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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색을더하다 

안양의주요명소를 
나만의 색으로 재워보서l요. 
완성한 작품은 〈우리만양〉으로 보내주세요l SNS와 이메일로 응모 가능합니다. 

응모하신 분들 중 총 네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완성한 작품은 〈우리안잉〉 다음 호 열린 편집실에 공개됩니다-

을목발벌 
아래의 빙법 중 한 가시를 선택해 주세요-
1. 본인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완싱된 」림을 올리고 #우리인잉 #인앙에색을더바다 해시대그를 달이주세요. 
2. 〈우리안앙〉 편집실 이메일 게정(anyang?01κrnaver.com)Q로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세요 

을목긴한 
‘안앙에 색을 더하다’ 마감 날짜는 매월 10일입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E렘니다 

희망찬새해를맞이하자 

일러스트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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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E용~(무술년) 새해, 
소망하시는모든일 
이루시기 -바를텔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희망찬무술년(여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운(開運)을 상징하는 ‘횡금 개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안양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있었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나아간 결과, 많은 의미 

있는 성괴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값진 결실을바탕으로 2018년에도시민과공감 소통하면서 진심 

시정을 열어나가고자합니다. 

> 
y 

끽·-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안양시 공직지들도 

유지경성(有知竟成 ; 뭇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의 자세로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안‘t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앞길에 기쁨과 행복이 

늘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안양시장 



존경하는 60만안양시민여러분! 

희망찬새해가 밝았습니다. 

04 
05 

벚成年(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 

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뭇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시민 여러분께서 안양시의회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성 

원에깊이감사를드리며 새해에도변함없는애정과격려를당부드립니다. 

세계 불안한 정세 속에서도 지난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 3.6%에 이어 2019년 

까지 매년 0.1%씩 완만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경제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렇게 좋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대외적으 

로는북한의 도발에 따른국제적 불안감이 지속되어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존 

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우리는이러한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모두가한마음으로뭉친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22명 의원 모두가 시민 

들과소통하고함께 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 

들어 가도l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희망찬 새 

해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2018년 1월 1일 

안양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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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이 꿈꾸는2〕118년 새해 소망 

2018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해 안양시민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무술년 새해 새 희망을 노래하는 안양시민 300명을 만나보았다i 

2018 년 새해어l 차창바랴는소망운 
푸엿입니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전체 응답자의 45%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다. 취업과 자녀교육이 각 24%, 

15.7%로 2위, 3위를 차지했으며, 자기계발이 9.3%, 기타 소원으로 독립, 다이어트, 금언 등이 6%룰 차지했다l 

남녀 골고루 건강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는 20세에서 60대 이상 전 언렁대에 걸쳐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원도 건강이 최고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기태독립, 다이어트, 금연) ‘ 11 (18명) 

흩훨 

鎬명;)뜯빼 r、 <d-

S口드 자기계발 
뿔= (갱명) 

l醫l g넓f육 

낀J 24% 

*안앙시민 300명 대상 대면 설문조사 진행 



김종업 & 김영입(37년차 부부 / 관양동) 

“새해에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해야 바라는 일, 목표한 꿈에 도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행복01 아닐까생각합니다.” 

황지헬직£벤 /30세) 

“매번 새해 다짐을 하고 작심삼일로 끝났습니다만 

2이8년 새해에는 꼭 금연에 성공해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도록하겠습니다.” 

한다혀|(직ε벤 /25세) 

“올해에는 부모님 슬하를 벗어나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립심을 키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제가 번 돈으로 효도하고 싶습니다.” 

마수빈 & 김하경 & 하채은(안양대 식품영g헥과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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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획득하고 성적 관리도 

조금 더 신경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에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써해,얀양시어l 바랴는접운 
푸엿입니바? 

2018년 안양시민룰이 안양시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역경제 안정과 복지 길밸}가 각 1위, 2위로 뽑혔다. 

300명 중 35.8%에 달하는 107명이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풀겠다고 답했으며 복지 강화톨 바라는 시민은 24.3%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및 편의시설 개선이 20.3%로 뒤따랐으며 이 외 교통 혼잡 문제 해결 14.3% 시민행북정책 및 규제 완화 둥 

기타(시민행복정책, 규제완호” 
(16명) 

기타 의견이 5.3%룰 차지했다. 



김입분 & 윤봉순 & 윤매자{안양9동 /78세) 

“저희는 20년 동안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젊어서 시집와 지금껏 살아보니 우리 안양이 제일 살기가 

좋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좋아진다면 더 

살맛나지 않을까 소묘배 봅니다.” 

심태환{직짙벤 /59세) 

“출퇴근 시간에 시청사거리 쪽이 정말 혼잡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신호체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조금만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먼 더 나은 안양이 

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꽃펀 γ· '• j ·‘ 3 
;t _.._ .1.T 

T} 녁뉴+ 

남궁선구(남부시장 승벤 / 않세)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설상가상 날씨도 추워져서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 속상합니다. 새해에는 

저희 상인들이 신바람 날 수 있도록 경기가 살아났으면 

합니다.” 

송민규(사회복무요원 /22서” 

끼}호|복무요원을 마치면 저도 평범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우한 이웃들이 새해에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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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꿈을더하다 

행복한이슈 1 

사람의김장담그기, 
함께나누면행복해요! 
안양양지초등학교학부모회 

진정한 봉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며 실천은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김장담그기에 나선 사람들, 열정으로 똘똘 뭉쳐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해온 양지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만나본다. 



십시일반 모인 손길로 키운사랑의 배추 

김장절이다. 많은 단체에서 김장을 해 어려운 이웃과 단체에 

전달을 한다. 안양시의 앙지초등학교 학부모회도 해마다 김장 

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을 한다. 이름하여 ‘사랑의 김 

장담그기’다 

양지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회에서는 해마다 50 

여 명이 모여 10년째 김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은 유 

난히 길고 무더웠지만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 없이 솔선수 

범하여 밭에 씨를 뿌리고 시간 나는 틈틈이 학교 텃밭에 들러 

잡초도 뽑고 귀한 배추가 행여 병충해를 입지는 않을까 부지 

런히 살펴왔다. 텃밭을 일궈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해봤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 한편에 

마련된 텃밭에서 나는 배추의 양은 300여 포기를 훌쩍 넘는 

다. 학교 체육관 공사가 보류되면서 그 부지를 활용해 우리 이 

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양지초교와 학부모들은 텃밭을 가꾸어 어려운 환경 

의 이웃들에게 김장을 직접 해 나눠주자고 의건을 모아 시작 

된 것이 벌써 10년째이다. 

텃밭 농사초기에는 아무래도 농사일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수확량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산지 직송으로 배추를 

따로 구입하여 김장을 담그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다가 해를 거 

듭할수록 농사짓는 솜씨들이 늘어서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배 

추가 알이 꽉 차고 수확량도 많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소소한관심과 손길이 십시일반 모여 오늘에 이르 

게 됐다고 연신 뿌듯해하는 양지초교 학부모회의 홍길표 회장 

은 취재팀을 밭으로 안내했다. 겨울 찬바람에 배추가 얼까봐 

꼼꼼하게 덮어 놓은 천을 걷어 올리자 어른 허리만큼 알이 꽉 

찬짙은초록빛의 배추가존재감을드러냈다. 

“예전에는 배추 잎들이 여|쁘게 자라도록 끈으로 묶어줬었는 

데, 요즘에는 배추가 자라면서 오므려지는 품종이 있어요. 벌 

레가 먹지 않도록 너도나도 들러서 틈틈이 관리를 을때주니까 

수확할때뿌듯하죠. ” 

우리 이웃이 웃으면 더불어 건~해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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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양지초교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학부모들로 분 

주했다 아이들 등교를 꼭두새벽부터 챙기고 모인 학부모회 

사람들은 전날 부지런히 절여둔 배추를 양념장에 치대고 먹기 

좋게 담느라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에도 추운 줄을 까말게 잊 

었다. 추위에 코끝과 손이 시려오고 목부터 발목까지 이곳저 

곳이 쑤시지만 이웃과 기분 좋은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마음 

에 모든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진다. 그 따듯한 마음 하나먼 충 

분한 것이 봉사의 힘이고 사랑이라고 전하며 학부모회 사람들 

은밝게웃어보였다. 

수개월 동안 자식처럼 가꾼 배추를 수확해 꼬박 이틀에 걸쳐 

김장을 한 뒤 자가용으로 30여 가구의 이웃들에게 집집마다 

배달을 하고나면 앙지초교 학부모회의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마 

무리 된다. 학부모회에서 담근 300여 포기의 김치는 한부모 가 

정, 조손 가정, 장애우 단체 등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달 

되어 각박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사는 참맛을 느끼게 해준다. 

앙지초등학교 학부모회는 김장담그기 봉사 외에도 율목종합 

복지관 급식 봉사, 양지초등학교 등하꽂길 벽화 그리기 등 따 

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나눔 활동을 다양하 

게 펼치고 있다. 양지초교 학부모회의 봉사를 통해 많은 이웃 

이 웃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웃에게 온기가 전달돼 우리 사회가 

더 건S「해지면 좋겠다는 이들의 바람을 들으니 새해가 더 밝 

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긴다. 



안g때|품을더하다 

행복한이슈 2 

글 배경미명예기자 

사진 박창수 

“지역봉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나눔의 실천이죠” 

01마트펑촌점‘희망나눔봉사단’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윤리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에 동효팅}며 도덕적 의무에 앞장선다.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이마트 평촌점에서 만난 희망나눔 봉사단 정태성 점장. 바쁜 

일손을 멈추고 환한웃음으로 취재진을 맞아준다. 

“희망나눔 봉사단은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무 

엇보다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 

다. 이마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문호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희망나눔 

봉사단도 이런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입니다.” 

희망나눔 봉사단은 지난 2016년 3월 동안구청과의 협약식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과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 

달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2017년 

상반기에는 희망헌혈을 통해 언중 수시로 헌혈을 진행하며 임 

직원이 기증한 헌혈증서로 백혈병 어린이 재단과 지역사회 환 

우들에게기부했다. 

또 희망그림대회를 통해 지역 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사랑 

환경사랑을 테마로 한 그림대회를 진행, 차별화된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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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희망나눔 바자회의 판매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 왔 

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우리 동네 맛있는 김장이야기는 주 

부봉사단과 함께 참여해 더욱 활기를 띠었다. 

가가호호 희망마을은 지역 단체와 언계해 공공시설 환경 개선 

을 통해 주거환경, 마을벽화 학의천변 화단가꾸기로 지역주 

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나눔 문화 확산 표창도 수상했다. 

“지역 주민들의 김장을 도와드리기 위해 재료 후원과 봉사에 

참여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주부봉 

사단 및 직원들과 함께 진행해 무척 뜻 김었습니다. 김장 행사 

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 

웃을 위해 김장을 담그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저희 

가 더 큰 힘을 받은 것 같아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이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더 행복해지는 봉사 

이마트 평촌점 사무실 복도에는 CSR 봉사활동 게시판이 있 

다. 다양한 봉사활동 안내와 봉사 내용이 소개된 게시판에는 

도시락 봉사 밥퍼(피코크데이), 장난감도서관 봉사활동 참여 

일정과 명단이 붙어 있다. 물론 봉사 참여는 철저히 자발적으 

로 직원들의 일정과 참여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앙시장 내에 설치된 희망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난감 소독 

과 정결을 위해 봉사를 하고,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 

는 밥퍼 피코크데이는 어르신들에게 특식 지원과 배식봉사를 

하고있다. 

이들 봉사 이외에도 학교 밖 정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비롯해 

나라사랑 행복박스도 2016년부터 안앙시 보훈대상자 가구에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며 꾸준히 이후어진 봉사활동 가운데 하 

나01다. 

서효선 부점장은 “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저도 상을 드리고 싶어요”라며 조그마한 

열쇠고리를 손에 쥐어줄 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사회공헌활동은 기부로 이루어졌는데 희망나눔봉사단 

활동이 진행되면서 기부에서 참여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 

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 현장에서도 공부방과 책상이 생겼다 

고 좋아하는 정소년과 깨끗해진 환경에 감격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요. 봉사란 함께 나누면서 제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매 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벤트처럼 일회성 행사도 아니고 또 참여만 하는 것이 목적 

이 아닌, 같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희망나눔 봉사단원들의 생각이다. 01들 가운데에는 우연히 봉 

사활동에 참여했고 한 번 두 번 봉사를 하게 되면서 사명감까 

지 생겨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도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단원도 생겼다고 한다. 

“봉사를 함께 하면서 서로 친밀감이 생기고 대호를 통해 서로 

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 본인이 더 큰 행복감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이마트 희망나눔 봉사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생각입니다.” 

“이마트희망나놓봉시단의 
자부심과긍지플가지고 
더욱열심히 
지역사회를위해 
봉사힐-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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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8. 2. 9. ∼ 2. 25. 

-록펠필톨훈·--

| | 
PyieongChang 2018 

Q용 

15종목 
102개금메달 

·동계 올림픽 역대 최다금메달 

..iii뜰뭘필룰풍눔-

환 
Pyeor밍Chm앤 201『 

ι」

6종목 앙\. 
80개금메달 

PyeongChang 2018'" 

ι」

2018 평창동계때럴림픽대회 
2018. 3. 9. ∼ 3. 18. 

-본양얀품- 617H 
알파인스키, 바이애솔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스키, 노르틱 복합, 스키점프, 

스노보드 

-획웰딸흰- 32개 
컬링, 띠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케이팅, 스피드스케이팅 

-쉴린페띔.웰를 9개 

봅솔례이, 루지, 스켈레톤 

-￥싫똥-- 78개 
알따인 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보드 

~經I 2개 

Of이스슬러|지하키, 휠체어컬링 

안양시는 
2018 평창동겨|올럼푹l 
cu한먼국선수탄의 
훌뺨을응원합나Ct! 

룰월 
하나된열정 

Passion. Connected. 
~‘-----역셰 ...... ~..,,., ..... ti 

Passion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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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정신과효택의 정 평창의 새로운시작과세계의 조화 

B 
안양판t2.f, 

평창의 기적을 위해 뭉쳤다 

동아시아 아이스하키팀 중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에는 펑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실제로 올 시즌 대표팀에 12명이 

치출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는 안양한 

라에 달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안양시와 안 

양시민 모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기적을 쏘아 올랄 안 

양한라의 선전을 손 모야 기원해본다, 



안양에꿈을더하다 

행복한이슈 3 

글편집힐 

사진박창수 

추울수록 즐거운 0소o 동외 1꺼옳 
겨울방학이 한효벤 1월, 아이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체험학습 등을 계획하는 가정이 많다. 하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다먼 집안에서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안양 근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체험 현장들을 소개한다. 

안양종합운동장 눈썰매장 .뭘렐파파 

해마다 겨울이면 안양종합운동장에서는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곳으 

로 나뉘어 운영되기 때문에 체격이나 연령에 맞는 썰매타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어린이 

눈썰매장은 야외수영장 유수물 위치에 자리를 즙t<;/다. 약 30m 길이라 눈썰매를 처음 접하 

는 아이들도 무리 없이 탈 수 있다. 썰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미끄럼을 방지해줄 발판 

이 갖춰져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안전요원이 상시 대기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다, 

썰매장 옆쪽으로는 눈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어린 아이들을 플라스틱 썰매에 줄 

줄이 태워 기차처럼 한 바퀴 끌고 다니기도 좋은 곳이다. 씀H긴 눈을 굴려 눈사람을 만들거 

나 보송보송한눈을 손안에 가득 뭉쳐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다 . 

• 우l:XI : 안양Al 동안구 평촌대로 3없(안양종합운동장야외수영쟁 
@ 문으| : 031)381-3266 

@ 이용시간 : 10:00∼17:00 
법 이용요금;성인 어린이 10,000원 * 온라인구매및단체 30% 안양시민 40% 할인 



안양실내빙상장 

쁨&』뼈 ‘했 ~ 

겨울을 만끽하는 즐거움 중에 얼음 위를 마음껏 질주하는 것 

만큼 스렬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00년 개장한 안양 

실내 빙상장은 지하 3층, 지상 1층의 넓고 현대적인 시설로 안 

양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아무 준비 없 

이 방문해도 장비 대여부터 강습까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 

다는게가장큰장점이다 

특히 지난 10월 준공 이후 새 단장을 끝내고 맞이한 이곳은 

올 겨울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총 11억 원을 들여 5개월간 진 

행된 보수공사를 통해 빙상장은 국제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 

던 아이스하키 링크장규격(30m × 61m)을국제경기장규격 

(30m × 60m)에 맞추어 설치하는 한편, 국저|아이스하키연맹 

및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정한 최신 기준에 맞춘 안전펜스 

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어|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조명기기 

를 LED로 교체하고 아이스링크 빙판설비 방식을 소구경에서 

대구경으로 변경하여 사계절 레저와 스포츠 공간으로 거듭날 

채비를마쳤다 

미끄러질까 삼삼오오 손을 잡고 조심조심 얼음을 지치는 아 

이,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학부모 등 이곳에서 

는 누구나 즐겁고 짜릿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줍다고 방에 

만 움츠려 있지 말고 빙상장에서 짜릿한 겨울의 진정한 매력 

속에빠져보는건어떨까 

• 우!;ti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 문의 : 031)389-5227∼8 

호계체육관볼링장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람 

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더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안양 

시 볼링의 메카라고 불리는 호계체육관 볼링장은 볼링을 사 

랑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32개의 레인이 갖추어진 넓은 공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한 최신식 시설로 꾸며져 있다, 또 

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만큼 여느 볼랑장 보다 

정결한 환경을 자랑한다 때문에 볼링장을 처음 찾은 사람들 

도 “시설이 깔끔하다”, “공간이 넓어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 

좋다”고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 이용과 신발 대여 

등 저렴한 가격도 이곳만의 매력이다, 

다양한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 볼링장은 이색적인 모임 장소 

로도 제격이다. 술잔 대신 볼링공을 들고 레일로 힘차게 굴리 

다 보면 볼링핀이 넘어가는 소리에 어느새 스트레스도 날려 

버랄수있을것이다. 

0 위;ti : 안앙시 동안구 시민대로 74 

@ 문으| : 031)389-5388∼9 
@ 이용시간 :10:00∼24:00 



인문도시안양 

배움마당 

흐l망을 연주화는 꼽의 오케스트라 
안양문호뼈|술재단‘안양브라보’ 

공연 두 시간여를 앞두고 아이들이 공연장에 도착했다. 여느 또래들과 다름없이 마냥 즐겁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무대 위가 낯설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저마다의 악기를 손에 드는 순간 분위기는 달라진다. 

시선은 일제히 지휘자를 향하고 온 감각은 오롯이 서로의 소리로 모아진다.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 

그렇게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다름은 있지만 틀림은 없다 

클래식에서부터 팝 영화 OST까지. 아름다운 회음이 

평촌아트홀을 촉촉이 적셨다. 공연 당일 비가 내려 걱 

정했지만, 오히려 운치와 낭만을 더했다. 공연장을 찾 

은 부모들 역시 행여 나올 실수를 걱정하기 보다는, 아 

이들의 연주 자체를 즐겼다. ‘안양 브라보’ 단원이 되기 

전까지 악기라곤 잡아본 적 없는 ‘초짜’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매주두 번 반복되는 연습과크고 작은무대 경 

험이 아이들을 몰라보게 성장시켰다. ‘비상’이라는 이 

번 공연 타이틀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공연에 관객들의 

박수갈채가쏟아졌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가 지난 11월 25일 제5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 

에 마쳤다. 공연 내내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이 무대 안 

팎을 가득 채웠다.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큰 공연인 만 

큼 감독과 강사, 아이들 모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까 

닭이다. 합주와독주, 신규단원들의 특별 연주에, 달안 

초등학교 빛소리합창단과 국악 연주지들의 초청 무대 

까지 더해져 공연은풍성하게 채워졌다. 

2013년 창단한 ‘안양 브라보’는 흔히 꿈의 오케스트라 

로 불린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t으 

로 펼쳐진 베네수엘라의 음악 교육 지원 사업 ‘엘 시스 

태마(El Sistema)’의 한국판 모댈이다. 그런 만큼 ‘안양 

브라보’ 단원들의 구성도 다채롭다. 차상위계층과 다문 

화가정,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안 

양 브라보’ 안에 다름은 있을지라도 틀림은 없다. 70여 

명 모든 단원들은 음악이란 공통분모를 통해 교감하는 

하나의 공동제일 뿐이다. 

