는 만큼 요즘 같은 환절기에 대상포진

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다. 만약 급성 통증이 나타난 뒤 포진

거나 쿡쿡 쑤시고 찌르는 듯한 만성통증을 뜻하며 몇 달 또

에 걸리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 띠 형태를 보이며 몸 한 쪽에서만 나타나면 대상포진을

는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만성통증은 수면방해 및 우울

의심해보고 즉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증, 만성피로 등도 초래할 수 있다.

병에 노출된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Q 대상포진은 왜 생기나요?
A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어릴 때 수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이 바이

Q 재발이 가능한가요? 절절한 예방법은?
A 대상포진에 걸렸던 사람도 5% 미만이지만 재발할 수 있

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을 타고 척수 속에 오

다. 현재까지 대상포진 및 그로 인한 포진 이후 신경통을 예

랜 기간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며,

생체 내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활성화돼 이 병을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 섭취,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며

일으킨다.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 대상포진은 누가 잘 생기나요?
A 대상포진은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AIDS 혹은 암

면역력 저하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질

등이 있는 환자,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 전신적 면

방 및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환,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예

건강교실
만 60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 지원

•접종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1957.12.31 이전 출생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난청조기진단)

 만 65세(195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은 전국 지정 병·의원 어디서나

•대상 : 주소지가 성남시인 임산부 또는 신생아

 만 60~64세(1953.1.1~1957.12.31)는 성남시 지정 병·의원에서만

•내용 : 1차 선별검사(AABR 또는 AOAE)  무료쿠폰 지급,

•접종장소 : 가까운 지정 병·의원(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2차 확진검사(ABR)  본인부담금만 지원

보건소(09:00~16:00, 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기간 : 임신 34주~출생 후 20일 이내

•접종기간(연령별 접종기간 반드시 확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만75세 이상(1942.12.31 이전 출생자) : 9.26(화)~11.15(수)
※만 60~74세(1943.1.1~1957.12.31)는 9.26~10.11 기간 동안 접종 불가
 만60~74세(1943.1.1~1957.12.31) : 10.12(목)~11.15(수)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수정구보건소 031-729-3845, 3847, 중원구보건소 031-729-3908
분당구보건소 031-729-3966~7, 판교보건지소 031-729-4235~7

•대상 : 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받은 생후 4~71개월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30% 이하) 중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30% 이하  최대 20만 원
•신청기간 :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당해 연도 지원
7~12월 검진수검자  다음 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바스기념병원 추계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대상 : 기저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일시 : 11.23(목) 13:00~17:00
•대상 :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성인 50명

•내용 :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6천 원

•신청기간 : 10.23(월)~11.17(금) 전화접수

•신청기간 : 영아출생~만 24개월 전날까지
보바스기념병원 사회복지팀 031-786-3419

수정구보건소 031-72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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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산책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여행

정치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여행 동반자도 중요한 여행 요소다. 금강산 유람을 하는 선비
들은 남자종을 반드시 동반했다. 종은 말을 끌고 짐을 들며 심
부름을 했다. 악기를 연주해 흥을 돋우는 악공과 아름다운 경
치를 그림으로 옮길 화공, 그리고 기생이 동반하는 사례도 많
았다. 산에서는 승려들이 가이드 역할을 담당했다. 유람객이
많이 찾는 절의 승려는 길 안내와 가마꾼 역할을 한 것은 물
론, 식사와 잠자리까지 절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이
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절을 떠나는 승려들도 많았다.
선비들은 금강산의 경치와 문화유산을 구경하는 중에도 시 쓰
기, 독서와 토론, 제명(題名)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먼저
▲김홍도, 치폭, 금강사군첩, 국립중앙박물관
▲정선, 단발령망금강산, 신묘년풍악도첩, 국립중앙박물관
: 선비들이 앉아 있는 왼쪽의 한 줄기 물길이 치폭을 하는 폭포다. : 금강산 여행의 초입인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는
선비들의 모습, 타고 온 남여도 보인다.

시 쓰기는 특정장소에 이르러 선인들이 지은 시를 회상한 다
음, 이와 비교해 자신의 감흥을 시로 옮겼다. 이 때문에 유람
중에 쓴 시는 대개 명승지나 절과 같이 소재가 중복됐다. 또한

여름휴가에 이어 열흘 정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다. 일상을 떠나 한적한 휴

유람 중에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로 『심경』, 『근사록』 등 유람의 중요

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행 문화는 요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조선

한 목적 중 하나인 마음공부에 도움에 되는 책을 읽었다.