도전, 노력, 성취 그리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의 중심에는 음악이 있 

다. 하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음악은 앞으로 

펼쳐질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의 매개제로 

‘안양 브라보’의 저15회 정기연주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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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하고 있다. 한번도접해보지 못한음악에 대한도 

전과노력으로 저마다의 성취를 이뤄냈듯, 일련의 과정 

을통해 작은사회를경험하게 되는셈이다. 

단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신현민 음악감독과 11명의 강 

사진 역시 기술적인 면보다는 인성 함양에 방점을 찍고 

아이들을교육한다. 여릿의 악기가서로조회롭게 어우 

러져야만 하나의 완벽한 하모니로 완성되는 오케스트 

라의진면목을통해존중과배려 협동이라는삶의중 

요한가치를 알아가도록돕는 것이다. 

음악은기본이다. 경기 지역 소년소녀 관현악단과청소 

년 오케스트라를 이꿀었던 풍부한 경힘을 가진 음악 감 

독과 내로라하는 실력을 갖춘 11명 강사진은 ‘안양 브라 

보’ 아이들의 든든한 구심점이다. 

베네수엘라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통해 열악한 

환경 속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제시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도 마찬 

가지다. 아이들은음악을통해도전과노력, 성취를맛 

보고,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라는 따뜻한 삶의 가 

치를깨달아가고있다. 



새해에읽어보면좋을 

l월의도서 

감정시대 

EBS 〈감정시대〉 제작팀 지음 / 월북 / 2017 

이 책은 다양한 개인들을 인터뷰한 후 그들이 느끼 

는 감정들 중 6가지 공통 감정(불안감, 모멸감, 조}절 

감, 고립감, 상실감, 죄책감을 뽑아 사호|와의 연관성 

을 살펴본다. 현대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을 살펴 

보면 어감이 다소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 왜 생겨난 것일까? 이 책은 그 원인에 우리 사회 

도 포함된다고 지적한다.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은 개 

인의 문제로만 인식될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큰 책 

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감정시대’를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민주주의 

홍명진 지음 / 더난 / 2017 

민주주의의 그 ‘혼란의 광장’에서는 다양성 존중을 

통한 갈등의 조정과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경 

제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말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주권자의 권력을 위임한 정부에게 언제 

든 반대하고 의건과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다. 이 책 

은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며 왜 ‘혼란의 

광장’에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이의 이야 

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역사와 세계사 

적 사건의 예로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일시 : 2018. 1. 5.(금)∼2 28.(수) ‘ 

장소 ; 펑촌아트홀 전시실 
티켓 ; 일반석 20,00Q원(%분 관람) 
문의 ; 륨 031)687-0553 

〈헬로 브릭〉은 우리 주변에 있는 건축과 구조물에 대해 알아보고 아 
이들이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직접 만져보고, 실행하면서 실물 빌트 

인의 구조에 대하여 온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오감자극 어린이 체험 
전이다. ‘룩 앤 아트룸’에서는 과자로 이글루를 만들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체험과 선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 겨울, 아이들에 

' 꺼| 특별한추억을 선물하기에 더없이 좋다. 

일시 : 2018. 1. 27. (토)∼1. 28.(일) 

장소 L안양아트센터 관억홀 

‘ 티켓 ; R석 50,000원,S석 30.000원 

문의 :,'Zr 1영4-3901 

〈강아지똥〉, 〈몽실언니〉로 유명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님의 원작 

. 동화 〈엄마 까투리〉가 가족 뮤지컬로 탄생한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 숲속 모습을 담은 뮤지컬로 자연과 점점 멀어져 가는 현대 아이들에 

게 새로운 체험과 감성적인 놀이터를 제공한다 EBS1V 애니메이션 

〈엄마 까투리〉에 등E면f는 다람쥐와 정설모의 서커스 공연과 쇠똥구 

리와 반닷불이의 비보잉 등 다양한볼거리를 제공한다. 



어린q.1;유화교실(겨울방학특강) 

빼 일시 :2018.1.8. ∼ t 29.(매주 월), 14시∼15시 30분/ 

15시 30분∼17시 

~ 장소‘; 벌말도서관 3층 문화교실 
9 대상 :초등 1∼2학년 10명/초 3∼6학년 10명(총 20명) 

• 내용 ; 손쉬운유화기법을 배워 유호를 직접 그려보는 ‘ 

A。{
-「닙 

031)8α따건30J 

어린이도서관 
r겨울독서교실-창의인성책놀이」 

빼 일시 :2018.1. 9. ∼ t 1a 9시∼12시 30분 

• 장소;어린이도서관 3층극장 

9 대상 ; 초등 4 ∼ 5학년(30명) 
• 내용 ; 뛰어놀며 주체성을높일 수 있는동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다g딴f 책놀이 진행 

@ 문의 : 031)8045-용285 

객울방학특강 

훨 일시 : 2018. 1. 2. ∼ 1.19.(과목별 상이) 

、 tl 장소 ; 삼덕도서관 세미나실 
J). 대상;초등 1 ∼ 6(60명) 
• 내용 ; 독서토론, 북아트, 동화요리 등 4개 강좌 
@ 문으| ,: ,031)8여.않61 

격울독서교실 

團 일시 :2018.1. 8. ∼ 1. 11. 

e 장소; 만안도서관 지하 1층 문화교실 
9 대상;초등 3 ∼ 4학년 

• 내용 ; 도서관 이용법, 글쓰기, 독서토론등 

다양한독후활동 

@ 문으| : 031)8045---6160 

격울방학특강 
「과학?사회교과서 미리보기」 

빼 일시 ;2018.1.15. ∼ 1 25. 

e 장소 ; 만안도서관 문화교실(81층) 

@ 내용 ; 학년별 1학기 과학 사회 교과과정을 간단한 
실습및책과함께예습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방문 및 전화접수 불개 

@ 문의 : 031)80양6151 



인문도시안양 

아름다운풍경 

알록달록 털실옷입은가로수길, 

안양여l술공원에서 만나보서l요! 

겨울철 안양예술공원의 명소회를 위해 추진 

한 털실옷 가로수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 

역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의 유입을 통해 

안양 예술공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 

고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조성한 털실옷 

가로수길은 초등학생부터 중 · 고등학생, 대 

학생,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양시민들 

이 참여로 만들어진 곳이어서 더욱뭇깊다. 

안양예술공원 번영회장 허창선 씨는“각계각 

층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여 안양예술공 

원의 230여 그루의 나무가 럴실로 싼 예쁜 

옷을입게 되었다. 그어디에서도볼수없는 

감동적인 경관을많은분들이 직접 보고즐 

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뜨개질을 하느라 자원봉 

사자들이 여러모로 고생을 했는데 주변에 

서 예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 보람을 느낀 

다”며 감사의 인시를 전했다. 

추운 겨울, 형형색색 아름다운 자태를 뽑내 

고 있는‘털실옷 입은 가로수길’로 떠나보자. 

22 
23 



인문도시안양 

소리로보는세상 

글 최승범(고하문학관 관장) 

떡방o~ 소리 ·•
4 
--

지금은민속촌에 가야겨우먹빙-아쩡는처l힘을할수있지만과거에는새해를앞두고집집미-다떡방아쩡는풍경을 

볼수 있었다. 설날 아침에는 으례 떡국을 힘께 먹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콩 콩 기볍게 시직-히-디- 어느새 흥이 

더해지떤 콩덕-콩 창덕-콩 리뜸을 타듯 떡빙-이- 소리기- 집집미다-울려 피졌다. 

~~J-
(!? -, 

〈소리로 보는 세상〉은 아름다운 우리 소래말)와 그 안에 담긴 정서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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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노래 〈새해풍경〉 

먹는복도 

새해를앞둔그몸께엔집집마다먹치는소리를들을수있 

었다. 집안마다 신정을 쇠든 구정을 쇠든 새해 첫 밥상에 

는 언제나 먹국이 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언제든 마트 

에서 정갈하게 잘린 먹국 먹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집 

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했다. 먹메로 쳐서 손으로 둥글리 

어 길고 가는 가래먹을 만든 다음 꾸덕꾸덕 굳을 때까지 

놓아두었다가 적당한 길이로 토막 낸 먹가래를 얄팍하게 

썰어내었다. 

한때는 곳곳에서 생겨난 먹방앗간에서 먹메 대신 기계가 

해주더니 이제는 그 먹방앗간마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럼에도설날아침, 먹국먹는풍경만은변함이 없다. 

섣달에 들어서면 먹방아 쩡는 소리가 그리워진다. 어린 

시절, 섣달그몸을 앞둔 며칠 동안은 신바람이 났었다. 설 

빔 마련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 장만에 마음부터 들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래먹을 만들기 위해 먹메를 칠 

때의 모습은 지금도 눈 앞에 선하다. 집안살이가 넉넉하 

든 넉넉하지 못하든 먹국차례를 올리기 위해서 가래먹만 

은장만을해야했다. 

먹방F아소리는지나간한해의 애환이 들어 서리기 마련이 

다. 집안살이나 자신에게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많았다면 

그만큼사방에 밝은소리가울려퍼질 터이고, 반대로슬픈 

일, 꽃은 일이 많았다면 먹빙F아도 무겁게 오르내리며 사방 

에 스산한 기운을 퍼뜨릴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옛 어른 

들은 한 해의 슬픈 일, 꽃은 일도 속으로 달래며 먹방아를 

쩡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에 희망을 걸었다. 

지금은 먹방아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새해를 맞아 저마 

다소망을비는건 여전하다. 2018년 모두의 가정에 행복 

과기쁨이깃들기를. 

1 

떡국은그간 

몇차례드셨는기-

나이만큼먹었지 

센하여보시게 

오는해 

개띠이거니 

챙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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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떡국이야 

소떡국으뜸이거니 

생치떡국챙긴이 

더러있긴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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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인-도 

향기롭네 

최승범 

• 1931년생, 시인이자 수필가 

• 1958년 〈현대문학〉에 시 ‘설경’으로 등단 

• 시조, 수필, 문흐뻔구 50여 권의 저서 출간 

• ‘효댁문학상’, ‘가람시조문학상’, ‘효택현대시인상’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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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민영 

사진 박창수 

I 19s1∼73월AfOI 잃어버련 부모.혈채풀 활습LI Cf관-」 

흙 이를:박창숙 
=안양삼성호등학교 
--얻!년째학중암양 

= A~Ci꺼성뼈1 
Otild.ren‘s 뼈me . 

= -좋온징. 

At단빙인혜관째단 
= 1976년 6월 흩트를 홈애셔 
미국으로앙앙용 

내용 : 1'1137 년쟁(시끓농가애써태어낭)-이륨은 빼·** (.힐jtl는 ua> 
어렴풋이 기억Lt는 것은 오빠가2-3 있었다 . 197핸 엄마가큰 오빠롤 
보러 간다고 시끓강올걸어서 버스정휴장으로 항했는댁, 엉마훌 부르댄써 
뒤 따라가다가 시내로줄어 서댄서 잃율 잃었고. 대철 동안를 거리얘셔 
헤뼈댄서이집쩌집올 률아다니며 찰다가 1973. 7.12잃 얀양 .:;121스한 
보월핸 ((게환01휠)때셔 1973 .7.12월 - 1976.7.20월 까지 지낸 
기쪽이있습니다. 

보육훤 얘서 가꺼운상영국민확교훌 1-옳번(19乃년 -1 9까현)를다냈으때 
197t헌 6월.17월빼 훌트훌 훌해여 미국으로 잉양되었음 

• 찢고자하는 부모의 연형 떼가 82-85.셰 정도 이상월거라고때상힐U다 • 
• 요.률은 55셰빼서 60AI 샤이를뼈상함 

언락쩌 ; 이 엉특 010-얹~SE씨5 

' 당신의 작온 관심온 1똑과 생이별의 爛 치유하며 훌수 있습니다 !!! I 
복사 전달하여 주새요. (사진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 

박창숙씨의특별한여정 

40년 만의 얀양, 
그리운자족을찾습니다 

박창숙씨의가족을 찾기 
위해힘을보태고있는 
이병득화백 

안양은 박창숙 씨에게 특별한 도시다. 잠시나마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입양 후 미국에서 생활한 지 약 40년.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한다는 시간이 지나 모국에 대한 

기억은 희미한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져만 간다. 머나먼 여정 끝에 안양까지 찾아온 이유다. 



예상치 못했던 가족과의 이벌, 그리고 입양 

거슬러올라가기엔적지 않은세월이었다. 게다가당시 

매우 어렸기에 남아 있는 기억도 별로 없었다. 올해 10 

월, 박창숙 씨는 안양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 떠난 지 마흔 해 만에 대한민국을찾았다. 감사하 

게도 모국에는 자신을 도외줄 소중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병득 화백으로 미국에서 성당을 다니 

며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친구의 제부(弟夫)다. 

박창숙 씨는 1967년 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렴 

풋이 2∼3명의 오빠가 있었던 기억이 난단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다른 곳에 있는 큰 오삐를 만나러 간다며 함 

께 가겠다고 조르는 다섯 살짜리 딸을 달랜 후 집을 나 

섰다. 그런데도 결국 뒤따라 나온 그는 그만 어머니를 

놓쳤고, 그길로가족과는이별이었다. 며칠간거리를 

헤매며 이집 저집에서 지내다가 1973년 7월 12일 안양 

의 사회복지법인 해관재단좋은집혜 안양크리스찬보 

육원)에 들어갔다. 이후 1976년 7월 20일까지 지낸 것 

은 기록에도 남아 있는 내용이다. 보육원에서 가까운 

삼성국민학교에서 1∼2학년까지 다니던 중 1976년 6월 

17일, 홀트아동복지회를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보육원에서 찾은 작은 기억… 

DNA 검사 일치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며 

양부모는좋은사람이었다. 유복한가정에서 성장한박 

창숙씨는항공기 승무원으로근무했다. 그러다 미국에 

서 결혼하고, 슬하에 두 명의 자녀도 뒀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잃어버린뿌리를찾아야겠다고결심하게된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다. 찾을 수 있는 기록은 

최대한끌어모아 지나온장소를 되짚어봤다. 

드디어 두 발로 한국 땅에 서고, 다시 안잉딸찾았을 때 

그는 좋은집 보육원부터 찾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 

동복지시설로, 무려 99년이나 된 곳이라는데 한 변 화 

재가 있었기에 옛 건물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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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 측과상담을 마치고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박창숙 씨가 내부로 연결된 한 기와집을 

찾아냈다. 바로, 한때 생활하던 공간이었다. 그저 작은 

연결고리를찾아낸셈이었지만 매우기뻐서이곳을사 

진으로남겼다. 

행복도 잠시, 그 뒤로는 별다른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 

안양경찰서 명학파출소를 통해 보육원으로 들어왔고, 

발견 당시 빨강 바탕 흰 줄무늬 러닝셔츠에 푸른색 동 

그란 무늬 치마, 빨강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기 

록을 확인한 것이 다였다. 현재 부모가 살아 있다면 

82∼85세, 오빠들은 55∼60세로 가늠한다. 마지막 희 

망은 결국 DNA 검사였다. 대조하다 보면 일치하는 누 

군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며 박창숙 씨는 차마 떨 

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미국으로 향했다. 그 후 두어 

달, 아직까지 소식은 없다. 

비단 입양뿐만 아니라 다%댄f 사연으로 헤어진 혈연이 

유전자 샘플을 의뢰한다면 만남이 더욱 쉬울 테다. 의 

뢰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박창숙 씨 또한 부모를 다시 

금 만날 수 있는 기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 뉴멕시 

코피닉스주의 집에 있는그는가족의 연락을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안양으로부터 다시금 마법 같은 소식이 

전해지길바라면서. 

박창축 씨가 간절히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안양 민근 농가에서 1967년 출생한 박창숙 씨의 부모 ‘ 오빠이거 

나, 그와 연결된 단서를 가진 분은 이병득 화백(이0-3329-5645, 

sharon120χPt-ianmail.net) 앞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창숙‘이라는 이름은 유년시절의 분명치 않은 기억에 따른 것이기에 

실제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년기 사진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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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어머니폴리스 

모두의 아이를 얀전하거l 

만안구 내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로 구성된 만안어머니폴리스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단체다. 

만안어머니폴리스는 학기 중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학교 안과 주변을 순흘팅f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안전지킴이로 나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5개 초교서 범죄 · 사고 예방에 큰 몫 

만안어머니폴리스는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 

로 만안구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로 구성 

된 단체다. 2007년 12월 혜진이 · 예슬이 사건을 계기 

로 2008년 만들어졌다. 현재 만안구 15개 초등학교에 

서 1,925명의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안어머나폴리스는 2명이 한 조가 돼 학기 중 오후 12 

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학교 안팎을 순찰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범죄와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교문 앞에 불법 주차한 차가 있으면 이동을 요청하 

거나점심을먹고운동장에 나온아이들사이에서 디툼 

이 생기면 이를중재해 화해할수 있도록돕는 일, 운동 

장에서 놀다 다친 아이들을 보건실로 데려다 주는 일도 

만안어머니폴리스의 역할이다. 학교 주변 범죄취약시 

설을 순찰하고, 아이들이 하교할 때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수 있도록교통지도도 맡고 있다. 

만안어머니폴리스는 안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 

심하고 자라날수 있는문회를조성히는 역할도 담당하 

고 있다. 2016년, 2017년에는 안양만안경찰서, 안양만 

안학부모폴리스와 함께 안양1번가에서 ‘안양청소년 안 

전안심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근절 캠페인에도 힘을 보댔다. 

아이 안전 지키기 위한 어머니 참여 더 많아지기를 

폭염이 기승을부리는여름에도 지금처럼 한파가몰아 

치는겨울에도학기 중이면 어김없이 순찰에 나서기 때 

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만안어머니폴리스는 

오직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더위와 추위 

에 아랑곳하지 않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니승화 만 

안어머니폴리스 단장은 “만안어머니폴리스에 활동하 

는어머니 중 70%는직장생활이나자영업 등의 일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사명감으로 월차나 반차 

를 내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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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어머니폴리스 어머니들은 “만안어머나폴리스 활 

동이 내 아이를 비롯한 아이들에 대해서 갚게 알고 소 

통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가정 내 아이 

의 태도와학교에서 생활하는아이의 태도가다른데 학 

교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 

게 돼 아이를 더 이해할수 있다고. 

만안어머니폴리스는 학기 초 지원자를 모집해 활동한 

다. 니승화 단장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생활할수 있도록만안어머니폴리스활동에 관심을갖 

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만안어머니폴리스는 2018년 역시 지금껏 해왔던 것처 

럼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의 든든 

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만안어머니폴리스에게 힘찬 박 

수를보낸다. 



삶,사랑그리고사람 

안양에살다 3 

글 정미경명예기자 

사진 박창수 

그림어l 맑응을 담고, 
글씨어| 인격을 담다! 

망산양광식화백 

서예(書藝)는 문자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글자를 뛰어넘어 그림의 매력까지 포흔「하고 있다. 

서예는 단순한 글 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름다운 글씨는 마음과 정신에서 

나온다. 붓으로 그리는 전통의 멋이 살아 있는 서예작품에는 작가의 영혼이 담겨 있다. 



마음을다스리는예술 

관악역 근처에 있는망산수묵서화예술교육원문을여 

니 그욱한 묵향이 먼저 반겨준다. 추운 날씨에도 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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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배움과 창작의 열기로 훈훈하다. 양광식(73세) 화 • 

백의 섬세한 붓끝에서 화사한 모란이 피어나고 한 획 

한획정성껏쓰는글씨에생기가념친다. 

양화백은다수의 개인전과해외교류전등활발한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화예술작가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양 화백은 “서예는 다른 예술 장르와 달리 글자 하나하 

나에 사람의 인격, 예술까지 담겨 있는 신언서판(身言 

書判)의 예술입니다. 절차탁마(切建珠摩)의 인내로밤 

낮으로 쓰고 또 써야 겨우 작품으로서 서예를 느껄 수 

있습니다. 습작할 때에도 혼을 다해 글을 쓸 때만 서예 

가 어떤 예술인지 알게 되고 나중에는 향기 짙은 작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서예는 선 하나, 필 하나를 조심 

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그리고 강하게 터치하 

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을 외어 신바람 나게 세상에 사 

자후빠子따Q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던져보는 것입니 

다. 그때의 일펼휘지 맛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서예를 

하겠습니까?”라며 서예의 매력과 오랜 세월 갈고닦은 

작품세계를말해 주었다. 붓글씨를보고 있으면 그것을 

적은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보게 되며, 그 글씨체의 

아름다운 갚이에 감동하게 된다. 

붓으로전하는사랑 

양 화백의 고향은 함경도로 1977년부터 안양에서 살고 

있다. 제2의 고향인 안양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많 

은이들에게 예술을전파하고지역예술발전을위한노 

력과 애정을 쏟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문회에술작 

가연합회를 설립하여 ‘2018년 국제서화예술대전’을 준 

비하고 있다. 서예. 사군자. 문인화, 캘리그래피, 한국 

화, 서각, 전각, 민화, 서양화, 사진을 망라한 예술작품 

들을 공모하고 우수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서예와 

문인화를 널리 알리고 실력 있는 후흐띨을 양성하기 위 

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다. 서예 교실은 최 

소한의 경비인 매월 3만 원의 회비로 관리 운영하고 있 

으며, 매년 국제(중국, 대만, 일본 등) 서화공모전도 개 

최하여 회원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제자들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기울이고있다. 

문의 ; 망산수묵서화 예술교육원 

'Zr 010-앓41-1427 

만안구 경수대로 1259 해동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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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마당 

글 편집실 

사진 박창수 당신의마음을저격하는 
특별한매력 

다트 동호호| ‘하울링’ ---

한 발 한 발에 정신을 집중한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아차! 하는 순간 게임의 승패가 엇갈린다. 

스랄 만점의 이 레포츠는 바로 다트다- 마치 다트 보드 정 가운데에 탑(Tip, 촉)이 명중하듯 그 매력에 제대로 

꽂힌 이들이 하울링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32 
33 

심이 흔들리면 핀이 엇나간다. 반면 집중력을 유지 

하면 초보자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 

편, 이광호 퍼펙트 선수는 꾸준한 연습이 다트의 생 

명이라고 이야기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실력 

이 처지기 마련이라는의미다. 이 두말을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답으로 귀결된다. ‘자신감을 갖되 자만 

하지 말고, 노력으로 실력을 높이면 다트가 가까워 

진다’. 

그러니 하울링의 문을 두드릴 땐 두려움은 내려놓고 

성실히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을 챙길 일이다. 물론 

열정과 흥미는 필수다. 부담 없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즐길 때 다트는 마음 한복판에 꽂혀 평생을 

두고흔들리지 않는취미로단단히 자리 잡을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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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답보다 귀한 불금에 그들이 모이는 이유 

불타는 금요일 저녀 일명 ‘불금’이다. 황금보다도 

귀하다는 이 시간을 다트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회 

원들의 표정에 진지함이 묻어난다. 몇 번이나 거듭 

해 다트 핀을 던졌을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 

서 게임에 임하다가 경기가 종료하고 나서야 긴장 

을 거두고 웃어 보인다. 히울링에게 다트는 시간 때 

우기용이나 심심풀이가 아니다. 최선을 다해 실력 

을 겨루는 스포츠이기에 경기 전엔 재미로라도 음 

주를하지않는다. 

다트 그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들로 꾸린 하 

울링의 회원 수는 총 32명에 달한다. 연령대는 20 

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데 최근 대학가에서 다 

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학생 회원이 점점 느는 

추세다. 대부분 직장인과 학생인 만큼 낮에 모이 

기 어려우니 매주금 · 토요일 저녁에 홈숍(Home 

Shop, 회원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가게)에서 만나 

게임을펼친다. 재미있게도매달한번 여는토너먼 

트 대회의 고득점자에겐 상금 외에 회원들이 기부 

한 물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은 어디까지 

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들을 모이게 하는 원 

동력은단하나, 다트에 대한애정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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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 동호회 ‘하율링’에 관심이 있다면? 

• 주소 : 다트프린스 범계접 

(경기 안앙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59 서련코아빌딩 4층) 

• 연락처 : 이효진 동호회 회쟁Ka녕。 Talk ID: lkh147에 

셋 

실력자가 아니어도 OK··· ‘열정’이 곧 회비 

주지하다시피 히울링은 다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쳤다. 따라서 회비는 ‘열정’으로 받는다. 다트의 

룰을 모르고, 잘 하지 못한다고 망설일 필요는 없 

다. 규칙은 게임을 통해 배우고, 실력은 차차 쌓아 

가면 된다. 펼요하면 회원 중 6∼7년 이상의 퍼펙트 

선수들이 지도해주니 부담 없이 물어볼 수 있다. 

이효진 동호회 회장은 다트를 ‘공평함’이라고 정의 

한다. 이제까지 잘해왔든 못해왔든 다트 보드 앞에 

서는 평등하다는 것이다. 제아무리 프로라도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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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목공문호f공간 둥근작업실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행복! 
사각사각 나무 깎는 소리, 망치질 소리 대때질 소리가 들려오는 나무 향 가득한 공방. 

비산동 종합운동장 근처에 위치한 둥근ξ업실은 가구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목공방이다. 

나만의 공간에 놀일 수저| 가구를 만들고 싶다면 둥근ξ업실의 문을 두드려 보자. 



효|원가입문의 

문의 ; 률 031β4순9463 동안구 펑촌대로41181 

블로그 : http깨blog. naver.com/handmadex 

인스타그램 : https://www」nstag「am.com/byhandmadex

= • 〈함께하는〉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 - 소개합니다. 다양한 공방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분들은 이메일(anyang2017@naver.com)로 

연락처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추점을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짜맞춤목공을배울수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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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작업실은 업력 10년의 노하우로꾸준히 교육을하고 있 

는 안양에서 꽤 오래된 목공방이다. 못이나 피스를 시용하지 

않은 짜임형태의 가구를 제작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짜 

맞춤 목공은 제작공정상 다른 목공분야보다 시간이 좀 더 걸 

리기는하지만, 원목고유의 느낌을살려 손수만든가구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수가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 

회원제로운영 

둥근작업실은 회원제로 운영되어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목공 

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입회한 다수의 회원 

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공방을 이용하고 있다. 공 

방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방을 이용히는 회원 

들의 편의와 방향성이다. 목공을 시작한 이유와 만들고자 하 

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다. 공방은 1인 l작업대와 공구박스 제공으로 목공의 편 

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음료 

수와 다과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공방은 월 단위 이용으로 

제한 두지 않으며 목공을 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공방을 이 

용할수 있도록회원중심의 운영을하고 있다. 

수준 높은 전문가의 1:1 지도 

공방은 전국기능대회 금메달리트스의 이력을 가진 교육총괄 

선생님께서 회원들을 1:1로 지도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목공 

을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코칭을 해준다. 공방에서는 꾸준 

한커리률럼 개발을통해목공의 재미를이어갈수있도록노 

력하고 있다. 또한 연 1회 시행하는 회원 기구전은 회원들이 

손수만든 멋진 기구를 전시해 함께 기쁨을나누고 있다. 

공방은 정규과정 외에도 단기코스로 목공을 체험하는 과정도 

준비되어 있다. 목공에 소질이 있는지 잘할 수 있는지 고민 

되는분들을 위한과정이다. 원목망치 만들기와, 빵도마 만들 

기 등의 체험 코스도 있다. 공방은 전화예약 후 견학할 수 있 

으며, 수업 등록 여부와상관없이 방문기능하다. 



더풀은안양 

어르신이야기 

-
아이들과 함께하는 인샘 이모작 

배성식어르신 

인간 평균 수명 100서| 시대이다. 평생직장의 꿈은 사라지고 무사히 정년을 마치더라도 은퇴 이후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다. 황혼의 나이에 저12으| 인생을 살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주산과 한문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선생님. 바로 배성식 어르신이다. 



1 . 3세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수업 

인덕원어린이집 파랑반. 6세 아이들이 생활히는이곳 

에 힐-o}버지 선생님이 오셨다. 

“우리 공주, 왕자들∼ 허리를 쭉 펴고, 예쁜 얼굴로 선 

생님을보면서 배꼽인사∼.” 

“주판을 보세요. 첫째 칸 아래 한 알은 숫자 1이고, 둘째 

칸 아래 한 알은숫자 10이에요. 알겠어요?” 

올해 나이 75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건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어르신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환한웃음이다.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 

을 하던 어르신은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호탕한웃음을 

던지며 아이들과함께하는 행복한 일상을들려주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축복이나 마찬가지야. 특 

히 내가 가진 재능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일 

로 인해 나또한즐겁고바빠지니 얼마나좋아. 요즘같 

은 100세 시대에 은퇴를 하고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무척 소중하지.” 

어린이집에서 주산과 한문을 가르치는 어르신은 대기 

업 중역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다. 퇴직 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다 안양시노인복지관의 노인사 

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강사 교육을 받고 어린이집에 

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르신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주산과 한문을 가르치는 

일은 1· 3세대 문화 통합을 위해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친손자, 손녀를 대하 

듯 다정다감하면서도 차분하게 가르치셔서 아이들도 

좋아하지만부모님들의 만족도도높아요.” 

인덕원어린이집 신경희 원장은 10년 이상 아이들에게 

유익한 수업을 해주신 배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젊은 시절부터 서예에 심취해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도활동한 어르신은한국미협 안양지부 회원, 관악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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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대전 초대작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일정연묵회 회장 등 다‘댄f 경험과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거기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공인한자한 

문지도사, 아동한자지도사, 전통문화예절지도사 등의 

자격증도 취득해 전문성도 갖추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대세인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에 웬 주산이냐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주산은 빠르게 

손을놀리는과정에서 시각과촉각을자극하고죄우뇌 

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어린 

이들의 경우주산과 병행히는 암산은 집중력과사고력, 

기억력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하니 수 

학공부에도웅이되겠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들에게 

일일이 숫자와 셈 공부를 가르치는 어르신은 아이들과 

함께히는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한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어르신. 환한 

웃음이 늘 아이들과함께하길 벌어본다. 

즐거운 인샘 2막을 위한 안내서 

안앙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생활 

영어단어지도사 사업단을 신규 운영한다. 교사, 공무원 등 전문 직종 퇴 

직자 및 고학력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문성을 보유한 예비 참여자를 대상 

으로 모집하며 총 32시간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와 연계해 영어단어 암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1 ’ 1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하게된다. 



더훌은안양 

나눔이야기 

글편집실 

사진박창수 

고}승‘ 

‘혈稱인잉爛 ~~ 
햄 ~t 

-~끼rtl흔DT‘ II워써터 
농영안앙시지부 • (세인양지녁일아100”’”’ -

장소; 인앙시 비산동 고을갈비 

범죄피해자 가족 위한 ‘힐링팝’ 
사랑의김장나누기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안양보호관찰소, 

농협안양시지부와 공동으로 ‘힐링팝’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맛있게 버무린 김장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됐다. 



범죄피해자 전문 지원기관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09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정 개정과 함께 설립된 (사)안 

앙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안양을 비롯한 의왕, 과천, 군포 

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 

는 기관이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 지원, 치료비, 심리치료 

비, 심리상담, 간병비, 생계비, 취업지원비, 지원기관연계 등 다 

양한도움을제공한다. 

주소 ;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정 106호 

문의 캘 031)387-0050 

정성 담은 김장 만들어 범죄피해자 가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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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사)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 

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안양보호관찰소, 농협안양시지 

부와함께 김장김치를만들어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자조모임인 ‘울타리’ 회원들도동참했다. 

참가자들은 ‘힐링팡’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배추 김치와 

알타리 김치를 만들어 20여 개 범죄피해자 가정에 선물 

했다. ‘힐링팝’은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운영 중 

인 주말농장이다.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예상 

치 못한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 

이 농장을 기꾸며 몸과 마음을 건강히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동참해 의미 깊었던 행사 

문승현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양념을 

부지런히 배춧잎에 채우며 “범죄피해자와기족여러분과 

김장을 하고, 또 이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할수 있어 보람 

이 크다”며 “앞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유대를 

더 강화해 피해자들의 치유를둡는활동에 최선을다하겠 

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피해는 누구나, 불시에 겪을 수 

있는 문제”라며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문 지원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문을두드려 달라”고 강조했다. 

박장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은 “범죄피해를 입으 

면 위축되고, 고립되기 쉬운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 

해 회복하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다”면서 ‘울타리’ 회원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소감 

을이야기했다. 

김장 배달은 ‘울타리’ 회원들이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범죄로 인한 고통을 이겨낸 

‘선배들’인 셈. 회원들은 다른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성껏담은김장을전하며 위로와용기를건냈다. 



더풀은안양 

가족이야기 

글 배경미명예기자 

사진 박창수 

10살 꼬마 화가 현진이, 
팝홍보대사되다! 

현진이네이야기 

걸음마를 떠|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현진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사리 같은 손에 물감을 잔뜩 묻혀 

캔버스에 장난처럼 긁적였던 그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한 타고난 재능이다. 그렇게 놀이처럼 아빠의 

그림을 흉내 내다 어느 순간 화가의 꿈을 키우게 된 현진이. 개인전을 열었고, 이젠 팝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그림은 즐거웠던 일을 기록하는 추억사진 

“그림 그리는 게 뭐가좋아?”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히는 모 

습이 너무 행복하고 신기해요. 또 그림을 그리면 기분 

이 좋고 그림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이 

너무너무좋아요.”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계속깔깔대며웃는현진이는초 

등학교 3학년이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화기를 꿈 

꾸고 때론 동생 현표 반려견 초롱이와 장난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는 10살꼬미숙녀. 지극히 순수하고 해맑 

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을느끼게 해주는보 

통아이다. 

“처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땐 물감을 찍찍, 색연필로 

닥서를한것같은그림이었지만그런모습이 너무예 

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그림은 점점 저마다의 

다른모양과스타일을갖추게 되었어요.” 

아빠이규찬작가는아이들에게 그림이란즐거웠던 일 

들을 기록하고 남기는추억사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과생각을통해 새로운 것들을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 같은존재라는것. 거의 일상적으로그 

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 모습 

이 대견하고 아이들 스스로 즐거워 보여 이 작가 또한 

행복하다. 그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아이들은 

여러 작품을완성했고, 4번의 개인전과매스컴에 나오 

면서 유명해졌지만 현진이와 현표에 대해 엄마 아빠의 

마음은염려와걱정이교차한다.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아이들의 그림을 자랑하기 위 

해서가아닙니다. 아이들01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OJ한 

기회를마련해주자는게 저희의 뭇이지요. 그림을좋아 

하는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거라고 할까요?” 

내 꿈은 그림으로 행복을 전해주는 화가 

아이들을 위해 기획한 광 여행. 지난 1월 기족들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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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느낀 풍경과 감동을 그 

림으로 그린 현진이와 현표. 그림 속에는 아이들의 즐 

거웠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석수도서관에서 ‘꽃 

광’이라는 컨셉으로 전시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시장을찾아와그림을보게 되었고 놀라움과함께 감동 

을 받고 마음까지 정화된 느낌이라는 찬사를 보내면서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꽃광의 그림과 

사진을본광관광청에서 반가운답신을보내 왔다. 

“저희는 아이들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한다 

고 단정 짓진 않아요.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 

겐 이런 기억들이 한장의 소중한추억일 뿐이니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기족의 소중함을 알고 순수함을 오 

래도록 간직한 예쁜 아이들로 자라길 바랍니다. ” 



더풀은안양 

청년이야기 

글오민영 

사진 박창수 

“얀양의 발전돈! L메일, LH 일처럼 여겨야죠!” 
획펠중 안g야WCA 대학청년Y호|장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그들의 모임이 심상치 않다. 20∼30대 청년으로 구성된 이 자리는 허허로운 가십이나 

가벼운 유흥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끈끈한 친목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꿈꾸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그 주인공, 

박한중 안°c,ty\NCA 대학청년Y(이하 ‘안양 대학청년Y’) 회장과 구성원들을 소개한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미래세대의 관심에 달려 있다 

한국YMCA(기독교 여성 청년회) 내에 속한 조직인 대 

학청년Y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 

인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북부 · 

중부 · 서부 ·동부 4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 그중안 

양 대학청년Y는 지난 2015년에 신설했다. 

각 지역의 조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태지만, 이곳 

의 활동 방식은 간명하다. 매달 한 번, 박한중 회장을 

“쉽지 않은일이지만 
힘든것보다보람이 
훨씬크다며미소짓는 
이들에게안양의 
밝은내일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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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구성원대부분이모여서지역에필요한것을주 발로뛰는지역사회개선 고생보다보람이훨씬커 

제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정한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제 

그런 다음 목표를 성공으로 이꿀기 위해 연구 · 공부하 목소리를 낸 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무엇보다 지역 

고 전략을짜서 행동으로 옮긴다. 사회 차원에서 예산 편성 항목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 

다잉t한 이력 가운데서 단연 눈에 띄는 활동은 최근 진 

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 활성화’다. 여기서 주 

민참여예산제도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 

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다. 그런데 좋은 의도외는 달리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정작 많은 이에게 생소한 것은 물론 참여도도 저조했 

다. 이에 안양 대학청년Y는 앞으로 우리나리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부터가 이 제도에 관심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어린이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찾아 지 

역 예산이 필요한정책을모색하고제시하는교육을진 

행하는 한편, 시청 등에서 학생들이 제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도우미를자처한 이유다. 

해졌다. ‘어른’은 수익성 효율성 등 세상이 중시히는 가 

치 중심으로 예산을 짜기 마련이다. 반면 미래세대는 

매우 신선한관점으로사회가 펼요로 하는 것을찾아낸 

다. 그 사실은 지난 8월 초 안양시청에서 어린이들이 

발표한 제안 항목만 봐도 알수 있다. i시립도서관좌 

석 예약제 시행 및 공공기관 휴대폰 충전기 설치 ‘안 

양 1번가에 청소년 거리 조성 ‘양명여고 앞 대로변 가 

로등설치 등이다. 이와같은환경 · 보안 · 공공부문은 

실질적으로 경제효과나 수익을 창출하진 않는다. 허나 

지역이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염두에 둬야 하 

는부분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제 손으로 정 

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일조하면서 신기하고 기분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감을 느낀다는 친구도 

있었죠.(웃음)” 

안양 대학청년Y는 내년엔 올해보다 더욱 활발하게 활 

동하고자 한다. 그러자면 더욱 열심히 발로 뛰며 지역 

사회를 위한 주제를 찾아다녀야 할 태다. 그래도 힘든 

것보다 보람이 훨씬 크다며 미소 짓는 이들에게 안양의 

밝은내일이엿보였다. 



더풀은안양 

교육이야기 

글 편칩샅 

2018년, 문화로 깨우는 새로운 시작! 
평촌아트홀문호뼈|술 · 인문아카데미 1학기 수강생모집 

다‘댄f 문회여l술체험으로 문화감상· 과 창의력을 계발시 

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1월 

5일까지 2018년 1학기 문화예술 · 인문 아카데미 수강 

생을모집한다. 

수업은 1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16주간진행되며, 인 

문, 음악, 미술, 무용, 창의예술 등 5개 아카데미로 구 

성되어 있다. 성인부터 유아 초등생 그리고 직장인 등 

전 연령대가 모든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론과 실 

기모두를배울수있다. 

또한, 겨울방학동안어린이를위한특강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코끼리를용서한세종대왕등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어린이 한국사와 전래동화에 

나오는 소리를 우리 전통악기로 직접 표현해 보는 어린 

이 국악난타, 움직이는 캐릭터 디자인 등 창의력 발상 

을 키우는 어린이 미술여행 성장기 아이들의 체형에 

맞는 자세교정 등 바른 자세로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키움체조 강좌로 움츠러들 수 있는 추운 겨울, 

평촌아트홀의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톰과 마음이 

쑥쑥자랄수 있는 기회를가져보는 것도좋을듯하다. 

문의 : 안앙문화예술재단 지역예술부 -a 031)687매553, 0571 



수강기간 

• 1학기 정규강좌 :2018.1. 8. ∼ 4. 28.(4개월/16주), 법정공휴일 휴강 

• 겨울방학특강 :2018.1. 8. ∼ 2. 10. 