시대 선비들은 명산을 유람하는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

명승지에 자신의 이름이나 시를 쓰는 제명은 중국에서 유래해 조선시대에 매

에 금강산 여행을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금강산의 경치

우 성행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이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 자신

구경뿐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산과 물의 모습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깨닫

의 이름을 남겨 비난을 받곤 하는데, 어찌 보면 유구한 전통이 있는 행위다. 금

기 위해 금강산을 찾았다. 그곳에 남아있는 불교 문화재와 선인들의 흔적을 답

강산에서는 만폭동 바위에 새긴 양사언의 제명이 유명해 “만폭동 경치 값이 천

사하고, 현실의 고달픔과 모순을 잊고 잠시 훌쩍 떠나려는 마음은 오늘날의 사

냥이면, 그 중 오백 냥은 양사언의 글씨 값”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선비들이 꼭

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들러 확인하는 필수 코스였다. 금강산에서의 제명은 바위는 물론, 건물 벽과 기

조선시대의 금강산 여행은 오늘날의 해외여행과 비슷한, 아니 그 이상의 준비

둥 등 다양한 곳에 이뤄졌다. 물론 당시에도 이런 행위가 산을 오염시키는 짓이

와 시간, 비용이 필요했다. 여행 계획을 짜는 데는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선비들이 있었다.

문인 ‘유산기(遊山記)’가 중요한 가이드북 역할을 했으며, 금강산에 주재하던 승

긴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여행을 되

려들도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여행비용의 조달, 교통편과 식량의 마련도 간단

짚어 보면, 여행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였음을 새삼 확인

한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금강산 여행은 서울에서 출발하면 금강산을 가고 오

할 수 있다. 이번 연휴가 여행을 통해 다양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

는 데 각각 일주일, 금강산 구경에 이주일 정도가 소요돼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기 바라며, 나아가 금강산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원해

필요했다.

본다.

소비자 Q&A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이전 불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A통신사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한

받들어 휴대폰
도시에서 집을 나와 길을 걷는 법.

지역으로 이전 신청을 했지만 그곳에는 A통신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됐는데 업체에서는 해지위약
금 3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결기준이 궁금합니다.

옷을 입는다. 가방을 챙긴다. 신발을 신는다. 집을 나선다.
휴대폰을 꺼낸다. 휴대폰에 머리를 박는다. 걷는다. 걷는다.
부딪힌다. 가로수에 부딪히든 가로등에 부딪히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설치 불가능한 지역임을 해
당업체가 직접 확인한 상태라면 계약기간 이내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
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도 계약기간이 자동으
로 연장되었을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유학 시

휴대폰에 머리 박은 다른 누군가와 부딪히든 쿵 부딪힌다.
휴대폰 안부를 먼저 묻는다. 괜찮다. 다행이다.
다시 걷는다. 머리 박고.

(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계약기간 이내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
아도 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

정철 |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정철카피’ 대표. 지은 책으로 <꼰대 김철수> <카피책>
<내 머리 사용법> <한 글자>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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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단 20년 ‘관록의 야구명문’

지역 단신

성남 야탑고, 봉황대기 우승

지역케이블 아름방송 8VSB 전환 사업 ‘속도’
추가 요금 없이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 가능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환경의 아날로그 시대 종료를 선언하고 디지털화를 추
진 중이다. 지난 2012년 지상파에서는 이미 아날로그 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케
이블TV 업계도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는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다.
8VSB는 지상파방송이 독점해 온 HD전송 방식이었는데 케이블방송에도 적용
된다. 기존 TV에서 ‘7-1’, ‘9-1’ 같은 번호로 나오던 지상파 HD처럼 케이블 채널
도 8VSB 방식으로 송출돼 디지털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추가 요금 없이
HD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디지털 TV의 경우 전환 즉시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기존
아날로그TV의 경우 무상 제공되는 수신보조장치를 설치하면 디지털 방송을 시
청할 수 있다. 다만 8VSB 전환을 위해서는 시청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성남 지역의 유일한 케이블방송 업체인 아름방송(ABN)에서도 8VSB 전환사업에

▲승리의 주역인 야탑고 야구부 선수들의 힘찬 파이팅!
▶제45회 봉황대기 영광의 우승컵

속도를 내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있다. 현재 8VSB 전
환율은 6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름방송 1544-1100

봉황이 날았다. 지난 9월 1일 열렸던 제45회

프로야구 선수를 여럿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야탑고등학

배출한 야탑고. 2002

교는 충암고등학교를 2:1로 꺾으며 창단 20년

년 단 13명의 선수로

만에 값진 승리를 거머쥐었다. 성남지역 고교

봉황대기 8강에 올

야구팀 최초의 우승이자 경기도 전체에서도

라 고교야구계를 놀

2005년 이후 올린 첫 쾌거였다.

래켰고, 올 봉황대기의

저학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전략으

16강, 8강, 4강도 모두 역전승으로 진출했을 정

로 시즌 초반의 부진을 깨끗이 털어낸 김성용

도로 막강한 팀이다. 지난 6월 전국체전 예선경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자율성을 가장 중시한

기 때 10:0의 스코어를 10:13으로 역전시켰다는

다. “선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찾도

뒷이야기에는 그저 입이 떡 벌어진다.

록 이끌어준다”는 김성용 감독은 “끝까지 믿고

그런데 이런 역전의 귀재들도 당황하게 만든

따라와 준 선수들이 너무 고맙다”고 선수들에

일이 있었다는데, 결승 전날 한 출전 선수의 유

게 공을 돌렸다.

니폼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다. 결국 그 선

팀을 아우르다 보면 가끔 속 썩이는 동생들도

수는 다른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했고,

있다며 웃는 맏형 김동영 주장, 겁 없는 1학년

지금까지도 옷의 행방은 묘연하다니. 누구의

신예 안인산 선수, 시합이 재미있다는 당찬 2

소행일까. ‘선수를 흠모해 온 어느 여고생의 대

학년 선수들, 슬럼프를 이겨내고 봉황대기 최

범하고 앙큼한 소행은 아니었을까’라는 엉뚱한

우수 선수로 등극한 전성재 선수. 내년 프로

추측을 해본다.

야구 입단의 영광을 일궈낸 3학년 이승관(한

역전을 거듭하며 봉황대기의 우승을 이끌어 낸

화 입단예정), 신민혁(NC 입단예정) 선수 등

힘은 학교 방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야탑고등

1) 소멸시효란

감독의 신뢰 속에 선수들은 더 단단해져 가고

학교는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

있었다.

한 보장하는 동시에 선수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오재원(두산), 오재일(두산), 윤석민(KIA) 등 유명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필수로 들어야하는 오

2) 단기소멸시효란

전 수업 외에도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수업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다음의 채권은

마련해 경기력과 인성함양이 조화를 이룰 수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김성룡 감독

법률홈닥터 오지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있도록 한다. 결승
때를 생각하면 지금
도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이충휘 교장
은 “아이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 사
회에 나가서도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기 바
란다”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
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2002년에 구입한 건강식품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밤낮으로 전화를 받으며 당장 위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
금하라는 독촉에 시달렸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등
의 협박에 불안해했습니다. 위 대금을 갚아야 하나요?
A씨에게 설령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러한 내용
을 채권추심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협박을 가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
이므로 불법채권추심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야탑고등학교는 오는 10월 충북 충주에서 열리

④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는 제98회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⑥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다. 2017 봉황의 주인 야탑고등학교, 그 당당한

⑦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위용을 또 한 번 드러내보자.
서동미 기자 ebu73@hanmail.net

문의 : 031-729-2493

명사 초청 강연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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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vision.seongnam.go.kr

10~11월 프로그램

2017년 10월 성남 행복아카데미
강의주제

강사

자연이
10.12(목)
15강
말해주는 것을 김용택
10:00~11:30
받아쓰다
세종이
10.26(목)
16강
꿈꾼
19:30~21:00
세상

신병주

프로그램

강사약력

주요활동

시인
시노래모임
나팔꽃 회장

<주요경력> 제4대 전북작가회 회장
<저서> 「사랑해요 엄마(2016)」 외 대수
<상훈> 제7회 윤동주 문학대상(2012) 외 다수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주요경력> TV조선왕조실록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학예연구사
<저서> 「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2011)」
외 다수

숲놀이학교
환경아 놀자
가을 곤충만나기
에코키즈카페
새친구동고비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생태교실

•인원 : 선착순 600여 명
•문의 : 성남시 평생학습과 031-729-3082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장소 :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

가족에코스쿨
고등학교쌤의
성남생태탐방
[현장접수체험]
고등어선생과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판교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초등심화교육] 박학다식, 문화재보존과학 교실

교육일정
화~금
10:00~10:50
11:10~12:00
화·금
11:00~11:50
화요일
15:30~17:00

대상

내용

5세이상 단체

계절에 따른 다양한 놀이와 체험 단체프로그램
구연동화와 체험활동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환경에
다가가고,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는 단체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통해 곤충과 환경의 관계와 우리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어린이 생태탐사프로그램