접수기간 :9:00 ∼ 18:00 ※ 토 일, 공휴일 제외 

• 1학기 정규강좌 ; ∼ 1. 5. 

• 겨울방학특강 , 수시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 : www.ayac.or.kr/전화 캘 031)687-0556/현장 · 펑촌아트홀 1층 지역예술부 

개설강좌 

• 정규강좌 ; 5개 아카데미 50강좌 

강좌명 「효호1 시간 강좌명 l 요잃 시간 

인문아카데미 무용아카데미 

오페라글라스 월 10:00∼13:00 모닝필라테스 월/목 10:00∼11:30 

예술인문학 -끼「‘ 10:00∼13:00 라인치유요가 월/목 19:30∼21:00 

클래식산책 ~ 10:00∼13:00 몸을살리는테라피요가 화/금 10:00∼11:30 

서양음악순례 월 14:00∼16:00 Art 발레리나{어린이반)6서|∼초등 호V목 15:30∼17:00 

서앙미솔감상 화 10:00∼12:00 성인발레 (평일초급반) 수/금 19:00∼20:30 

서양철학 화 19:00∼21:00 성인발레 (평일종급반) 수/금 20:30∼22:00 

오페라시티 토 10:00∼12:00 성인빌리| (토요입문반) 토 17:00∼18:30 

효택미솔감상 二t그그 10:00∼12:00 성인발레 (토요초급반) 토 18:30∼20:00 

효벅사 ~「 10:00"-'12:00 성인발레 (토요중급반) 토 20:00∼21:30 

옴악아카데미 살풀이 」-κ「 10:00∼11:30 

우쿨렐러|(입문 초급반) 월 10:00:∼11:30 진쇠충 수 11:30"-'13:00 
우쿨렐레(종급반) 화 10:00;∼11:30 숭무 -」k「 14:00"-'16:00 
우쿨렐러|(앙상블반) 「...,,_ 10:00'、,11:30 어린이치어리딩금요반 二C그그 15:30∼17:00 

플루트 토 10:0〔)∼11:30 창의예슬아카데미 

통기타 i그그 10:30∼12:0(〕 유아 연극놀이(6∼7서|) | 토 I 10:0。"-'11:30
성인성악앙상물 화 19:30∼21:00 어린이 언극놀이 초둥반 | 토 I 1r30∼13:00 
색소폰(입문반) & 20:30∼22:00 디자인 교실 유아반 | 토 I 1t3o∼12:30 
색소폰(초급반) ~「E 19:00∼20:30 디자인 교실 초등반 | 토 I 10:00∼11:00 
색소폰(중급반) -까「‘ 19:0〔)∼20:30

색소폰(앙상블반) 수 20:30∼22:00 
겨울방학륙강 

드럼(뭘요종급반) 월 19:00∼20:30 어린이 효백새흥 5회 과정) 
드럼(월요초급반) 월 20:30∼22:00 초둥 저학년반 | 수 I 13:00∼14:00 

드럼(토요반) 토 10:00∼11:30 초둥 고학년반 | 수 I 14:00∼15:00 
바이올린(초급반) 토 13:00∼14:30 어린이 국악난타(훌 5회 과정) 
바이올린(입문반) 토 14:30∼16:00 유아반 | 수 I 14:00∼15:00 
국악&퓨전난타 二C그그 19:00∼20:30 초등 저학년반 I 수 I 13:00∼14:00 

미흩아카데미 초둥 고학년반 | 수 I 1s:oo∼16:00 
디지털카메라{초급) 도-「a 10:00∼12:00 어린이 미슐여행(흉 5회 과정) 
디지털카메라〈종급) 화 10:00'> 12:00 유아반 | 수 I 13:00∼14:00 

연필화 二CJ그L 10:00∼12:00 초둥 저학년반 | 수 I 1s:oo∼16:00 
수채화 i그그 12:30∼14:30 초등 고학년반 | 수 I 14:00,、-’15:00
유화 二I그그 14:30∼16:30 어린이 키웅체조(총 5회 과정) 

효택회{채색화) 충급반 & 10:00∼12:00 초둥 저학년반 | 화 I 14:00∼15:00 
효묵회{채색화) 초급반 목 12:30∼14:30 초등 고학년반 | 화 I 13:00∼14:。。

유의사항 

• 등록한강좌의 반 변경 및 다음 학기로의 연기는불가능합니다. 

• 정원의 7Cf% 미만인 강조}는 폐강되거나 유사강조}와 함반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 

• 악기 및 교육재료는 개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수강은 개강일 1/2시점까지 정원 미달 강조뻐| 효봐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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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및 기존건축물 호별 계량기 신청 안내 

저수조가 설치된 r20세대 미만」 신축 및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호별 계량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상세목 신축건물 및 기존건축 20세대 미만건축물 

신청방법 인양시 S「of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방문접수 

문의 ~텀i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t 031)8045-2808, 2899 

-- _ j:J~ -. 
•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보온재(헌옷, 인조 솜, 보온커버)로 

채우면동파를예방할수있습니다 

• 아파트 등공동주택은보호함의 틈을 접착 테이프로 막고 

가급적 보호함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노출된 수도관은보온커버나 헝김 등으로 단단히 감고 

비닐로 감싸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영하8。C 이하로온도 급강하시 수도꼭지를조금 열어 놀아 

수돗물을 흐르게 하면 동파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 요령 

• 수도꼭지를 열어 놀고 계량기 앙쪽 언결 배관을 

헤어드라이어로서서히 녹여 주세요 

• 50℃ 이상뜨거운물을붓거나화기가직접 닿게 되면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계량기 유리가깨지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세요(시에서 검침하는 계량기), 

.동파신고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t 031 )8045-2808, 2899 

「시민행복 상담실」에서 무료로 상담하서|요! 

상담내용 

• 건촉사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 
축에관한사항 

·세무사;국세 및지방세관련세무상담등 

• 공인중개사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법원경매, 매매’임대차사고등부동 

H뻐|관한사항 

• 변호사·법무사 ; 생활주변 법률문제 등 
• 민 ·군 협력관 ; 병영생활궁금증 및 군복무중인 자녀의 고충상담등 

뿔縣훌훌輔행했繼짧擊灣總쫓짧隨홈평핑 •• ; ι,,, 상담장소 

1. 12.(금) 가권역 인앙1,3,4, 5 ,9동 안앙1동 

1. 26 . (금) 마권역 비산1 ,2 ,3,부흥동 비산2동 

2. 9 . (금) 나권역 안~~.7 .8동 인앙7동 

2. 23 . (금) 바권역 달안,관앙1 ,2,부림동 C근f。」~.!:ζ~ 

3. 9 . (금) 다권역 안앙2,박달1 , 2동 박달1동 

3. 23 . (금) 사권역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펴0초」-도ζJ 

4. 13 . (금) 라권역 석수1 ,2 ,3동 석수1동 

6. 22.(금) Of권역 호겨11,2 ,3 ,신촌동 호계2동 

문의 자치행정과 • 031)8045-2201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안내 

이웃간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따복꿇처| | 냄과호혜를바탕으로사람엎의사회적경제를접목 
하여 행복한삶터를복원하는 것입니다. 

따뭇하고복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 

주민제안 | 추진히는동아리활동, 공동육아커뮤니티공간조성, 작은 

공모사업 | 도서관등 주민주도형 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 활동, 공간조성 인 

테리어 등의 비용을 지원히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공고녕모사업신청서 접수→ 주민참여공모심새경기도)→ 

사업선정→회계교육→사업실행계획서제출→사업실시-정산 

공고 2017. 12월중 
지원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거나생활권(직장, 학교등덜 영유하고 있는 

10명이상의주민모임 

접수 2017.12. 20. ∼ 2018. 1. 5.(예정)/시정 도시재생과 
선정 2018. 2월 중(예정) 
문의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팀 t 031 )8045-5809 



앨린귀로 듣고 잔심으로 소륭하논 

흩.셔깐 - 뭘-금 00:30-1S:OO I 쭈엉. Hi! ·우 ~·업시간g 
당작힐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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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매셰 : 과셰 잊 납￥정보, 가상깨획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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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셔생호 ; 대.정!t, 도셔겁싹 외영도셔 톨 

- 상이.도 : .소 4용기연g ~ 납ljl"J를 톨 

.학얀월 
- 현엉'i'.YI : ft'l뺀기흥·삐앤 .시 헌정.를 전극획효 ~v용 

- 앨l'i'..I!! -.킥 -- 후 ￥셔 이흔 민원서리 7땅월4 

궁금한 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셰요!!! 
=> 요빵시 롤센터는 자체훈영. 직원이 직접상담 

전화 돌림 없이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운영방식 

운영기간 

운엉시간 

상담인원 

상담분야 

전용 전화번호 운영 v 031)8045-7979(친구친구) 
2017. 9. 12 . (화)∼계속 

평일 9∼18시(점심시간 : 12∼13시) 

사회복지공무원 2명 

• 저소득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 치상위 계층, 긴급지원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ε배인 복지 : E빼인 등록, ε빼인연금, ε애인활동지원 등 
• 보건의료 ; 임신·출산, 건강검진, 노인건강, 예방접종 등 

• 복지일반 ; 보훈, 주거, 이웃돕기 등 

문 의 복지정책과 안양형복지팀 v 031)8045-2648, 2649 

031)8045-7979 

... 



시/정/소/식 ::i~N써N•GNEWS 
- -ι - - - - ι- -…-;」iν-‘-‘....: :.;:, ..... ι」;ι」j」ιi;씨」 iι- - - - - -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검사 결과” 안내 

검사일시 실시간자동분석및 1일 1회이상수분석 

검사대상 안양히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검사항목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등 7개 항목 

검사결과 적합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 

(2017년 11 월 평균) 

가정생활이나 t엠현ε뻐|셔 더럽혀지거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 

여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는곳입니다. 

문의 히수과 히수처리팀 'R 031)8045-2524 

1 월중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셰연납제도 

·자동차세를미리 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2 .5% 공제혜택을드립니다. 

슐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1월 (1 . 16. ∼ 1‘ 31 .) 

3월 (3. 16. ∼ 3. 31 .) 

6월 (6. 16. ∼ 6. 30.) 

9월 (9. 16. ∼ 9. 30.) 

신청및납부방법 

연세액의 7.5% 공제 

연세액의 5% 공제 

연세액의 2.5% 공제 

• 전화 및 방문신정 ; 구청 세무과로 방문 및 전화신청 후 말일까지 은행, 

CD/ATM기, ARS(1 밍4-6844) ,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시스템(http:// 

www.wetax.ga. kr) 접속하여 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참고사항 

• 2이7년에 연늠받차량은고지서를 일괄우편발송키1 . 11 .경)하여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펴|차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환급하여 
드립니다 

문의 인앙시 세정과 'R 031)8045-2584 
만안구 세무과 'R 031)8045-3374 
동안구 세무과 'R 031 )8045-4470 

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구역 통합 안내 

추진배경 

•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정소를 4개 대행구역으로 분리히어 
업체를 지정하여 운행해 왔으나 주민선택권 부여 및 대주민서비스 만 

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행구역(영업구역}을 통합i모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 

시행일자 ; 2018. 1. 1.부터 
영업대상 ; 분뇨 및 개인히수처리시설(정화조등) 
시행내용 

• 분뇨 수집운E법체(8개 업체)는 영업대상 구역을 통합흔뻐| 따라 「인양시 
전지역」에셔 정화조 정소 및 분뇨수거 영업이 가능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대행구역 

변경전 변경후 
군자환경(주) 이수훈 띠4-8354 안양 2, 6, 7, 

동우정회{쭈) 이화선 띠3-2555 
8, 9동 

박달 1 , 2동 

대우환경산업(주) 이영길 469- 1636 인앙 3동 
비산 1 , 3동 

정수개뱉쥐 남유민 446-3333 관앙 1 , 2동 
호계 1동 

인앙시 
(주원진개발 최성영 472-3779 안앙 1, 4, 5동 

전지역 
석수 1, 2, 3동 

석수정회{쥐 윤정숙 472- 5494 비산 2동 
평촌신도시 

세명개뱉쥐 T 。r"'÷I~ 452- 5706 
호계 2, 3동 

평촌동 

그린위생 김관웅 468-8210 인앙시전지역 

(재래식) 

문의사항 히수과 'R 031)8045-2524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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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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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2017. 3. 24 .∼ 연§(업.시간내) 

대 상 시민및굉내기업 

애씨용. 히드디스크 (데스크당, 서버‘ 노료를), 550. #대를를 

신정앙엉 @ 전화용 잉문예정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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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밴훌룰 소 !~I그.-;J ~:11 
블 ~ 룰를 『 ••11딛l』‘.; ' 

마을서l무At와 무료로 상담하세요l 

률웰렐뿔l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세무상담서비스(재능기부에를 

제공하기로으똑한우리 0 1웃셰무사입니다. 

c::篇#詩~“~

-‘--

• 이용대상 : 휘2f.계흥, 엉세시업자, 
전틀J..I장상인톨 

셰무사 Of용이어려운추민 

• 이메일, 팩스를통한싱담도가능 

.행정안전부 

<마를빼무싸연락처를검씩혀논다월환방법 >

• 인터넷 검색청에 .마을서뮤자 검색 

• 뺑요법 미을세무사 요삐뼈|이지에서 확인 

• 자치단체 민원실, 옵면동추민센터에 비치된 

흘보.Al료, 짜|단체전화문의률율를한획인 

• 후가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시와 
시간 • 장소를정하여 대먼 상담 

-- 효박셰무사회 야행 암양"I 
문의: 안양시청 세정과 031-8045-2584 



2018년 상반기 만안·동안 노인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교육기간 2018. 2. 19.(월) ∼ 7. 20.(금) 
모집기간 2018. 1. 15.(월) ∼ 1. 19.(금) 
모집인원 

• 만안 ; 17과목양개반 1 , 126명 

• 동안 : 28과목 57개반 1,850명 
모집대상 만 60셰 이상 안양시민(1958년생부테 

접수방법 

• 만안 ; 만안노인복지회관사무실 방문 접수 
• 동안 ; 동안평생교육센터 사무실 방문접수 

71타문의 

• 만안노인복지회관 ~ 031 )8045-6077 
• 동안평생교육센터 를 031)8045-6여3 

[ 예절교육관 걱울뺨 특강 얀배 
전통문화와 예절체험으로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넓은 생각과 따 

뭇한 마음을 키우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우리 명절을 이해하고, 

가족간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개요 

·프로그램및교육기간 

- 〈오감으로 만드는 多情多感〉
1 기 : 2018. 1. 10.(수) I 2기 :2018.1.17 .(수) 

- 〈자녀와 함께하는 설마중〉; 2018. 1. 24. (수) 

• 교육시간 : 10:00 ∼ 12 :00(2시간) 

• 참여인원 ; 다정다감(2회 40명), 설마중(10가족) 

.수강료 ; 무료 

• 접수 및 문의처 ; 선착순 전호씬정 

(인앙시 예절교육관 ~ 031)384-6983) 

“오감으로 만드는·빠쫓慮”(초등학생 프로그램) 

L' ~ 

다식의의미알아보기 

歸|

문앙속의상징들 
‘다식’만들기 

- 다식 종류와다식판의 상징적문앙알기 
2018. 1. 10. (수) -다식만들기-차마시기 
2018‘ 1. 17. (수) 

총 2회 감사와정성의 
-복주머니이야기 

‘복주머니’만들기 
- 복주머니 형태외 무늬 알아보기 
-복주머니 만들기 

“자녀와 함께하는 • 마종”(부모 자녀 프로그램) 

2018 
한복입고,절해요 

-우리옷한복입기 

-공경과반가움의 표현 절하기 

1. 24.(수) -설날의유래,의미 
-투호례및효냉놀이 

전통놀이체험 

초등학생 

(20영) 

자녀(해|∼13세)와 
학부모(10가족)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탄소포인트제란무엇인가요? 
기정. 싱엉 용외 진'i. 생*도.도시기스외사용랑형감에따리포인g ... 여하고 

이애상g하는인센티브.재공하는견국인온.가스갑 •• 샅천프로그행일니다. 

탄소포인트제가입안내 

침여자격 ; 희E면f는 가구{1세대 당 1 명 가입) 

대상분야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가입방법 ; @인터넷신청 ; h깐p://cp이nt.or. kr 접속후 직접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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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윈l정 ; 인앙시정 환경보전과 방문뼈 신청서 작성 

• 거주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선택 

• 전기, 수도, 가스가관리비에포함될 경우관리비 포함항목체크 

•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를 반드시 
이려 t::l--, 

• 인센티브를지급받을 가입자의 계좌번호 필수 입력 

산정방법 

•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을 현재 사용량 

과 비교하여 절길동떨포인트로산정하고 현금으로 인센티브지급 

• 지급액 ; 반기별 최대 35,000원 지급 

이미가입을히셨다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가입 시 작성하신 정보와 변동된 사항 

이 있으실 경우, 꼭!! 안양시청 환경보전과로 전화를 주시거나 홈페 

이지에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변경 안 하시먼 포인트 정산을 할수 

없어요∼M 

비t법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 참여 

• 가정 상가·학교 등 비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를 절약할수 있도록 에너지 및 자원 사용실태를 파으t하여 시설개 

선, 관리방법 변경, 생활습관 개선 등을 제안받아 향후 자발적인 

감축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안내하는저|도 

• 현장방문 진단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유도(‘18년 

130개소 예정) 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여 감축 

량집계·관리 

문의처 ; 인앙시 환경보전과 ~ 031)804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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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강릉시의회 의원 

합동연수실시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11 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강릉라카이샌드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예정지에서 강릉시의회와의 

합동연수를실시했다. 

저n 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클럽대항볼링대회개최 

안양시의회는 11 월 12일 

호계볼링경기E뻐|서 

저11 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클럽대항볼링대회를 개최해 

60개 클럽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동호인 간화합하는 어울림의 

축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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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의원세미나개최 

안양시의회는 11 월 16일 

소회의실에서 저14차 의원세미나를 

열어나리살림연구소장 

정창수 박사의 “지방의회 효율적인 

예산심사” 강의를듣고논의히는 

시간을가졌다. 

저1235회시의회 

저12차정례회개최 

인양시의회는 저1235회 시의회 

저12차 정례회를 11 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 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2이 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2이 7년도 

저1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으|/정/소/식 AN얘NG NEWS 

제235회 시의회 저12차 정례회 중 

저”차회의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저1235호| 안양시의회 저12차 정례회 

중저11차회의를 12월 1 일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이 8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는원안가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정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총무경제위원회, 

자유센터와 비산1동 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등방문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음경택)는 

저1235회 시의회 정례회 중인 

12월 4일, 2018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관련해 자유센터와 

비산1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 부지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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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환경위원회, 평촌도서관 

방문및현장의견청취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필여)는 

저1235회 시의회 정례회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인 

11 월 22일, 현장 의건 청취를 위해 

평촌도서관을 방문했다. 

(ζ) r遍삶t 안양시의회 본회의장 회의 장면은 
1적얻~·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aycouncil.go.kr 

!~~ 二 e ·.: • 흐느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건설위원회, 안양예술공원 

내 무짙빼나눔길 공사 현장 방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화는 

저1235회 시의회 정례회 중인 11 월 

29일, 안양예술공원 내 무E빼나눔길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상황을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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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도젠관켠룰받띈갇운영안내 
운영기간 2018. 1. 8.(월)∼1 . 18.(목) 

신청방법 안양샌서관홈퍼|이Xi) 평촌도서관〉 문화행사신정 (로그인 뭘요) 

세부내용 

행사명 내용 일시 

겨울동화읽기 
겨울을 주제로 한 책을 읽고 

1. 8. (월)∼1 11 (목) 
가-「조C> 도 -「-등r화E르도C> 스 l 해 C> 

그림책과함께하는 민속그림책을읽고우리나라고유의풍습 
14:30∼16:30 

전래놀이 과전래놀이배우기 

문의 1층 어린이자료실 t 031)8045-6218 

대상 신청기간 

예비초등 3∼4학년 2017. 12. 27.(수) 

예비초등 2∼3학년 10:00∼ 

| 호계도서관 「겨울방학특짚 운영 | 
장소 호계도서관3층문화교실 

신청방법 안양시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호겨|도서관페이지 >문화행사신정 
문의 호겨|도서관 t 031 )8045-6255 

행사엉 내용 대상 일시 신청기간 

1. 23.∼1 26. 
초등 예비 3학년(20명) 

14:00∼15:30 1. 2.(화) 도꿀과학 도서관에서 
미리살펴보는과학수업 

1. 23.∼1 26. 10:00∼마감시 끝내는과학 
초등 예비 4학년(20명) 

15 :30카 7 00 

초등예비 2∼3학년 2. 1.∼2. 2. 1. 16. (화) 
신나는경제세상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경제와 화폐 

(20명) 15:00∼ 1 6:30 10 :00∼마감시 

벌말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운영 I 

일시 201 8. 1. 8.(월) ∼ 1. 30. (화) 

대상 유아 6∼7세 및 초등 1∼6흐밴 

내용 

프로그램 대상 일시 주요내용 

어린이유화교실 초등 1 ∼620명 
1. 8 . (월)∼1 29.(월) 

유화기법을 배워 나만의 그림 그리기 
14 :00∼15 :30 15 :30∼1 7 : 00 

여|비초등독서특강 유아 7세 15명 
1. 9. (화)∼1 30. (화) 독서 및 독후활동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15:30∼17:00 두려움없애기 

어린이를위한 
유아 6∼7세 20명 

1. 11.(목), 1. 18.(목) 놀이활동을통해어린이마음속걱정을 
감정치유미술수업 15 :00∼17 :00 즐겁게해소하는수업 

신청방법 인앙시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벌말도서관페이지〉문화행사신정 

문의 벌말도서관 를 031 )8045-6303 



.얼 • .,.Ji맴i 

「그림책과 놀자」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일시 
자A 
o-』

접수기간 

접수방법 

대상 
무의 

매주목 16시∼17시 

1층어린이자료실 

수시모집 

사무실방문접수 

책 읽어주기(6∼7세 대상)에 관심있는 성인 

관앙도서관 y 031)8045-않34 

l괴댐피믿r.Ji맡i 

「책읽어주기」 

일시 매주 금요일 15시 20분 

장소 안양어린이도서관3층배움터3 

대상 4서|이상 20명(당일 선착순 입장) 

진행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사) 
문의 어린이도서관 를 031 )8045-6285 

.꽃피lftr1i맴I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일시 

장소 

접수기간 

접수방법 

대상 
무의 

1,3주 화요일 15시∼16시(※ 변경될 수 있음) 

2층어린이자료실 

1월 2일∼수시모집 

방문접쉬3층 디지털자료실) 
유아 대상 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진행에 관심있는성인 

벌말도서관 y 031 )8045-6303 

톨틀멸를잉맴I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운영 

대상 유아및초등저흐맨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이현장잠여 

장소 석수도서관어린이자료실(1 층) 
일시 매주 토·일 I 14:00 ∼16:00 

(※ 방학기간 중 평일(매주 월요일 휴관일 저|외)도 운영) 
내용 노란 앞치마를 입은 정소년 자원봉사자어|게 읽고싶은 책을 

가져가세요 1 끼로읽어드립니다 

문의 석수도서관 y 031)8045-6116 

• 
톨휠|믿r.Ji맡i 

겨울 독서교실 수강생 모집 

수업일시 2018. 1. 23. (화)∼26.(금) 9:00 ∼ 12:40 
I 장소 호게도서관3층 문화교실 

* 

대상 초등 여|비 4∼5학년 32명 

신청기간 1. 2 (화) 10:00∼마감시 
신청방법 안앙시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호계도서관페이지 >

문호}행사신정 

내용 잭 속에서 함께하는그리스로마신화 

문의 호계도서관 y 031 )8045-6255 

| U셈띠l용빼 
「30 입체영호}상영」 

일시 2, 4주일요일오후 15시 30분 

| 장소 인양어린이돼관3층어린이극장 

• 

대상 안양시민 80명 

상영작품 카2(113분), 러|고배트맨 무비(106분) 

문의 어린이도서관 y 031 )8045-6276 

I팩씀~-쁨I 

체험동화운영 

대상 

일시 

신청방법 

내용 

5∼9셰어린이 15명 

매주(금) 16:00∼16:30 

홈페이지,전화및방문 

가상공E뻐|서 펼쳐지는 다~흔f동화속 배경에 어린이들이 투 

영되어 배경을직접 만져보는등한실제감을주며, 배경과어울 

려 즐거운체험을통한독서의 흥미유발을 위한프로그램 
| 문의 석수도서관 멀티미디어자료실 y 031 )8045-6140 

* ‘ 
,J 



| 석수 만안 삼덕 박달도서관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1 월(※도서관및강좌별상01) 

대상 어린이 및 안앙 시민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 kr)-+각 도서관 페이지→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 도서관 및 강좌별 접수일정 상이 홈페이지 참고) 

도서관 신청일시 운영기간 운영강좌 

석수도서관 12. 27.(수) 10:00 ∼ 1. 9.(화)∼1 19.(금) ‘동화랑과학이랑’ 등 4개 강좌 

만안도서관 12. 20. (수) 10:00 ∼ 14:00 1. 15. (월)∼1 25 . (목) ‘1 학기사회교과서미리보리’ 등 2개 강좌 

삼덕도서관 12. 28.(목) 10:00 ∼ 1. 4.(목)∼1 19. (금) ‘독서토론’, ‘북아트’ 등 6개 강좌 

박달도서관 12. 19.(화) 10:00 ∼ 1. 8. (월)∼1 25. (목) ‘영어그림책 함께 읽기’ 등 5개 강좌 

I 스토리텔링(석수 만안 삼덕 박닮 

대상 2∼7세유아 

장소 각도서관문화교실및시청각실 

도서관 행사명 

스토리델링 
석수도서관 

책읽어주는할머니 

만안도서관 영어동화나라 

삼덕도서관 책읽어주는할머니 

박달도서관 책읽어주는엄마 

맡빠JI를잉맴i 

영어동화나라 모집 및 운영 

운영기간 

모집기간 

대상 

진행 

내용 

신청방법 

2018. 1. 6. ∼ 12. 22. 
2017. 12. 19. ∼ 선착순마감 
유아5∼7세 10명 

성결대학교자원봉사자 

영어그림책 읽기 및 독후활동 

도서관홈페이지에서신정 

일시 진행 

매주(목) 15시 30분∼16시 10분 동화구연자원봉사 

매주(금) 11 시∼11 시 40분 동화구연 시니어 자원봉사자 

매주(토) 11 시∼11시 40분 성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생 

매주(금) 11 시∼11시 30분 동화구연자원봉사자 

매주(수) 11 시∼11 시 40분 동화구연봉사단 「행복한 의자나무」 

• | 뱉뀔웹 
동호}구연 「책 읽어주는 엄Db 운영 

일시 매주 수요일 11 :00∼11 :40 
대상 유아및어린이 

장소 박달도서관4층시청각실 

내용 책 읽어주기 및 손유희 

신청방법 선착순 50명(단체는 전화사전예약) 

문의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1r 031 )8045-6184 



(주무영건설 

비트인 

코스모이엔텍(주) 

(쥐니오프라텍 

(주)비알티코퍼레이선 

(주)오키 

(주)프로택 

(주써|광건설 

대한전력전재쥐 

세명개밸쥐 

oio 맘끼 I~성 
·헐~ti선!~1 ~H담끽경I쏘 

활기찬 경제도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센터에서 1 월의 채용정보를 소개합니다. 

활기찬일터를찾고있는 

안양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력 1 년이상, 
월급 180만 원∼250만 원(상여금100%) 

경리사무원모집 | 인근깎지여성우대 |경기도웬동인구| 031않7 織 I 주5일 09:00∼18:00 
(1 명) 문서작성, 학의로 282(관앙동) 

4대보험, 퇴직금, 중식비 지급 
스프레드시트 활용자우대 

대휠4년)이상, 신입모집, 
월급 200만 원∼250만 원 

산업용 HMI 또웨어 | 정보힘공학뚫소프트웨어 경기도인앙시동안구 
| 개발자모집(1 명) 공학우대, 문서작성, 프리젠테 벌말로 126(관앙동) 

031)450-3090 주5일 09 :00∼18:00 

이션활용자우대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건설현장수질환경| | 경력 1년 이상, 문서작성, 경기도안앙시동안구 
월급 250만원 

| 설계담당자모집(1 명) AUTO-CAD 활용자우대, 031)429- 3200 주6일 월낙긍 08:30∼17:30, 토 08:30∼12:00 

차량소지자, 운전가능자우대 
엘에스로 92(호계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대졸(2∼3년)∼대졸(4년), 
월급 250만원 

| 프E썩 기솔영업앤 | 재끓학 경영학전공자우대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10-5333- 9926 주5일 08:30∼18:30 
모집(1 명)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펑촌대로 239(비산동) 

4대보험, 퇴직금, 중식비 지급 
활용자우대, 영어(중) 

기계조립원모집 흐H력,경력무관, 경기도인앙시동안구 
월급 158만 원 (상여금 200%) 

(1 명) 정년층우대 학의로 282(관앙동) 
031)337-7766 주5일 09:00∼18:00 

4대보험, 퇴직연금, 중식비 지급 

자재과직원모집 고졸이상‘ 
경기도인앙시동안구 월급 166만원 

(1 명) 신입모집 
흥안대로 489번길 29 031 )689-8800 주5일 08 :30∼17:30 

(호계동) 4대보험, 퇴직연금, 식사제공 

대휠2∼3년)∼대휠4년), 

품질관리팀 사원 모집 I 신입 모집, 기계공학, 전기공학 경기도안앙시동안구 월급 216만원 

I (1 명) 우대, 문서작성 활용자우대, 정 시민대로 327번길 031 )470-0728 주5일 08 :30∼18 :00 
년층우대, 품질관리 관련 자격 (관양동) 4대보험, 퇴직연금, 식사 제공 

고졸∼대휠4증년 우),경대력 3년 이상, 
I 공무부직원모집 |쟁학챔우대 진신꿇|경71.S::앵시동딴| 월급 160만원 

축제도기능샤 필수, 문서작서。~ 평촌대로 239(비산동) 031)388-9981 주5일 09:00∼18 :00 
(1 명) 

로그램(한컴,MS,캐드등)활용자 4대보험, 퇴직금, 중식비 지급 

우대 

무정전전원장채UPS) I 고플-대쉴4덴 ’ 경기도인앙시동인구 월급 166만 원∼291 만 원 
| 생산직 및 기술직 모집 전기, 전자전공자우대, 자동차 전파로 104번길 031 )445-4900 주5일 09:00∼18:00 

(3명)운전면허 필수, 전기공사기능사 (호계동) 4대보험, 퇴직연금, 중식비 지급 
필수, 문서작성 활용자우대 

많경리및 I 고졸∼대휠4년), 
경기도안양시 월급 160만 원, 상여금 100% 

| 일반사무원 모집(1 명) 동안구경수대로 519 031)453-770[) 주5일 09:00- 18:00 
엑셀워드가능자 

번길 27(호계동) 4대보험,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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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toH인 재활운동교실」 참여안내 

기간 2018. 1. ∼ 12.(연중) 
일시 월 ∼ 금요일 (15:00 ∼ 17:0이 
장소 물리치료실(3층) 

대상 보행가능한뇌병변-지체 ε빼인 

인원 20명 

접수 방법 전화, 방뭔수시접쉬 

비용 무료 

내용 -근육경직완화를위한능동적관절가동운동 

-신체밸런스를위한균형감각훈련 

- 안정적 보행을 위한근육강화운동 
신청문의 만인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 031)8045 ∼ 3047) 

2018년 「허리튼튼운동교실」 참여안내 

만안구보건소는 공공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메텍스 허리신전근 재활운동 

장비를 이용하여 요통환자의 질병관리 및 예방을 위해 효뼈자를 모집하오 

니많은침여바랍니다 

기간 2이 8. 1. ∼ 12.(2개월/1 기) 

일시 주 2회(09:00∼12찌) 

장소 물리치료실(3층) 

대상 60세 미만 지역주민 

인원 20명(추후 개별연락) 

접수방법 전화, 방뭔수시접쉬 

비용 무료 

내용 - 주 2회 메텍스운동기구를 이용한 허리근력 강화운동 
- 월 1 회 메텍스 척추신전근력 평가 

신청문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팀 

2' 031)8045 ∼ 3047 

근육플러스 운동교실 참가자 모집 

모집대상 인앙시민 

신청기간 2018. 1. 2. (회) ∼ 1. 5. (금) ※ 신규자만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장소 현대인병상담실(1층) 

운동장소 운동실(지해 
문의 동안구 보건소 1r 031 )8045-띠04 

필라테스 주 2회(화,목) -폼롤러를 이용한근력강화, 유연성 운동 
30서|∼65서| 1 1 :00∼12:00 -프리웨이트 및 소도구를 이용한맨몸운동 

에어로빅 주 2회(월,수) 
-프리 웨이트 및 소도구를 이용한근력강화운동 

65세이상 11:00- 12:00 

근육플러스(성인반) 주 1회(월) 솥응악과함께유산소 및 근력강화운동 
30서|∼65서| 1 4:00∼15:00 -긴장완화 및 근육 이완, 상해예방 

근육플러스(실버반) 주 1회(수) 
-프리웨이트 및 소도구를 이용한근력강화운동 

65셰이상 14: O〔〕∼ 1 5:00

재활운동교실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17. 12. 26. ∼ 2018. 1. 5. 
운동기간 : 2018. 1. 8. ∼ 3. 30.(3개월) 

※ 3개월 운동후재활운동동아리 침여 

운동장소 3층재활보건실 

접수방법 전화또는 방문/재활보건실(3층) 
2' 031 )8045-얘32 , 4874 

필라테스A반 
주3회 

30∼65서| 10: (월 00 수∼1 1 금 ‘:bo -잔애 정도에 맞는 운동지도 
- 신체 중심 강화운동 및 균형운동 

근력운동A빈 (월 주, 수3회, 금) - 자가운동을 위한 반복지도 
30∼65세 

14:00∼15:00 

에어로빅 B반 ( 주화~ 목회) ,| | - 음악과 함께 유산소 및 근력강화운동 
65세이상 10:00∼11:00 - 긴장완화 및 근육 이완, 상해예방 

인공펄쏟2주 | 주1회댐) 
이상지난주민 1 4:00∼ 1 5:00 |-프리웨이트및소도구를이용한근력강화운동 

※ 재활운동이 필요한g빼인 및 허약노인은개별 운동지도후그룹운동참여 가능 
(문의;재활보건실) 



어려운이웃돕기성금품 

기탁내역 

대효별교조계종효빠음선원 
기탁일자 : 2017. 11 . 21 
기탁내용 ; 성금 50,000천 원 
나눔대상 ; 인양시 저소득가정 

(쥐인탑스 

기탁일자 :2017.11.13. 
기탁내용 ; 생활용품 1004박스 

(26 ,670천 원 상당)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무기명 

기탁일자 : 2017. 11. 13 
기탁내용 ; 유아용칫솔등4종 

나눔대상 ; 아동일시보호소 

01마트평촌점 “사랑의 도시락” 

기탁일자 ; 2017. 11월중 

기탁내용;도시락 

(월별 3세대 62천 원 상당) 
나눔대상 ; 독거노인 지원 

(주멜엠에스 

기탁일자 ; 2017.11.14. 

기탁내용 ; 성금 7,500천 원 
나눔대상 ; 안양시저소득가정 

(장학금) 

농협안양시지부 

기탁일자 ;2017. 11. 15 
기탁내용 ; 성금 10,아O전 원 

나눔대상 ; 안양시 청소년시설 

지원 

안양중소기업CEO연합회 

기탁일자 : 2017. 11 . 17. 
기탁내용 ; 성금 2,000천 원 

나눔대상;난치병아동돕기 

대게나라안양접 

기탁일자 ; 2017. 11. 20. 
기탁내용 ; 중식 제공(28여 명) 

나눔대상 ; 안양시 독거어르신 

(주펌성담 

기탁일자 : 2017. 11. 21 
기탁내용 ; 성금 3,000천 원 

나눔대상 ; 안양시 청소년시설 

지원 

세광·~법(주) 

기탁일자; 2017. 11. 22. 
기탁내용 ; 백미 10kg 200포 
(3, 558천원상당)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OH 

기탁일자 ; 2017. 11. 26. 
기탁내용 ; 성금 800천 원 
나눔대상;안앙시지정기탁 

(주)태성t법 
기탁일자 ; 2017. 11. 28. 
기탁내용 ; 기초화장품 100개 
(1,990천원상당)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성문고등학교 

기탁일자 ; 2017. 11. 28. 
기탁내용 : 백미,라면 등 

(1,966천 원 상당) 

나눔대상 ; 인g임동 저소득가정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기간 2017. 12. 1. ∼ 2이8 2. 28.β개월) 
신청대상 본인 및 위기가정을 알고 계신 이웃주민 

지원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복지 소외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등의 

긴급한사유로생계유지 등이 곤란한가구 

·중한질병또는부상을 S한경우 

•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ε빼 등으로돌봄부담이 과중한경우 
• 동절기 전기, 가스, 언탄등난냥뻐| 어려움을겪고있는가구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저|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공적급여지원 

(소득재산등충족새 

80 

• 소득기준에 미달하지만돌봄등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통합사 
레관리 대상자로선정하여 지속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대상자로우선 선정, 방문상담 후원물품등 지원 
문의 복지정책과fi' 031 )8045- 5455 

인앙시 복지상담콜센터 fi' 031)8045-7979 
구정 복지문화과, 각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u 129) 



더좋은안양 

안양뜨락 

Al갑 추운 날 

박현(동안구 경수대로) 

、‘-

퇴근길에 식당 앞에서 지갑을 주웠다. 내가 지갑을 주우 

려고 그랬는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 시간에 나만 

걷고 있었다. 눈앞에 유명 브랜드의 두툼한반지갑이 보였 

다. 본능적으로 지갑을 주워들었다. 길에서 천 원짜리 한 

장주워본적 없는나는웬일인가싶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식당 앞에 서서 지갑 인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몇 장의 카 

드, 신분증, 그리고뒤편에 파란지폐가여러 장있었다. 나 

는지갑을주운것이은근히 기쨌다. 살면서 이렇게돈안 

들이고착한일할기회가좀처럼 없기 때문이다. 

경찰서에 가려고 길을 걷는데 은근히 겁이 났다. 괜히 지 

갑을 가방에 넣었다가 절도범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곧 후회가 들었다. 경찰서는 우리 집을 지나쳐 십 

여 분 걸어가야 있는데 날 추운데 괜히 주워서 헛고생하 

는것같았다. 

지갑을 남들이 볼 수 있게 손에 들고 팔을 절반쯤 올려서 

걸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에서 지 

갑 안을 다시 들여디봤다. 신분증은 있지만 꺼내뢰야 별 

도움 될 것 같지 않았다. 해병대 전역증이 보였다. 아마도 

지갑주인은해병대를전역한지 얼마되지 않은청년일 것 

같았다. 지갑의 브랜드로보아본인이 사지는않았을것이 

다.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갑일 거 

라는 추측이 들었다. 지갑 주인이 지갑 잃어버린 것을 알 

고 지나갔던 길을되짚어 헤매고 있을수도 있겠다는생각 

이 들자 발걸음이 빨라졌다. 

경찰관은지갑안을들여다보더니 내 전화번호를적으며 

사례를 바라시냐고 물었다. 나는 손사래를 치며 그냥 주 

인에게 잘 전달해 주라고 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30분쯤 지난 것 같은데 그새 주 

- 인을찾아준것이다. 남자는활기찬목소리로감사하다고 

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지갑 주인 때문 

에 나는 더 행복해졌다. 지갑에 돈이 들어 있는데 하나도 

• 욕심이 안 난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다. 좋은 일을 해 

서좋은날이었다. 



도r 풍 을 보LH며 

안성운{만안구 병목안로) 

겨우내 움틈을 기다리더니 

봄여름 내내 푸름을 간직한다 

자고 나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지만 

푸르른잎새보다더하랴 

알록달록옷입고 

울굿불굿옷입고 

이젠 내 곁을 떠나려 한다. 