5세~7세 단체
8세~13세

금요일
15:30~17:00
토요일
10:00~12:00
토요일
10:30~12:00
일요일
10:30~12:00
일요일
10:00~12:00

5세~7세
어린이1명+
보호자1명 짝궁

어린이·보호자가 짝을 이루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하면서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그램

7세 이상 가족

우리지역의 조류탐사를 하며 새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는 가족 프로그램

5세 이상 가족

계절을 주제로 관찰 및 체험을 하는 가족프로그램

8세 이상 가족

환경과 관련된 재미나고 소중한 체험 가족프로그램

8세 이상 가족

토·일
14:00~16:00

7세 이상

풍생고 학생들과 성남 시내의 생태체험 장소에서
생태탐방 및 놀이를 진행하는 가족참여프로그램
관람객에게 다양한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재능 나눔의 장을 열어주는 학교연계프로그램
(보평고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 진행하는
생태환경교육체험)

※ 참여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무료신청(전화접수 불가) /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전후)부터 다음 달 분 예약 가능 /
특별프로그램 등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 역사 학습 및 문화재보존과학(토기복원) 체험
•교육기간 : 10.15~11.12 매주 일요일(총 10회)

판교생태학습원 http://ppark.seongnam.go.kr, 031-8016-0100

•교육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 4~6학년 200명(교육비 4천 원)
•접수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0.9(월)부터 해당 매주 월요일 10:00~수요일 18:00

10~11월 프로그램

[문화나눔교육] 낙낙한(樂樂閑) 박물관 : 성남여지도를 딛고

프로그램

교육일정

대상

내용

에코 키즈 A

유아단체(5~7세)

•교육주제 : ‘여행주간’과 연계한 옛길 역사 학습 및 고지도 만들기 체험

에코 키즈 B

월~금
오전·오후

10월 - 좋은 흙, 건강한 환경
11월 -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를 이어가요

토요일
오전·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교육기간 : 10.14, 10.21, 10.28, 11.4, 11.11 ※성남시티투어 연계(10.21, 10.28)

맹산숲속이야기

초등단체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교육시간 : 14:00~16:00

유아환경교실

목요일

•교육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생 100명(교육비 3천 원)

유아목공교실

월~금 오후

유아단체(5~7세)

목공 수업을 통해 환경 감수성과 성취감 증진

에코맘 프로젝트

화요일
오전

성인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4주 특강
(천연비누, 천연염색, 리폼교실, 우드버닝)

•접수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10.9(월)부터 해당 매주 월요일 10:00~수요일 18:00

유아단체(5~7세) 다양한 환경이야기를 주제로 한 동극, 인형극 및 오감 체험놀이

목재문화교실

화·목 오후

성인

기후변화와 목재문화(3차시) 생활소품에서 자유 작품까지

[문화나눔교육] 문화가 있는 날, 문화 득템 - 박물관 공방

(아토피 개선1)
숲속 힐링교실

수요일
오후

단체

무궁화 길, 습지, 나비원 등 해설과
함께하는 숲 체험 및 힐링

•교육주제 : 청화백자 공예 체험

(아토피 개선2)
가족목공놀이

수요일
오후

유아가족
초등가족

숲 체험과 연령별 목재활용 수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365 에코 패밀리

4월~11월

초등가족

아빠와 함께하는 맛있는 환경교실

성인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목재 활용 환경교육을 위한
목공문화체험지도자 양성교육 과정

•교육일시 : 10.25(수) 15:00~17:00

목공문화체험지도자
(양성교육)

•교육대상 : 성남시민 20명(교육비 7천 원)
•접수 : 10.16(월) 10:00~선착순 전화 접수

10월~11월

※ 참여방법 :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개별 준비물은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판교박물관 www.pangyomuseum.go.kr, 031-729-4536

맹산생태학습원 http://mpark.seongnam.go.kr, 031-702-1192~3

바야흐로 청소년 시대!! 						
기관
수정
청소년
수련관
중원
청소년
수련관

서현
청소년
수련관

정자
청소년
수련관

판교
청소년
수련관

양지동
청소년
문화의집
은행동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프로그램

장소

대상

10.21(토)~11.4(토)

수련관

청소년 및
지역주민

•성남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연극제

교과연계
체험교육

(5차) 10.21(토)
(6차) 10.28(토)
09:00~17:00

(5차) 여주일대 역사유적지
(6차) 용산 백범 김구기념관

초등
3~6학년
35명

•(5차) 조선시대 역사 탐방을 통한 문화와 발전 특징 파악
•(6차)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 역사의 문화적 특징 파악

질문하는 청소년
「하브루타」

10.14(토)
10.21(토), 10.28(토)
10:00~12:00(3회)