꽃은말 없으나향기 풍기듯 

바람에일렁이는꽃대 

슬픈눈물강을이루어 

아름다운새생명을 잉태하리니 

남은 이가바라는 건 푸름이다. 

벌써기다려지는봄 

단풍처럼 떠나버린 이의 간절한 기다림이다. 

|· | 시 | 민 1 | 여 | 러 1 분 | 의 | l 참 | 신 | 한 | 1 원 | 고 | 를 | | 기 | 다 1 립 | 니 | 다 | ! | 

선정된 분꺼|는 온누리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원고 시 · 수필 · 기행문 · 독후감 · 만화 독자의건 , 사진작품 등 제한 없음분량 M1장 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kr) 또는 팩스 1r 031)8045-건501 문의 홍보기획팀 구희본 1r 031)8045-2이8 

※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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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풀은안양 

안양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속 
틀린그림찾기 

겨울을 즐기는 안양시민들의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안양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의 모습 속에서 

틀린 그림(5개)를 호빠보서|요, 정답은 67페이지에 있습니다. 

- 틀린그림 -

“-------------------------------‘----------------------- ---- --- - --------------------‘----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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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편집실 ,,.. 

• 부믿l안양 
Reader ’s Letters 

/ 
~ 

g독자의견 이종용(만안구 연현마을) 

1월 13일까지 이메일(urianyang@korea.kr)로 
아파트 출입구를 열고나먼 뻔히 저를 쳐다보며 ‘여기요 저 좀 봐주세요’ 하듯 외침의 소리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점을 가 들려 손을 내밀어 펼쳐보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안앙시에서 발행하는 〈우리안앙〉입니다. 

보통 기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들은 주요행사 안내 및 운영 프로그램 소개 등에 치중되어 

잘 읽게 되지 않는데, 〈우리안앙〉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다가와 비교적 모든 

내용을 꼼꼼이 보게됩니다. 

\| 이번 호에는 연말이라 그런지 더욱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행 

복한 변화 1’ 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훈훈함을 전해주는 기부문호뻐| 대한 소개가 비중있 

게 다뤄져서 좋았습니다. 특히 안앙역 기부계단 사례는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을 

유도하여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기부까지 융합한 훌륭한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 

• | 마지막로뻗한 01슈 1에서짧여짧스댐프투어쐐었는뼈鋼 

공원’은 우리 고장 역사와 문화의 앙상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라 

생각됩니다. 스탬프클리어 이벤트로 상가번영회와 함께 서비스를 연계한 것도 지역 상권 

까지 고려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안~을 무료로 만나보서|요.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서울에서 안앙으로 비싼 집값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밀려나듯 이사를 

안앙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오게 되었지만 안g때|서 살면 살수록 관악산 기숨과 안양천을 보고 있노라면 배산임수의 

또는 스마트폰 애를리케이션 ‘우리안앙’을 뛰어난 입지조건과 주변환경 그리고 많은 공원과 체육시설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다고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안양천을 따라 자전거로 출퇴근도 해보고 주말에는 아이들과도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1t 031)8여5-2018 안앙천을 즐겨찾는데 한강처럼 넓지는 않지만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춰져서 좋습니다. 

또한 인문학의 도시를 표빌「하면서 인문학 강좌 등도 활성화되어 있고、 버스정류소에 붙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으로 있는 시들도 정겹습니다 또한 지역별 도서관도 잘 설치되어 있으며 안앙역에서 도서 대 

우리안g떨만나세요 출도 용이하여 정말 매력 있는 도시라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우리 연현마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을의 인심과 마을공동체 다운 소소한 미을 프로그램 등에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업스토어에서 래서 서울에 있는 직장동료들에게 자주우리 고장자랑을 한답니다. 
‘우리안양’ 검색 후 업 다운로드 

이 정도면 안양에 푹 빠진사람 같지 않나요? 

늘 안앙시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며, 언젠가 

는 우리 고장 자랑과 감사의 맘을 전하고 싶던 치어| 〈우리안양〉 독자의견을 보고 기회가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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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OK동안구 달안동) 

매달 〈우리안앙〉이 새로 나오먼 저는 꼭 마지막 장을 챙져보게 됩니다. 제일 뒷장을 통해 안양의 오래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계속 살아와서 그런지 예전 안양 사진과 현 

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게 너무 흥미롭고 신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안양〉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안양의 옛 모습을 공유해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알차게 채워진 〈우리안앙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김홍찬(계양구 하느꽤로) 

안앙은 제가 살고 있는 곳, 제가 태어난 고항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안앙의 소식지를 보게 되 

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보았던 〈우리안양〉이라는 책자를 말입니다. 

친척집을 방문하고 거실에 놀여 있던 〈우리안양〉. 본 잭지를 겨|기로 안양시가 59만 시민의 멋진 예술과 

공연의 도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안양에 부러움과축하를 함께 보냄니다 

염채옥{동안구 관평로) 

〈우리안앙〉을 보면서 벌써 일 년이 거의 지나감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매월 본 소식지를 보고나 

먼 곧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보관해 두거든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펼치던 지난 8 

월호 창박골의 ‘안S방동 병목안 마을 이야기’. 멋진 가을의 절정이던 지난 10월 호에서는 ‘이번 가을, 관악 

산’ 관련 글이 소개되었지요. 이때 나무뿌리에 흙을 덮어주는 나무사랑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안양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안앙〉을 함께 벗하면서 

말입니다. 

접은영(만안구 덕천로) 

얼마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쓰레기 자판기를 접하게 되었다, 빈 퍼|트병과 캔을 자판기에 넣고 휴대전화 

를 대면 10원, 15원을 각각 적립해 준단다. 쓰레기통이 아니라 자판기 개념이 도입된 이 기계를 안앙시에 

서 적극 홍보하여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조영민(의정부시 오목로)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리안앙〉 12월호를 마주하고 있노라니, 그 어느 호 보다 아쉽고 섭섭한 미음 

에 한 장 한 장 더욱 소중히 넘져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올 한 해도 〈우리안앙〉과 함께하며 새롭게 부 

흥하는 도시 안앙의 구석 구석에 숨겨진 소중한 가치, 아름다운 진면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행복했 

습니다. 내년에도 이처럼 더도 덜도 말고 꼭 이만큼만 알차고 유익한 기사들로 안앙을 제대로 알고 사랑 

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 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I'. 



“나놓의 행복을즐기자” 

12월호 〈안앙에 색을 더하다〉에 응모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호에도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김창익(동안구 관악대로) 이엉주(동안구 비산동) 

최연서(동안구 비산동) 

펀L q 
64-y 홀센 ::u,• 채1 | 끽1v,~~,J이야 

우리안앙을사랑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 

모두정답을잦「으셨나요? 

정답은총5개입니다. 

왼쪽그림에서정답을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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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블루래빗 

큰 눈을 가진 부엉이는 야행성 동물이어서 

밤이 되면 깨어나 부엉부엉 울어요. 

또한 지혜를 상징하여 ‘척척박사 부엉이’라고 

불리기도한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은 물론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좋은 종이접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아요. 

·실선( - )은자르기 

·점선( )은접기 

• 별표( ~ )는 풀칠하기 

몸통을만들고난뒤 
구| , 날개, 꼬리깃, 발을 

붙이세요. 

머리의윗면은 



꼬리깃 

님} 
2 

구| 



더좋은안양 

변화그리고진화 

안양2동삼성천과 

석수1동 삼막천이 만Lt는 곳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안S받동 삼성천과 석수1동 삼막천이 만나는 삼각지점이다. 01곳은 조선 정조임금 재위 

19년(1794) 수원에 있는 부왕 사도써|자의 묘가 있는 화산능을 행차하기 위해 축조한 만안교(경기도 유형문호때 제39호)7r 1번 국도 도로 

밑에 놀여 있었으나 국도가 확장되고 교통량이 증가하자 만안교의 원형이 훼손되고 파손이 심하여 1980년대 만안교를 해체한 후 완전하 

게 삼막천으로 이전 복원하였다. 삼막천은 우기를 제외하곤 건천이 계속되어 메말라 안앙대교 주변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양천물을 

여과시켜, 경인교대 앞까지 끌어와 하루 9,000여 톤의 깨끗한 물을 방류, 안양천에서 서식하던 각종 물고기와 조류가 찾아 들어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려 낸 곳이다 



탁자아래로들어가몸을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가스를차단하고 

문을열어 출구를확보한후, 

밖으로나갑니다. 

책상아래로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잡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대피합니다. 

손잡이나기둥을잡아 

넘어지지 않도록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행동합니다. 

떨어지는물건에대비하여 

가방이나손으로머리를보호하며, 

건물과거리를두고운동장이나공원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표慶필웰훌활품를 • 

• 

품L 
진열증뻐|서 떨어지는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효하고,계단이나기둥근처로가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비상등을켜고서서히 속도룰줄여 

도로오른쪽에 차롤 세우고, 

라디~I 정보를잘들으면서 

키를꽂아두고대피합니다. 

-률필따마웹E활품률-

모든층의버튼을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충에서 내린 후 
계단을이용합니다. 

흔들림이멈출때까지 

가방등소지품으로몸을보호하면서 

자리에있다가, 

요때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룰훨볕뀔훌똘품룰-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곳으로 대피합니다. 

해뱀|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곳으로이동합니다. 

용안빵씨 제난환흰때핵롤환 | 빼난믿뻔쌓빼 80삶.2225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도모,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

「안양지방법원승격」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I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 변호때| 발맞추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안앙지방법원으로 승격시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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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별빛이 LH린다 

口f음이사22 E듀는다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는 언말이 다가오면 새해맞이 축제가 펼쳐지고I 

파리 시민은물론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화려한 빛의 향연을즐긴다. 

안양시에도 빛의 향연을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시청앞시민들을위한 ‘힘꽉감’ 01다 (동절기 O반조명운영 ; ∼2월 28일한) 

4 I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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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를중심으로 반짝이는 

별빛들이길을안내한다 

안양시청 앞 휴식공간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니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한다. 형형색색 조명 옷을 

입은 휴식공간의 모습은 낮의 평온함과는 또 다른 분 

위기다. 특히 LED 장미정원의 화려한 장미 송이는 몽 

환적이기까지 하며 lOm 높이의 LED 대형트리는 웅 

장함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회양목에 은하 

수 조명을 설치해 반짝반짝 빛나는 빛 잔디를 연출한 

모습도 인상적이다. 가족끼리, 친구와 함께, 연인끼리 

이곳을 찾은 이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 아 

름다운 순간’을 자신의 눈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남 

기기 위해 분주하다. 그렇게 휴식공간은 시민들을 위 

한 열린 공긴-으로 자리매김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면 

시정앞휴식공간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물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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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나가 자유흡게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휴 

식공간은 여름이면 초록색 잔디로 시원한 경관을 선사 

하고, 겨울이면 야간 조명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한다. 

광장은 테마별로 소통마당, 화합마당, 그린카렛, 화이 

트가든, 솔향원, 잔디마당 등 6개로 나뉘어 특색 있게 

꾸였으며 번개 콘서트, 썽머나이트 콘서트, 돗자리 영 

화관 등 각종 공연과 문화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각박한 삶 속의 쉽표를 선사한다. 광 

장 옆 경비실을 리모델링한 자리에는 카페‘마당’이 문 

을 열어 향긋한 커피 향으로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 

러뜨려준다. 

LED 조명의자가 

은은한빛을밝히며 

쉬어갈이를기다린다 

6 I 7 

INTERVIEW 

!휴식공간’에서 만난 사람들 

멋진모습을 

사진으로담아둘래요. 

안양곳곳을둘러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휴식공간을봤었는데요. 

이멋진모습을제대로 

담아두고 싶어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들렀습니다 

송효펜 (77세, 동안구 갈산동) 

러시아인의마음도 

사로잡았어요! 

친구가관양동에살아서 

놀러왔습니다. 며칠 머물며 

안양투어 중인데요. 오늘은 친구가 

여길 가보라며 소개해줬어요. 

오후에 출지 않아서 책도 읽고, 

아름다운 별빛까지 보고 가네요. 

시청광장에서미리만난 

여행의감동 

퇴근후 여권민원실에 왔다가 

멋있는불빛에나도모르게이끌려 

오게 되었어요. 도심 속 네온사인 

불빛이아닌자언을닮은조멍이라 

더멋있는거같아요! 

황인혁 (34세, 동안구관양동) 

Aleksandra (22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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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i폼-,래픽_Q될 보는 

2018년새해 
달라지는저l도 

2018년 새해를 맞아 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총 12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각분야별 달라지는제도를 한눈에 살펴볼까요? 

屬월 재산셰 분활 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45일 --
수어통역도우미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청 및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 2018년 2월 시행예정 

0 0 

일자리안정자금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대상 : 30인 미만고용 사업자 

-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고용사업자 

-지원 ; 노동자인건비지원 

(1인당/월 13만원 지급)& 

사회보험료경감 

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 지원금 인상 :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 기존 경기관람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6맨 →7만원 
체육시설이용포함 



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생계급여수급 청년 
(만15서| ∼만34서|)의 자산형성 지원(36개월) 

1500만원 

- 평균 1,500만원 지원(3년 이내 탈수급시) 

- 근로소득공제 저축(10만원) + 근로소득장려라월평균 30만원) 

0 

저소득한부모가족등 
아동양육비지원증액 

120천원 → 130 천원/월 
170천원 → 180천원뭘 

-저소득한부모가족 : 130천원/월(※만 14Ail 미만아동) 

- 청소년 한부모 가족아동 : 180천원/월 

가정위탁o~동양육비 
지원액인상 

• 대상 가정위탁아동 • 금액 : 150천원/월 

120천원 • 150천원 

8 I 9 

효}애인일자리사업 

ε}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인상 

→繼
- 복지 일자리 :363천원/월 • 422천원/월 

-일반형 일자리 : 1,353천원/월 • 1,574천원/월 

- 시간쩌| 일자리 : 676천원/월 • 787천원/월 

흩훌뿔를 기초생활 보장선정 기준변경 
••• 4인가구중위소득기준액 ‘ 17년 대비 1.16% 상향 

기준범위 1.16% 상향조정 

- 의료급여(40%) : 1, 787천원 • 1.808천원 미만 

- 주거읍여(43%): 1,921 천원 • 1,943천원 미만 

- 교육급여(50%) : 2,233천원 • 2,259천원 미만 

흩훌뿔를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및 
~ 입학준비금지원 
------ • 대상 ; 입양아동 

· 총지급금액 

-~육수당 150천원/월 

- 쟁”o~동 551-627천원M월 
- 입양축하금 1,000-2,000천원 [2018 추가] 
- 입~"<〕}동 입학준비금 [2018 추개 

(초등 20만원 중고등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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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훌뿔를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 · 대상;관내어린이집생애최초입소아동 

- · 금액 : 100천원(초|대) 

법정저소득및셋째아 
필요경비지원 

• 대상 ; 관내 O서|∼만5세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어린이집 이용자 

0 
탤활뭘1160 천원/월 

현£벡습비/90 천원/분기 

먼지총료t제시행 
• 사업장 먼지총료F제 ‘18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 대기 1∼3종 중 먼지배출량 0.2t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 대~겁종 ;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I 고형연료 

- 업소별 연간 먼지배출허용총량준수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안심보육지원 

• 대상 ; 관내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시설규모별연1회지원 

3000 ∼ 
6000천원 

국가유공자보훈명예 
A다Iι그 
-「〈〉.、II뇨j 

• 대상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 
• 수당 . 210천원/분기 ※ 월 20천원 인상 

• 

210천원/분기 

ζ;3 



--體를l 
훨빼를 ·---· --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범위확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범위 흔κH 

200m· 이상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뚫醫 

• 지진호}산대책법에 해당조항 신설 법령에 따른 업무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표뻐|서 안전성 확인서 발급 

※ 18. 10.25 시행 

- 법 시행(‘18.10.25 .)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불인정 

- 법 시행 이후 지정 기관외 발급한확인서나유사한 형태의 

인증을 근거로 명판을 부착할 경우과태료 처분 

11 층이상 

6층이상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확대 
층수가 6층 이S벤 특정소농}대상물의 

모든층에 설치 ※ 18. 1. 26 시행 

돗프갖 /,- -‘、
/.”, ,“、

/.’ I I \、‘、
//’ I I \‘、、口

다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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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훌연 분쟁개입 

근거마련 
아파트 층간홉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 18.2. 10 시행 

피해자가아파트관리주처|(관리사무소)에 

층간홉연 신고시 관리주체가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가구에 들어가사실관계 

확인과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연립·다세대주택 등지하주차장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18. 1. 26 시행 

50세대 이상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물분무 등 소호}설비 설치 규정 



살고싶은우리안양 | 설레는 이야기 

i폼른 눈의 EH극전사!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4인방 

안~흔}라아이스하키단소속으로국가대표팀의 귀화선수들I 

‘브락라던스키’, ‘뱃 달튼’I ‘에릭 리건’, ‘알렉스플란트’등4명의 선수를만나봤습니다. 

푸른눈을가진그들의 진솔한이야기를들어볼까요? m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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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럼픽을 

위해그들이 

전하는메시지 

평장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즈;_;>;:f 닙~~프)..J 

I CJ I I C그 

인잉힌난1아o]!τ히-시민-어l시 

한η11했던 동si.~}j'] 깐이 

핑칭τ강하겨l판?!펙 νl ζl 판선()]-셔l 퍼Oi 

농’-걱이띤 공걱 . 빙이맨 방이 

~;~끈 지I \단닙l-~1L ::::.낀싹끼-ιl 

더욱 뜬l린이l 샀-간Lj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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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구단의 자부심이 태극마크로 이어지다 

아이스하키는 낯선 경기다. 경기장을 찾아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 

람도 다른 종목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를 연고로 한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이 20년이 넘 

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문구단이자 동아시아 

최정상급의 구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경기장을 찾는 시민이 꾸 

준히늘고있다. 

안‘댄라아이스하키단은 오는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단 국가대표팀 에비 명단에 소속 선수 32명 가운데 12 

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말 그대로 안‘댄앤+ 선수 중 많은 수의 

선수들이 국가대표 급인 것을 보여준 것이며 국내 최고의 명문 아 

이스하커팀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런 명문안잉댄뷰rot이스하커단에 ‘푸른눈의 한국인’이 있어 눈길 

을 끈다. 네 명 모두 캐나다 출신으로 아이스하키와 한국이 좋아 귀 

화한‘한국인’이다. 



살고싶은우리인양 | 설레는 이야기 

에릭리건 | 한이건 

강갑외 동낀강 디7년!스 

뱃달튼 | 한라성 

받갑드| A형 :\111는 f운-상 

브락라던스키 | 라동수 

옹싸o-;fl~IA I츄 쩌양l낀츄 
사4 |강티 lζ| 회양·~t 텔1 | 
·땐들이 상기와 같은 뜻으로 ‘동수’라 명명 

[ a. 효밀어|人1의 생활과 귀화한겨l?I 등 다얄하게 룰뀐룰있습:1댄 ] 

에릭 리건 (ERIC REGAN) 

처음 아시아 리그에 왔을 때는 일본의 크레인즈에서 뛰다가지금 안양한라 

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초 안양한라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망설였지만, 

한국에대한좋은이미지가있어결정했고또열심히했습니다. 

지금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니 그때 제 결정이 탁월 

했던것같아요! 

뱃 달튼 (MATI DALTON) 

저의 간절한 마음이 안양한라 팀을 만나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안~I> 인터뷰를 하니 안양으로 복귀하여 빙상장 앞 

삼겹살집에서 돌판 위에 삼겹살과 김치를 구워 먹고 싶네요. 

삼겹살최고예요! 

브락 라던스키 (BROCK RADUNSKE) 

2008년 처음 한국에 왔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양 한 

라에서 선수생활 3년차 때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었었 

는데 어느새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안앙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 

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안양! 

알렉스 플란트 (ALEX PLANTE) 

어린 시절 저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한국인 

유학생을통해 한국에 대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국적을 취득해 국가대표로 

올림픽을 나가게 됐으니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따름입니다. 

알렉스 플란트 | 초|강남 

o,쓸셔인 '1.11 I쩡l 1a[갑 힘안 디π;v스 



효핀국의 문호}와 한라의 하키에 반하다 

4명의 ‘푸른 눈의 호택인’들의 일상생활은 단순하다. 

경기나 훈련이 없어 쉴 때에는 그저 휴식에만 집중한 

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요즘 

에는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각별히 톰 관리 

에신경쓰고있다. 

평소 같으면 저마다 호택에서의 일상을 유익하게 보 

내기 위해 노력한다. 포지션이 골리(goalie)인 뱃 달 

튼은 틈나는 대로 호택의 어린아이들에게 아이스하 

키를가르치며 주니어 선수들의 성장을둡는데 공들 

이기도한다. 

알렉스 플란트는 가족과 함께 하는 안양에서의 생활 

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다. 기족들도 같은 마음이어 

서 한라에서의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한 

다. 굳이 하키가 아니더라도, 한댁이 좋고 매력적이 

라 오래도록 안양에서 머물고 싶다고 한다. 

차가운 빙판 위의 뜨거운 열정을 느껴라! 

이들 네 명의 선수들에게 안양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번갈아가며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하 

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아이스하키에 좀 더 관심 

A 2017-18 ASIA LEAGUE ICE배CKEY 

Semi-타I떼 50% 훌뽀뺀 

vs 
3월 10일 (토) 17시 
3월 11일 (일) 17시 
3월 13일 (화) 19시 

14 I 15 

을 갖고 즐겼으면 한다는 것. 하키 경기는 직접 봐 

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단 한 번이라 

도 경기현장을 찾아 직접 본다면 100% 빠져들 것 

이라고도했다. 

이들 귀화한 선수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 하커가 세 

계 정상 팀과 견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호댁 

하커가 역대 최강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 한다.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경기는 계속 

된다. 올림핀 이후인 3월 10일부터는 안양빙상장에 

서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가 열린다. 안양혼보}는 현 

재 4강전에 들어있으며 일본의 프리블레이즈와 결승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귀화한 외국 선수로 외모는 달라도 “우리도 어엿한 

한국인이라 일본팀에는 절대 질 수 없다”는 게 이들 

의한결같은이야기다. 

끝으로 한이건·한라성·리동수·최강남 네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로 안양시민들에게 승리를 선사할 것”이 

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안양빙상장으로 오셔서 힘찬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소 안양 빙상장 (안양한라 홈 구장) 

주 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문의전화 031-381-6192∼3 

-본 할인권은 자유석, 지정석에 한합니다. (특별석 제외) 

- 타 할인과충복 적용은불가합니다. 

※ 안앙한라아이스하키단에서 그간의 성원에 보답코자 땐 여러분께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본 할인권을 가져오시먼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살고싶은우리안양 | 생생한안양 

워|딩플래너 
‘꿈의 학교’어| 
초CH합니다 

인생의 가장소중한순간이 더욱 빛날수 있도록 

신랑신부의 라이프스타일I 취향I 예산등에 맞춰 

가장 o~름다운 모습으로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돕는사람이 ‘웨딩플래너’다. 

생의 화려한순Z」를 책임지는 웨딩플래너에 

청소년들이 과감히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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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학교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 
안양의 한 웨딩 전문 업체에서 진행된 특별한 결혼 

식 현장. 예식 시간이 다가오자 하객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피아노 선율이 실내에 울려 퍼 

진다. 입장을 알리는 첼로 연주와 함께 떨리는 미 

소로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 두 사람에게 쏟아지는 

하객들의 박수갈채는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이날 예식의 진행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웨딩플래너 ‘꿈의 학교’ 출신의 전환희(평촌경영고 2 

학년)군. 사회자 자리가 꽤나 떨릴 법도 한데, 시종 

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긴장한 예비부부에게 

축하의 인시를 건넨다. 덕분에 예비부부의 얼굴에 

도 마지막까지 웃음꽃이 피었다. 그제야 다른 학생 

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꿈에 

한발한발 

다거7~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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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결혼식은 웨딩플래너 ‘꿈의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한 평촌경영고 성문고 안양여중 등 안양지역 

중 · 고등학생 16명이 맡았다. 사회는 물론 사진촬 

영, 메이크업, 연회, 예식도우미, 조리부까지 ‘꿈의 

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십분 활용하였다. 경 

기도교육청이 주최히는 ‘꿈의 학교’는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과 성찰을 통해 자아탐색과 꿈을 실 

현하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승마, 자 

전거, 연극, 의정체험 등 다Oef한 분야에서 진행하 

고있다. 

그중 웨딩플래너 ‘꿈의 학교’는 지역 웨딩기업인 

‘스칼라티움’이 지원에 나서면서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에게 다Oef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했다. 학생들 

은 6개월 간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폐백, 예약, 

조리 등 웨딩 전반에 관한 실무 수업을 익혔으며 

웨딩빅냄회 견학, 웨딩드레스 패션쇼 관람 등으로 

견문도 넓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변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꿈과 끼를 펼치며, 기획부터 

추진까지 스스로 꿈을 쫓이볼 수 있다는 게 이들에 

게는 또 한 뱀 성장할수 있는 도약점이 됐다. 

꿀의학교 

안앙을 포함한 경기도 내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 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문의 지도교사 김정혁 010-6339-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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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준비! 
전통시장어|서 

준닙 l등f는건 어때요? ‘ 
어느새 다가온설날. 아무리 안정적인 가격으로 장을볼수 있다고 해도 

큰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결코 만만치는 않죠? 

저렴한 가격으로과소비를 막을수 있는 정겨운 전통시장I 함께 떠나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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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제훨과얼의항기로가득채운 E별손님들로가득찬인정 넘치는 E멍Ai;/ ilill 

남부시장 박달시장 

남부시장 버스정류장 진입로 앙왜|는채소, 과일, 그리고수산물 박달시장은 박달우회도로와 박석로 시이에 위치한시장으로 박석 안양 전통시장을 이용할 땐 지역경제 활웰f률 위한 

등의 소매상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들이 주로안앙시민들에게 신선 교를 지나면 빅달시ε삐 그 모습을 드러낸다시장이 형성된 것은 안양사랑 상품권을 이용 하세요! 
한정과류를공급하고있는주인공들이다 남부시ε이| 주변에 빠르 1979년이며. 2005년에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다‘ 정육점, 닭집, 

@설명절(18 . 1 . 15. ∼ 2 . 14 . )기간동요뻐|는 8%의할인 
게 형성되고있는대형유통업체에도불구하고그명목을유지하고 미용실. 쌀집. 세탁소 등의 100여개의 주위 상가와 더불어 노점상 

있는 것은오랜 시간동안형성된 단골손님들과왕복 7차선인중앙 점포는 시장 내 도로 전 구Z뻐| 걸쳐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있다 e평상시 6%의할인 

로와 30여개의 버스노선 등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이다 도매와 소 취급품목은생활권에 위치한시εH〕|니 만큼채소, 과일. 의류, 즙회 ※ 관내농협을통해구매가능 
매를 아우르고 있는 시ε에|니 만큼그 채소와 과일의 신선힘과 저 등이주를이루고있다 아케이드 내 점포와조화롭게 과일,채소의 • 5,000원권, 1만원권 2종으로 발행 
럼한가격은다른시ε이| 따라올수없는남부시ε반의 미덕이다 류즙화등으로진열된노점이 박달시장의상징물인 셈이다 • 구매한도 개인 월 30만원 / 법인 없음 



‘살’ 맛나는 전통시장장보기 

가격은 저렴해도 인심은 후해요! 

전통시장은 확실히 저렴하다. 그렇다고 물건의 뀔리티 

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의 행시상품이나 상 

품권처럼 ‘안양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이 다 

oef하게 있어 시장 내 가맹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있다. 

과소비, 막을수 있어요! 

대형마트에서는 누구랄 것 없이 대부분 과소비히는 경 

향이 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품 숲을 누비고 다 

니다 보면 당초 예정에 없던 지출항목이 수두룩하게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그 

럴 일이 없다. 

소소한즐거움이가득! 

전통시장은 단지 물건만 사고파는 곳은 아니다. 값싸 

고 맛난 음식으로 소문난 맛집과 신기하고 즐거운 볼거 

리도 많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곱창이나 순대, 

김밥, 튀김, 어묵등맛깔스러운주전부리나안주 

거리도풍성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쓰는 대부분의 소비는 지역 상 

인들의 손을 거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 신선한 상품, 상인들의 친근함 등 대형 

유통매장 및 옹라인쇼핑몰 못지않은 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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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하거l 오l길을 걷고 있는 
감동 머|신저 
피아니스트김동규 



겸손한연주자 

화려한 이력이다. 김동규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 

교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김대진 교수 사사)를 수석 

졸업했다. 이어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동대 

학 박사과정 졸업예정이며 베를린 국립음대 피아노과 

강사를 역임 중이다. 학창 시절 여러 콩쿠르에서 1위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 

드 쥬네스 국제 콩쿠르 2위(당시 l위 없음), 2010년 산 

마리노 국제 콩쿠르 우승 등으로 일찌감치 세계무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탈리아 스튜디오 뮤지카(얹'UDIO 

MUSI CA) 매니지먼트 소속 아티스트로서 유럽의 수많 

은 무대에서 감동을 전했다. 

이쯤 되면 자랑할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정도로 설명한 게 전부다. 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다른 피아니스트의 얘기에도 “모 

두 훌륭한 음악가고 저보다 팬도 많고 유명하죠”라거 

나 “철희어나 신념이 다를 순 있어도 모든 피아니스트 

가 다 감명을 주는 연주자들”이라고 말한다. 또 그만한 

경력에도 “피아노는 아무리해도 끝이 없는 길”이라며 

아직도 갈 길이 멀단다. 그런 겸손한 자세 덕분에 탄탄 

한 실력을 쌓으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게아닐까. 

고집스런정통파 

“피아노는 제게 ‘공기’에요. 평소엔 자각히는 존재가 아 

니지만없으면살수없듯이 피아노없는삶을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요.”6살 때 누나를 따라 피아노학원을 다닌 것을 시작 

20 I 21 

으로 지금껏 늘 피아노와 함께였다. 많은 연주지들이 

여러 악기를 다뤄봤거나 혹은 지휘자로 전향하기도 하 

는데 그 앞의 수식어는 언제나 ‘피아니스트’였다. “후회 

한 적도 없고 다른 길을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내 

가 이렇게 힘든 걸 왜하고 있지?’란 생각은 해봤죠.(웃 

음) 사실 사람 마음이 늘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열정을가지려고노력합니다.” 

꿋꿋이 외길을 걸으며 깊게 연구해나간 때문인지 ‘정통 

클래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나름의 고집이 엿보였다. 

그는 “트렌디하게 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정 

통적인 클래식으로 관객과 함께 하려고 한다”며 “클래 

식이라 해서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다. 

사실 우리나라 클래식 시장은 크지 않다. 많은 피아니 

스트가 연주 기회를 갖기도 힘들고 이름을 알리기 위 

해선 콩쿠르 입-AJ-이 필수처럼 여겨진다.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부담은 크다. 일부 대중들에게 클래식은 ‘어 

렵다’, ‘재미없다’는 편견이 있기도 하다. 이런 벽들을 

넘는 데 있어 그의 담담한 성격과 우직한 소신은 큰 디 

팀돌이됐다. 

“성격상 남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데 크게 얽매이진 

않아요. 제 음악,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히는 편 

입니다. 물론 유명 콩쿠르를 거쳐 주류로 가는 길이 있 

죠. 하지만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연장도 

예술의전당만 있는 건 아니듯이. 지역사회에서 작더라 

도 클래식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세대 

음악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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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슬픔등 

감정을같이나누는 

그런사람이 

되고싶어요. 

관객과의교감 

그의 말마따나 큰 무대뿐만 아니라 히우스콘서트 같은 작은 무대에서도 관 

객과 만나려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우스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보다 잘 살필 수 있어 그에 맞추기도 

한단다. 지루해한다 싶으면 화려하게 몰아가거나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거 

나 또 곡에 따라 음악적인 감동을 주기도, 상상력을 전하기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연구, 관객과 소통 

하려는 자세가 그 배경이다. 

“음악이란 게 관객과 같이 공김하고 교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혼자 건반 

을 치는 건 의미 없죠. 제 연주를 듣고 단 한 명이라도 감명을 받는다면 성 

공했다고 봅니다. 기쁨과 슬픔 등 감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 

어요.,, 

독일 나메디 성에서 공연 당시 환호가 나올 타이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관객이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표출했다는 일화도 이해가 간 

다. 그에게 닿은 김동규의 연주가 어떤 특별한 감명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 

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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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인양시민,자주맨}요!” 

김동규는 그간 유럽에서의 활동 때문에 국내 관객들과는 지주 만나지 못했 

다. 작년부터 국내 연주회를 늘려가고 있다. 큰 공연만 봐도 1월에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협연을 마쳤고 2월 유럽 연주회를 다녀온 뒤 3월에는 예 

술의전당 실내악 연주가 4월 7일에는 안양 평촌아트흘에서의 독주회가 예 

정되어있다. 

시실 그에게 안양은 특별한 곳이다. 할머니 때부터 터를 잡은 이후 3대째 살 

고 있는 안양 토박이다. 그는 ‘안양 얘기가 나오자 “안양천도 흐르고 산도 

있어 자연환경이 좋다”며 “안양시민으로 살 수 있어 영광”이라고 자랑이다. 

이어 “인문도시 안양에 걸맞게 안~l:아트센터, 평촌아트홀 같은 좋은 공간도 

많아 다‘t한 공연으로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 

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여러분과 지주 만나고 싶고, 좋은 연주 들려드릴 기 

회가 많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김동규 

안앙시 만안구 안양동 거주 

안양초등학교졸업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졸업 

https://www.dongkyuk1m.com 

콩쿠르입상 

산마리노국제콩쿠르 1위 

세르비아 쥬네스 국제 콩쿠르 2위 (1 위 없음) 

독일나메디성국제콩쿠르 1위 

중앙음악콩쿠르 2위 

대한민국청소년음악콩쿠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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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눔은 

모두가 
함께 7~는똥행 
(주)국일에프앤비 나눔이야기 

(주)국일에프앤비 김선주 이사오} 정양순 단장. 이들 부부에게 사업은 곧 나눔을 위한 방편이다. 

나눔은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누는 자신들도 행복해지는 마법이라는 것, 

안양시에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도시가 되는 것’이라는 

(주)국일에프앤비의 바람처럼 더 많은 기업과 함께 나눔의 길이 더 북적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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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일에프앤비는 지난 2013년 안양에서 첫 발을 내 

디딘 이후 설립 1년 만인 이듬해 공주에 공장을 세워 축 

산물 유통과 기공 등의 분야에서 알차게 시장을 확대해 

가고있는기업이다. 

날로 어려워지는 국내 농축산업계에 작은 희망의 불씨 

를 피우고 있는 (주)국일에프앤비는 이웃을 향한 니눔 

에도매우적극적이다. 

안양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8천3백만원 상당의 물 

품을 기부한 농업회사법인 (주)국일에프앤비 김용조 

대표이사는 나눔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니눔이란 모두가 함께 가는 것 한마디로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국일에프앤비 

안전한 먹거리와 최상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최적의 설비 및 

독창적 노하우를 갖춘 (주)국일에프앤비는 떡갈비, 스테이크, 

미트볼, 닭가슴살 등 분쇄 가공육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 

안양사무소안앙시 만안구현충로 28번길 10, 031 -468-4300 

공주공장공주시 탄천면 탄전산업단지길 91 , 041 -853-39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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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선주 이사의 남편인 정양순씨는 ‘안양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F아 활발하게 봉 

사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2년 동안만도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싶은곳을 찾아 니눔의 손길을 건냈다. 

“사실 기부라는 표현보다 나눔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저희가 나눈 것 이상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 

죠.” 두 사람은 무언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는 사람들 

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살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된 니눔이라고 말한다. 이런 생각 때문인지 앞으로의 기 

부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저 늘 해 

오던 것처럼 틈틈이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두 사람 

은 무언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안양시에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모두 

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가 됐으면 해요.”라는 이들의 

답변과 같이 (주)국일에프엔비 같은 기업이 많아질수록 

안양시는 더욱 띠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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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l증I 
우리가해결합니다-” 
사)안양만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동장군이 기승을부리는혹한의 날씨 속에서도교통 정체가극심한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는사람들이 있다. 출근하느라 바쁘게 빠져나가는 

차료틀사이로 하얀 입김을쏟아내며 수신호에 여념이 없는 

파란제복의 사람들. 사)안양만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을 만나보자! 

ξ3 
ζ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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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속에서도 빛을 발하는봉사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사거리 벽산사거리 성결대사거리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한꺼번 

에 몰려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히는 곳이다. ‘사)안양만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의 봉사가 빛을 발할 때는 바로 이러한 러시아워 시간이다. 회원들이 교차로 중심에 우뚝 서서 

손짓을 시작하는 순간 꼬였던 차량의 흐름은 물 흐르듯이 풀린다. 

“우리는 개인택시 운전자와 버스 운전자 법인택시 운전자 회물 운전지들이 모여 봉사활동을 

판 단체입니다 경찰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교통봉써l 보람을 갖고 참여핸 있어요 원 | • 

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일 년 열두 달 눈비를 가리지 않고 봉써 나서는 것이 저희의 임무죠 ” | • 

삼덕공원 공영주차장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만난 이건재 회장과 회원들. 환하게 웃는 얼굴 

로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준다. 누가 시커지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 

통흐름을 위해 봉사에 참여히는 이들은 매달 6회 1회 봉사에 2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저희는 

발족한 지 48년이 된 봉사단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회원이 400명이 넘었어요. 동안경찰서 

를 비롯해 안산, 광명, 시흥, 과천, 의왕 등 인근 시의 경찰서가 생겨나면서 모범운전자회가 분 

리되어 지금은 80명이 조금 넘어요.” 

교통봉사는 힘들지만지역 사회를 위한보람 있는활동 

뒤죽박죽 얽힌 치들의 흐름을 유도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환하게 밝아오고 출근전쟁이 끝나면 그제서야 생업을 위해 

일상으로복귀한다. 

“우리들이 주로 히는 봉사활동은 교통체증이 없도록 치들 

에게 수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 

하고 무리하게 진입히는 차량을 통제히는 일이 가장 중요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호나 지시에 따 

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 꽃은 날씨나 신체적 어려움 

이 있어도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견딜 수 있지만 신호를 무 

시하거나 욕설을 히는 사람들의 비난은 이들을 힘들게 한 

다는 것. 생업을 뒤로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임히는 이들에게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는 힘이 된다. 

유재번 복지부장은 “택시 운전 20년 경력이다. 그만큼 운 

전이나 교통 관련 업무에 일반인들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일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든 계 

기가 되었고, 회원들과 같이 봉사에 참여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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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 75.4세의 베테랑 배우들이 새롭게 시ξ면}는 인생2막의 무대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보며 행복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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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앙시노인종합복지관 

031-45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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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꿈지킴이는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으로 지난 2005년부터 활동한 

실버인형극단이다. 전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주일에 

1∼2회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상대로 인형극을 통해 예절교 

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대 설치부터 시작해 소품운반, 

그리고 마지막 리허설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느라 준비 시간이 짧을 것 같은 

데 척척 해내시는 모습이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본 솜씨다.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에서 줄인형을 즙띈 손01 자꾸만 엉킨다. 이미 백 변을 넘 

게 한공연인데도 매번 같은곳에서 실수를 반복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공연을 할 텐데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모든공연이 전부 다르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공언을 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1 기 단원이자교육 및 지도활동을 맡고 있는 송광배 어르신은 “요즘 같은 핵가 

족화 시대에 이렇게 1, 3세대가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면서 예절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게 기적 같아요. 특히 인형은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어린이를 다른 세 

상으로 이끄는 특별한 힘이 생기고 앞으로도 인형을 통해 아이들과 계속 소통 

하고 싶어요”라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아이들이 가진 푸르고 예쁜 꿈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 어른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당부를전했다. 