수련관 내
작은도서관

초등
3~6학년

•청소년수련관활동인증제 인증-제5024호
•이솝우화, 그림, 전래동화를 통한 하브루타 실전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창의과학축제

10.28(토)
10:00~17:00

성남시청
(야외광장 및 실내)

청소년
문화놀이터

연중

수련관

청소년 및
지역주민

제2회 정자동 행복마을 축제

10.21(토)
13:00~17:00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사잇길

지역주민 누구나

토론하는
도서관 day
“히트다 히트 역사토론”

10.12~11.30
매주 목요일
16:00~17:30

수련관 강의실

초등 4~6학년
15명

성남시청소년
어울림마당

10.14(토)
14:00~18:00

수련관 앞마당

청소년 및
지역주민

•청소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
체험부스 기획 및 운영, 공연, 놀이, 전시 등 운영
•수련관 홈페이지-열린마당-행사안내 이메일 접수(선착순)

판교25通(통)
힐링로드 축제

10.21(토)
13:00~17:00

판교동 일대

청소년 및
지역주민

•청소년을 중심으로 마을이 함께 소통하고 우리 마을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상점 연계 야외체험 및 작품전시, 청소년 벼룩시장, 보물찾기, 청소년 공연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중고물품 판매 및 벼룩시장 참가 청소년 모집(초등~대학생)

걷go보go즐기는 길거리
「Fun-Around」
4차 활동 참가자 모집

10.21(토), 10.22(일)
총 2회

양지동 일대

2기 청소년축제기획단
『CREW』 모집

9.25(월)~10.13(금)

양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중·고등학생
청소년 10명

은행동 in
어벤져스

10.14(토)~12.2(토)
총 8회

은행동 일대

중1~고3
15명

제22회 성남시
청소년 예술제

일정

청소년재단,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심리검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꿈드림>

상담복지센터 등
연중
상담복지센터

내용

접수

문의

단체관람 유선문의

031-729-9231

유선문의
(현장접수)

031-729-9257

9.23(토) 09:00~
1층 종합안내실

031-729-9351

성남시청
야외광장 현장체험
(일부, 사전접수 실시)

031-729-9434

•청소년 및 청소년 포함 가족을 위한 포켓볼, 탁구시설 일일이용(이용료 1천 원)
•청소년 생일잔치, 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공간 무료 제공

상시접수
전화문의

031-729-9454

•주민 및 청소년 참여 문화공연, 지역주민 재능기부 먹거리 및 체험부스,
행복마을 마켓 등

무료참여

031-729-9536

•역사 주제 토론 활동
- 역사디베이트를 통해 시대별 관통하는 논점 찾기
- 내용 조직, 입론서 쓰기, 교차질문, 원탁토론 등

전화접수

031-729-9553

•축하공연, 개막식
•드론 장애물 경기, 드론 축구 경기
청소년 및 시민 •성남시 학교 동아리 순수과학 체험부스
•과학 아이디어 발명품 전시, 3D 프린팅 시연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길거리 벤치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디자인 기획, 캘리그라피 재능을
공공미술에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심 있는
•미술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시간 부여
중1~대학생 60명
•미술·캘리그라피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유선접수
•청소년축제를 직접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기획단 「CREW」 2기 모집
•축제기획, 자원봉사시간 인정, 음향·조명 교육 등
•실습 위주 안전교육(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등)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한 마을안전지도 제작 및 배포 활동

031-729-9639
홈페이지
행사안내 참조
031-729-9635

유선문의

031-729-9814

9.25~10.13

031-729-9811

홈페이지
행사안내 참조

031-729-9917

관내 청소년 및 •종합심리검사(지능, 성격 등), 지능검사, MMPI, MBTI, 진로적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학부모
* 비용은 홈페이지 참조
학업중단
청소년

•전문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건강검진 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인턴십 및 진로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멘토 모집(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031-756-1388
상시접수
031-729-9170~6

26

독자마당

OCTOBER 2017

http://snvision.seongnam.go.kr

아들아,
네가 진정한
애국자다
김석원 | 분당구 정자동

아주 쉬운
가족사랑
유병숙 | 분당구 분당동

김주리 |
수정구 위례동

“아빠, 이번 생신에는 축하 못 드려 아쉽네요. 이 편지에다 절하

들에게 전달해 준다. 카페에 올라온 편지들을 읽다 보면 부모

면 용돈 두둑이 주실 거죠?”

의 마음이란 한결같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슴을 죄며 품안에 품

마지막 5주차 훈련을 남겨놓은, 군대 간 아들의 편지 일부분이

고 있다. 예전에는 몇 대 독자면 군대를 면제해 주던 시대가 있

다. 기특하다. 군대에서 제 애비 생일 챙길 줄도 알고.

었다. 그러나 지금은 독자가 아닌 아이가 드문 현실이다. 그러다

“사회에서 먹지도 않던 건빵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돼 버렸네

보니 부모는 부모대로 애잔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다고 한

요. 엄마, 아빠! 건빵이 너무 맛있어요. 별사탕도 맛있고….” 입영

다. 더불어 강인한 군인을 만들어야 하는 훈련소의 역할이 여간

후,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써 가족들 눈에서 눈물을 쏙 빼게 하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만큼 사랑으로 자식처럼 보살피겠

훈련소에 가던 날, 그나마 아들 하나 있는데 그조차 군대에 보내

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훈련소에 입소하고 나서 얼마 되지

고 돌아왔더니 집안에 찬바람이 휭 돌았다. 사람이 든 자리는 표

않아 보내온 부대장의 편지 내용이다. 군에서도 부모들을 안심

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시가 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다. 딸

시키기 위해 해당부대의 부대장을 여성 부대장으로 배려한 것

내미마저 제 방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다.

같다. 정말 그 편지를 읽다 보니 적이 안심이 되는 것을 보면 그

길을 가다 보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효과가 그만이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군인만 봐도 울컥했다.

보고 싶다 아들. 그러나 당장 못 보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대한

요즘은 군대도 좋아져 인터넷을 통해 훈련소 전용 카페를 신설

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니까. “아들아, 네가 바로 진정한 애국자

해 놓고 있다. 편지를 카페에 올리면 매일매일 출력해 훈련병

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복무하거라!”

운전 중 라디오를 켜자 음악방송에서 사회자가 하는 말이 귀에

지으면서…. 남편의 양말을 벗겨 마사지하듯 발가락 사이사이를

쏙 들어왔다. 평일 낮 도서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학생이나

부드럽게 지압해 씻겨주며 “오늘도 가족들 위해서 일하느라 힘

취업준비생이 아닌 50~60대 남성들이라는 내용이다. 은퇴 후

들었지?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보쌈김치하고 수육 삶아놨어요”

갈 데도 없고 소일거리도 없어 도서관에 나온다는 이야기다.

라고 하자 “그~으래?” 하며 동공이 확 커졌다. 물론 남편이 좋

2년 전 은퇴 후 도서관에 다닌다는 50대 중반의 아저씨는 “딸이

아하는 막걸리도 꺼내왔다.

자기 엄마하고만 말해요. 같이 산다는 것뿐이지 남도 아니고 가

발을 다 씻겨주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남편의 발을 깨끗하게

족도 아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30년 넘게 열심히 일

닦아주자 “사실은 오늘 회사에서 무척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어요”라

당신이 이렇게 발을 씻겨 주니까 그 스트레스가 확~ 달아났어.

며 아내와 직장에 다니는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집안에서 마

여보, 고마워” 하는 게 아닌가. 단지 발을 씻겨준 것뿐인데 그게

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큰 힘이 된다니 매일은 아니라도

라디오를 끄며 나는 과연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며 무거운 짐

가끔씩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족 간 화목과 사랑 나눔

을 짊어지고 있는 남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생각해 봤다.

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줄이야.

퇴근과 동시에 몇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겨 주세요.

다렸다. 그날 저녁, 일 때문에 곤죽이 돼 돌아온 남편에게 “자기

그 대상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아이들이든 발을 씻겨

야 발 내밀어 봐. 내가 양말 벗겨 줄게” 했더니 금세 남편의 얼

주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남편님들도 아내의 발을 씻겨 주세요.

굴이 환해졌다.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그것은 사랑입니다.”

#가을하늘 #계속 보고 싶다
흰 구름이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가을 하늘, 나도 모르게 와~하고 함성이 나온다.
어느 쪽에 카메라를 돌려 봐도 모두 다 작품이다. 오래도록 보고 싶다. 가을 하늘!

권혜경 |
중원구 여수동

일출을 바라보며
남한산성에 올라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 푸근하게 세상을 덮는 빛처럼 넉넉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독자 수필과 추천도서(원고지 5매 내외, A4 1/2장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200만 화소 이상)을 모집합니다. 2017년 10월 10일(화)까지 보내주세요(주소·연락처 기재).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비전성남> 편집실 전화 : 031-729-2076~8 이메일 : sn9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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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10월 경기 일정
일시

상대팀

경기장

10.01(일) 15:00

부산

부산구덕운동장

10.07(토) 15:00

수원FC

수원종합운동장

10.14(토) 15:00

안양

탄천종합운동장

10.22(일) 15:00

대전

탄천종합운동장

10.29(일) 15:00

경남

창원축구센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제10회 청소년 만화그리기대회 개최

▲전문관람 : 10.17(화)~20(금)

•대상 : 성남시 관내 초등 6학년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

※ 10.20(금) Student day(초·중·고·대학생)

•일시 : 10.21(토), 13:00~19:00

•예매 :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조기예매(할인가)

•주제 : 당일 발표

9.18~10.8, 일반예매(정상가) 10.9~10.21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

•장소 : 성남 서울공항

•준비물 : 그림도구

•내용 : 항공기 시범·곡예 비행 및 지상장비 시범, 군악·의장대

•문의 및 신청 : 전화 031-731-9808, 팩스 031-731-9805,

시험, 각종 체험행사 등

메일 snyouth@hanmail.net ※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 증정

◆부부성장, 다시 쓰는 부부이야기

※ 10.16(금) 10:00~13:00 성남시민에게 지정행사장 무료 개방

•일정 : 10.17(화), 19(목), 24(화), 26(목), 31(화), 11.2(목), 7일(화)

(셔틀버스 운행 : 모란역·태평역 ↔ 행사장 09:00~14:00)

19:00~21:00

서울ADEX2017 www.seouladex.com

•대상 : 성남시 거주 갈등이 있는 부부(자녀 동반 불가)
•내용 : 부부간 갈등을 탐색·해소해 긍정적인 부부관계 만들기
•신청 : 선착순 마감(온라인 접수 www.family.go.kr 참여마당→
프로그램 참여 신청)

•기간 : 10.11(수)~11.29(수) 주 1회 2시간, 8주
•장소 : 성남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분당구 판교로 546)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성인 50명
•접수 : 선착순 전화접수(재료비 5만 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대상 : 성남시 거주 및 소재 근로자(자녀 동반 불가)

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 자

•내용 : 부당해고, 퇴직금, 임금체불 등 근로 상담

•서비스 제공시간 : 월 48시간 이내(타 서비스와 중복 지원불가)

•신청 : 화요일~금요일 13:00~21:00(전화 접수)

•주요서비스 내용
◆워킹맘·워킹대디 소통커뮤니티지원 – 육아상담실 이용

-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병원 및 외출 동행 등

•일정 : 매주 금요일 16:00~21:00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대상 : 0~10세 자녀를 둔 성남시 거주자 및 직장근로자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신청 : 화요일~금요일 13:00~21:00(전화 접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4-9327

•모집기간 : 상시접수(최소 2개월 전 신청)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지원팀 031-720-2845~6

깨알영상공모전

•내용 : 배송기사, 급식조리사, 판매직(주 5일 근무)

•주제 : ①선거관련 ②자유주제

•급여 : 월 83만 원~93만 원(다양한 혜택 및 복지자원 정보 제공)

•대상 : 누구나(개인 및 팀 지원 가능) * 팀의 경우 2인으로 제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031-748-3500

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 40점 이상) 시 누
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1일)를 감경 받는 제도
•신청방법 : 가까운 지구대 또는 파출소·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서약, 또는 인터넷(www.efine.go.kr) 신청

청년길찾기학교 청년참여자 모집
•모집대상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19~25세, 검정고시,
고등학교 중퇴 학력자 우선선발

•운영기간 : 9월~12월, 월~목요일, 14:00~16:00

•접수기간 : 9.4(월)~11.30(목)
•접수방법 : 제작영상 및 접수지원서 이메일 제출
(etv_contest@naver.com)

양친사회복지회 “건강가득! 사랑가득! 자선바자회”

한국선거방송 070-4365-3692,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일시 : 10.12(목) 09:00~17:00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www.workingschool.net/148)
일하는학교 031-753-6584, 카카오톡ID: sadbug

분당제생병원 하반기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 만 20세~만 65세 미만(6개월 이상 활동 가능자)
•분야 : 외래안내, 건강보험검진센터, 중앙공급실,

•장소 : 소망재활원 앞마당(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 12)

2017년 낙생고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내용 : 물품판매, 먹거리 판매, 독감예방접종 및 공연 등
소망재활원 운영지원팀 031-741-3001

•일시 : 10.15(일) 09:00~17:00(낙생고등학교 운동장)

2017년 11~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11.6~12.15

월~금
10:00~12:00

26

월~금
13:00~15:00

26

10.16(월) 09:00 ~ 마감시까지
인터넷 선착순 접수

월~금
15:30~17:30

26

※ 컴퓨터기초 전화접수 병행
031-729-5073

월, 화, 목, 금
18:30~20:30

26

11.7~11.24

화~금
10:00~12:00

20

11.4~11.25

토
10:00~12:00

20

11.6~11.30

월∼목
10:00~12:00

24

11.4~11.25

토
10:00~12:30

24

PC 기초

월,수,금
09:20~10:50

20

인터넷 활용

월,수,금
11:00~12:00

20

월,수,금
13:00~15: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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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속성반
포토샵
엑셀 2010

성남시민

11.6~12.1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사)성남시
장애인
정보화협회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 후 성공 시에 착한운전 마일리

선배에게 정보 얻기, 자격취득, 취업

•대상 :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수급자

중원도서관
(http://jw.snlib.go.kr)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내용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 경험(실습, 인턴십), 전문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모집

수정도서관
(http://sj.snlib.go.kr)

(사)열린문예원 031-702-8377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6개월 이하의

•내용 : 자녀양육 상담 및 발달검사, 다중지능검사

수정구청
(http://www.sujeong-gu.
go.kr)

성남시 양성평등 기금사업-의례지도사 양성과정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일정 : 매주 화요일 18:00~21:00

기관명

(사)새날복지회 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 031-731-9808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이용 대상자 모집
차상위 계층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워킹맘·워킹대디의 직장생활 지원 – 직장 고충상담(개인상담)

학교 밖 청소년

▲일반관람 : 10.21(토)~22(일)

파워포인트
기초부터 활용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
MS워드
디자인 포토샵

한글
엑셀

성남시민

성남시민
성남시민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접수일/접수처

10.24(화) 10:00 ~ 10.26(목)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43-9600
10.17(화) 10:00 ~ 10.19(목)
인터넷 선착순 접수
031-752-3916

수시모집
※ 장애인 : 입회비 1만 원
일반인 : 수업료 5천 원
031-732-6884

이동도서봉사(월~금요일 중 주 1회)
•접수 : 9.29일(금)까지 방문 및 전화                 
분당제생병원 사회사업과 031-779-0957

우리 동네 상권

상대원시장이 달라졌어요
전국 최초 계단식 아케이트 설치… 쇼핑환경 최적화
아주 오랜만에 상대원시장을 찾았다. 시장 근처에 거주하던 20

끔히 정리된 시장에 들어서니 “와~ 좋다”란 감탄이 저절로 튀

여 년 동안 저녁 찬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어나왔다. ‘비 오는 날 시장에 왔다가 점포의 처마에서 떨어지

때마다 차례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한결같이 다녔던 시장이다. 상

는 빗물을 맞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부터 ‘무더운 더위도, 매

대원시장은 지난여름 내내 시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비

서운 추위도 시장 안에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기분 좋

가림막 설치와 함께 외관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얼마 전 1차 공사

은 생각도 스쳐지나갔다.

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

둘러보니 시장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는 쌍둥이 기름집도, 부흥

하는 궁금증과 함께 약 1년 만에 방문해 보는 것이다.

기물도 여전하고 시장통을 약간 벗어난 자리, 시장에 왔다가

상대원시장 삼거리 주변은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저렴하게 공

허기도 달랠 겸 잠시 쉬었다 가던 국밥집, 곱창, 닭갈비, 홍어

급한다”는 상가에서부터 “여름철엔 줄을 서야 맛 볼 수 있다”

전문점 또한 여전했다. 품목당 서너 곳씩 있는 반찬, 정육, 수

는 냉면집 등 갖가지 생필품과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산, 떡집 등에선 소비자 유치에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

시장을 둘러싸듯 빼곡하게 들어서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고 있

비자들은 비교와 함께 선택의 여유가 있어 장보는 시간이 즐거

다. 그리고 그 안엔 4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대원시장이

울 듯하다.

있다.

상대원 1동에 거주하는 곽소영 주부는 “따끈한 어묵이 먹고 싶

시장 입구서부터 길게 이어지는 비가림막, 그 아래로 깔끔하게

을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갓 만들어 나온 수제어묵의

정리된 간판, 점포의 내·외부를 밝히는 환한 조명을 받으며 말

맛이 으뜸이고 올 때마다 떡집에 들러 맛있는 떡 한 팩 구입하
는 것도 잊지 않는다”고.
13년 동안 상인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는 김국남 상인회장은
“비가림막 설치 공사로 불편을 겪어야 했던 고객들에게 죄송하
다”며 “시장 내 대형마트와 아울렛매장, 상인이 함께하는 이벤
트행사를 준비 중이며 소비자를 위해 더 다양한 품질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연중 으뜸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다. 올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속담을 시민과 상인이 한마음으
로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