E최 먼핀 댄fl [고 I메 R밀 i페 란 「?1

cici 
가족과세상에 
받은은혜릎갚아가는 
시기랴생각합니다. 
뭐든다줄수있는 
아낌없이주는나무가 
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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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 

‘디엠에듀’ 

2014년 시장에 출시하자마자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교육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움직이는 영어’ 시리즈 

애플리케이션은 

플래시카드를 도입한 획기적인 

방식으로한국일보에서 

특허 대상을 받은 것에 이어 

2017 모바일 어원드코리아 

영어교육부문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Hello {fl\好
이진솔사원 

박혜빈사원 

작지만강한기업 

시민대로 327번길 11 -41 인양창조경제융합센터 604호. 01곳에는 작 

은 규모지만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포부를 키우는 스타트업이 있다. 오는 2월에 플래시카드 영어학습 플 

랫폼인 ‘움직이는 영어 온라인’, 그리고 그림과 소래발음)만으로만 

5개국어를공부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인‘애니링고키즈’를전세계 

시ε뻐| 내놓기 위해 막바지 ξ업을 하고 있다. 앞서 작년 8월에는 영단 

어 학습관리 서비스인 ‘스마트보카’를출시했었다. 스마트보카는 태블 

릿을 이용한모바일 학습과오프라인 학습관리를 접목하여 영단어를 

수월하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즉석에서 인 

쇄된 워크북을 받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외우지 못한 단어는 따로분 

류해서 반복학습할수있도록알람서비스도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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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명대표 

디엠에듀가 개발한 ‘움직이는 영어’ 시리즈 애플리케이선 

30 I 31 

Ho la 
자스민올리버사원 

정동명 대표를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디엠에듀는 2014년 

3월에 설립된 교육 애플리케이선 개발스타트업으로 스마트러닝 분야 개 

발에 집중적으로 힘써왔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니즈 

파악이다. 지난 4년간 성별, 나이, 직업 등 무려 50만 명의 人밤뭘|거| 테 

스터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냥댔다. 그렇게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움직이는 영어’ 시리즈다. ‘움직이는 영어’ 시리즈는 업스토어 다운로드 

전체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하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전을 연결해 

달라’ 등 0 |용자들의 꾸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여기에 완벽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 

인어와 한국어를 각각 원어민 수준으로 사용하는 인재를 채용하여 함께 

콘텐츠를 저lξ틴f고 있다 



행복한우리안양 | 세상을 바꾸는희망기업 

아이디어에날개를달다 

디엠에듀 ‘움직이는 영어’ 시리즈의 강점은 ‘플래시카드’와 ‘에빙 

하우스 복습’ 기능이다. 플래시카드는 서양 유럽에서 보편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에게 부족한지식만을 간편하게 정리하 

여 반복할수 있는 맞춤형 학습 방법이다. 또한, 디엠에듀에서 획 

득한특허명은‘에빙하우스망각곡선에따른효율적인복습’으로 01 

것은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말한 학습 후 10분, 24시간, 

7일, 30일의 복습주기를 지쳐 학습내용을 장기기억화 시키는 것 

이다. 이는 실제로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스마트폰을통한알림 

과 내용추천으로 가능하게 됐다. 

어렬 때부터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육환경 

과불평등에 불만이 있었던 정동명 대표는 플래시카드에서 해법 

을 찾았고, 스마트폰이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위기를 딛고모두가 평등한교육환경을 이루다 

어플을운영하며 지금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용자의 엔젤 

투자로 다시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심지어 1 년 동안 함께 일 

하며, 출판사 및 판로개척까지 도움을 받았다. 그 이후 디엠에듀 

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움직이는 영어 온라인’과 ‘애니링고 키 

즈’를 출시하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래시카드 소프 

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작년 10월에 

완성한오프라인 단어관리 시스텀인 ‘스마트보카’를 학원과 학교 

에 서비스 지원 계획 중이다. 

정동명대표 

스마트기기와 교육이 효율적으로 만날 때, 

그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인간 중심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쉽고재미있는학습을통해 

스트레스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저희 디엠에듀의 비전이자목표입니다. 

문의 주식회사 디엠에듀 031 -348-6070 

경기도 안앙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 -41, 안앙장조경제융합센터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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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용자수 

6 557명 

누적이용자수 

1 219 698명 
」.A-i 二그。H ,.., C그 .., 

12196 980명 
※ 2017년 12월 31 일 집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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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앙역에 ‘7J부하는 냐비계단’을 아시나요? 

작년 6월 28일부터 안양역 1 번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빛과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르내렬 때마다 기분이 절로좋아지죠. 

이 계단을 걸으면 (주)효성의 후원으로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며, 

소외계층 이동, 정소년의 자립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올랐을뿐인데 

내 건강은물론 어려운 이웃까지 도울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건S면써| 기부할수 있는 

최고의방법아닐까요? 

오르내리는 데 30초면 충분합니다. 

기부 계단을통해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나누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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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목안채석장철길 

선로받침목 위로 삐죽 자라난풀도, 침목에 박혀있는 

못머리도I 시간의 무게가쌓번 주물철판도, 자세히 보아야 

철길의 흔적임을 알수 있다. 지금은 열차운행 중단과함께 

채석장01 사라지면서 철길도사라졌고, 

흔적만이 남아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할뿐이다. 

철길은사라져도 
흔적은남아있다 

|

鐵

路



자달을채취하고자 
모역든사람들 

병목안은 수리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그 지형이 병 

의 목과 같은 형태와 유사하다는 뭇에서 붙여진 명칭이 

다. 병목안은 그 안쪽이 갚어 조선시대에는 천주교 신 

지들이 박해를 피해 교우촌을 이루며 옹기와 담배농사 

로 생활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곳으로, 1997년 우리나 

라 두 번째 방인사제인 최경환 성인의 묘소가 있어 오 

늘날 ‘수리산 성지’로도 불린다. 

일제 강점기 경부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1934년, 안양역에서 병목안까지 철길이 놓이고 안양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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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3동에서 병목안을 잇던 60년대 철길 모습 

&과의 역사오「효버l 
추억속으로 

동 수리산 자락의 커다란 산 하나가 파헤쳐졌다. 경부 이렇게 삶의 애환이 담겨 있던 열차 채취용 회물열차 

선을 놓으면서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의 는 80년 초반 운행을 중단하게 되면서 철길에 놓여 있 

안양역에서 평택역 철길 밑에 깔린 돌이 지금의 안양 던 레일 전부가 철거됐고, 이후 이곳이 도로로 활용되 

9동 병목안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이다. 자연스레 병목 면서 기억 속에 존재하게 됐다. 돌을 캐내던 병목안 채 

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돌 캐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 석장 부지는 대규모 골재 채취로 산 한쪽이 흉측하게 

아가기 시작했다. 철도변 양쪽으로는 무허가 판잣집들 깎인 것을 안양시가 2004년부터 사업비 260억 원을 투 

이 다닥다닥 들어서서 빈민촌을 이루었으며, 화물열차 입해 인공폭포, 잔디광장, 사계절정원 등을 갖춘 가족 

가 지나길- 때면 적치물을 치우느라 열차가 지체되기도 단위 공원인 안양 병목안시민공원(총면적 101,238m2 

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철도청은 1980년대까지 수도 /30,624평)으로 변신을 꾀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권 일대에 건축용 골재로 제공하기 위해 1주일에 두세 하게 됐다. 

차례 철도운반용 회물열차를 운영하기도 했다. 코흘리 한편 2002년 무렵 모두 없어진 줄 알았던 병목안 철길 
개 아이들은 철도 레일에 못을 놓아 기차가 지나가 납 

작해진 못을 갈아 연필 깎는 킬-로 쓰는가 하면, 호기 

심 많은 아이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 뒤에 몰래 매달려 

가기도했다. 

글 최병렬 사진 최병렬, 스튜디오 매드 

일부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안양9동 창박로변 

금용아파트 옆의 천변에 있는 단독주택가 뒤쪽의 약 

100여 미터 구죠뻐1 나무침목, 레일 쇠못등당시 철길 

의 흔적이 남아 있던 것이다. 나무 침목은 썩거나 삭았 

지만 그 속에서 들꽃은 자라나고 있었고, 침목에 박혔 

던 쇠못이 일부 모습을 드러내며 기나긴 세월에도 꿋 

꿋이 버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2016년 현존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해달라는 안내판을 세워 안양시민이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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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첫인사I 
올바른서l배여l절 

바로알고. 

제대로하는 

올비-뜬사l배 예절 

설날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참 많다. 첫째, 적어도 3일 이상 긴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먹국, 갈비찜, 동그랑맹 등 맛있는 음식이 기득하다는 

것, 셋째,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다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는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배하는 법’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에의를 갖춰 세배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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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다른 

남녀별세배하는방법 

전통적인 예법에 따르면 남녀별 세배하는 방법이 다르 

다.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손을 모으고 눈높이로 

올렸다가 허리를 굽히며 큰절을 한다. 이때, 양 무릎을 

동시에 바닥에 대는 게 아니라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으면서 왼발이 아래로 가도록 포개며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준다. 다음은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에 손등이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손을 짚고 일어선 후 다시 무릎을 꿇고 앉 

으면 된다. 여자가 세배하는 법은 남자와 거의 비슷하 

나 손의 위치가 반대이다. 여지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포개어 잡은 후, 손을 어깨 높이로 올린다. 남자와 마 

찬가지로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으 

나 왼발이 오른발 위에 닿게 포캔다. 그리고 손을 이마 

에 댄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몸을 굽 

혀 절한 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우며 일어선 후 손을 

내리고인사하면된다. 

예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안양시예절교육관 

안양시 예절교육관은 전통예절을 포함하여, 

주요 통과의례, 올바른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격있는 예절문화가 살아 숨 쉬는 콧으로 

더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펑촌대로 401 번길 62길 

문의 031-384-6983 

온가족이함께나누는 

새해맞이전통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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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고, 건 

강해라. ” 설날 아침이면 온 가족이 설빔을 차려 입고, 

거실에 모여 앉아 세배를 한다. 이처럼 세배란 새해를 

맞아 집안의 어른들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서로 무사 

히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덕담을 나누는 것이다. 공 

경하는 마음을 인사로 나타낸 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 

트로 웃어른의 평강을 기원하고 공경과 감사의 마음 

을 절로서 나타내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예법이다. 

이번 설에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세배 예절을 바 

로 알고 익혀서 가족 친지들에게 올바른 세배 예절을 

가르쳐주고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게 어떨지 생각 

한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인사 예법이 더 

욱 참되게 전승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문도시 우리안양 I 생활의 됩 

상콤달콤 
딸기의빨간맛 

딸기는 흐르는 물에 씻어 바로 먹어도 상큼하지만 

챔을 만들어두면 딸기의 달콤함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다. 

지금이 제철인 딸기로 맛있는 챔을 만들어 보자. 

설 명절, 정성이 가득 깃든 선물용으로 추천해 본다. 



맛있는말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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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는받아놓은물에 

씻은후바로건져준다. 

이때 30초이상물에담가두먼 

비타민C가 빠져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담근 후 꺼내어 흐르는 물에 

3-4번 가볍게 씻어주고, 

꼭지를따서먹으면된다 

·딸기챔재료 

분량. 1인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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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한 맛과향기, 누구나 만「하게 만드는 딸기 

겨울이 제철인 딸기에는 다잉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 및 감기예방 효과에 좋다. 먼저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어 피부에 멜라닌 색소를 정상수치로 유지시켜 잡티를 방 

지하고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또한, 비타민C 성 

분이 많이 들어있어 감기를 예방할 수도 있고, 우리 톰 속에 

있는 각종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부신 피질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로를풀어주는데도효과가좋다. 뿐만아니라 철분 

과 엽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여성에게 주로 발생히는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임산부의 유산과 조산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딸기의 다른 효능으로는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펙틴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변을 붉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변비 에빙써l도 좋고 안구 망막 내 로돕신 합성을 도 

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도 아주 좋다. 마지막으로 딸기는 

lOOg 당 칼로리가 29kcal 밖에 되지 않으며 단맛에 비해 당도 

가높지 않아다이어트시 섭취해도좋다. 

딸기 100g, 설탕 2/3컵(100g), 러|몬{레몬즙) 1/2큰쉴7ml) 

1. 딸기는흐르는물에 깨끗이씻은후꼭지를제거한다. 

채에 밭쳐 물기를 완전히 없앤다 

2. 딸기를 믹서기에 갈아준다. 

3. 레몬은 짜서 레몬즙을 만든다. 

4. 냄비에딸기, 설탕, 레몬즙을넣고끓인다. 

5. 끓어오르면 약한불로 줄여 주걱으로 저어가며 졸인다. 

중간중간에 거품을 걷어낸다. 

6. 뜨거울 물에 저장 병을 넣어 소독한 후 물기가 마르면 5를 넣고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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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뇨f해 인문분야 최고 화제작이었던 〈라틴어 수업>, 

일본과 함께 진화한 라멘 100년사라는 부제가 붙은 〈라멘의 사회생홀}〉. 

겨울의 끝에서 “우테레 펠릭스(Utere Felix·읽고 행복하시길)!” 

겨울의 

끝에서읽는 

한권의책 
추천인 추봉수(안양시 석수도서관장) 

라틴어수업 
한동일 지음 | 흐름출판 I 2017 

• 
「라틴어 수업」은 한국인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 

자 사제인 한동일 교수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서강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초급 중급 라틴어l수업 내용을 

정리한 책으로, 라틴어의 체계 및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호| , 법, 종교 등과 오늘날의 이탈리아까지 종합적으 

로 다룬다. 라틴어의 문법은 굉장히 복즙팅~A l만, 이 문 

법체계를 익히고 나면 라틴어 공부에 최적화된 두뇌로 

활성화됨은 물론 사고 체계를 넓혀준다. 또 자신의 지 

식을분류해서 활용하는능력도 키울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라틴어 수업」은 단순한 언어 강의가 아니라, 

서양 문명의 근원인 ‘라틴어’를 바탕으로 저자의 에피 

소드를 가미하여 라틴어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삶의 태 

도와 방향을 생각할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라벤의사회생활 
히야미즈겐토지음 I 따비 I 2017 

• 
한국인의 애정음식인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 일본의 라 

멘. 이 책은 저1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서 라맨의 보 

급, 발전, 변화를 축으로 한 일본 문화론이자, 미디어사 

이며 경제사, 사회사이다. 일본의 국민음식인 라멘은 

사실 중국식 먼요리가 일본화된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요리라는 인식이 S년}다. 라멘은 저12차 세 

계대전 매전 후 식량난에 허덕일 [대, 미국에서 원조 받 

은 밀가루를토대로 일용노동자 하층민의 음식으로 성 

장했다. 일본 여러 지역의 명물이자 관광 상품으로 자 

리 잡기까지 국제적 정세, 정치적 과정, 산업화, 국토개 

발등 라멘의 역시를통해 볼수있는 다양한사회 변화 

의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인에게 라멘은 무엇인 

가, 그리고 일본의 인스턴트 라맨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라맨으로 우리의 밥상에 자리 

잡은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ζF하게 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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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사용이편리한 
얀양사랑상품권 가맹접을모집합니다! 

ll_eJ밑~ ... ~ 

~--
f랑상품뭔 가맹점이 되연 | 월I 

戰
더많은고객확보! 
(안양사랑상품권 소비자) 

안양사랑상품권으로맺어진 

인연으로평생단글∼ 

畢
수수료 NO

안양사랑상품권은 
수수료0% 

안양시민 모두 행복한 안양사랑상품권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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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엄마까투리 •--” 안양아트센터관악흘 
짧讓쫓훨 

오전 11시, 

오후 2시,4시 

전석 2만원 

앙안양아트센터 

031-687-0500 

4 5 6 

걷같관율 f ~「
겨울철고혈압 란j 
이렇게관리하자 -

고혈압 질환의 이해, 진단 등 

만안구보건소 5증 대회의실 

오후 2시∼3시 

앙 031-8045-3472 

11 
어린이영화 

30입체영화상영 

안앙어린이도서관 

3증어린이극장 

오후 3시 30분 

fi 031-8045-6281 

12 13 
음악회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찾아가는음악회 3 

어르신세상 

오후 2시 

B 031-446-8627 

18 19 20 
축제 7‘」·~7。·*「I!.'%。>;"

안양눈꽃축제 져울철고혈압 
&빙어축제 이렇게관리하자 
마지막날 (12.23∼)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 

안양종합운동장 만안구보건소 5증 대회의실 
이용금액 10,000원 오후 2시∼3시 
안앙시민 6,000원 B 031-8045-3472 
B 031-381-3266 

25 26 27 

어린이 영화 음악회 

30입체영화상영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앙어린이도서관 찾아가는음악회 

3증어린이극장 

j힐 
정심여자고등학교 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안앙노인요양전문병원 오후 2시 30분 
B 031-8045-6281 B 031-446-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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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지정선포식.인문특강 

인문교육특구 인문교육특구 
지정선포식 지정선포식 

'? 
., ... 21 ... ... . -

안앙시청강당 

오후 3시 
※ 오후 2시 45분 식전공연 

ft 안양시교육청소년과 
031-8045-2765 -- -

8 9 

토 

3 

행
-펠
 

멘
-시
.
 

에
-
바
「
 박달도서관 4증 시청각실 
오후 2시 

옆 031-8045-6183 

10 

어린이영화 

미운오리새끼와 
랫소의모협 

박달도서관 4증 시청각실 

오후 2시∼3시 

옆 031-8045-6183 

14 15 

• 
16 
설날 

17 

--; . 

~1 

F료검진 

II부병무료검진 

22 23 24 
어린이영화 

메리다와마법의숲 

!안구보건소 박달도서관 4증 시청각실 

a후 l시 30분∼오후 3시 

U31-8045-3472 

덜혈 
오후 2시 

ft 031-8045-6183 

rn 
g화 

11단극장 

J 

J덕도서관종합자료실 

A부계단 2증 

a후 7시∼10시 

및 031-8045-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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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급수관개량공사비 지원 

사업개요 ; 옥내 급수관이 비 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노후·부식 

으로 인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안양시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한수돗물을 

공급하고자함. 

신청기간및접수 

기 간 ; 1 . 3. (수)∼2. 28. (수) (토·일요일및공휴일제외) 

접수장소 ; 안앙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패1층)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가「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신청서」를 

수도시설과에 직접제출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1994년 이전 건축물) 

연면적 165m2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은 호당 주거전용면적 85m20I하) 

지원금액 

교체공사의 경우 ; 총공사비의 50% 이하, 초|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호당 최대 7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호당 최대 50만원) 

공사비지원절차 

지원신정서 접수=추 현장조사 및 대상선정 통보=추 공사시행 

(건축주) =수공사비 지급신청 =추 공사완료 확인 =수공사비 지급 

문 의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1r 031 -8045-5669 

。

2016. 6. 1. (쉬 부터 마을세무사제도운영 

마을세무사란? 한국세무사회(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 

이용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동 담당 마을세무사 확인 

·세무상담신청 

1차상담 -전화, 팩스 등으로 상담진행 

2차상담 - 1 차 상담이후 추가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먼담 

상담내용 

·국세및지방세 

.불복청구 ; 지방세에 한흠미정구액 3백만원 미만)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보유재산 5억원 이상, 종합소득 5천만원 이상 상담 제한) 

마을세무사확인 

아래 제2기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여 상담 신청 

(담당동이 아니어도 상담가능) 

제2기마을세무사명단 

서l므사면 탄탄뜰 ~i횟}배중 떼므.H면 탁단퉁 ?'i효}배룹 

김문학 호계동 031-466-경33 윤석연 박달동 떠1-441 -5454 

김상민 안양동 031 -345-7552 이강원 관양동 떠1 -423-8577 

박두경 관앙동 떠1-384뻐38 이종남 호계동 031-4재-6200 

박준기 관양동 031-423-경88 정성문 관양동 떠1 -쩌8-2600 

성준기 석수동 031-464-3972 조연주 관양동 떠1-424-8285 

유금식 비산동 031-466-6050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1r 031-804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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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질검사결과 。 노후겸유차조기폐차보조금지원안내 

검사일시 ; 1 일 1회 이상수분석 정상운행이 가능한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보조금이 

검사대상 ;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지원됩니다. 

검사항목 : BO미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7개 항목 접수시작 : 2018. 1. 22. (월) 09시 

검사결과;적합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방류하류 ; 안양천(재이용수 ;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아래 6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 

구분 
풍큐 뿜~H B[]I] C(] D SS TN T-P 대。』 도서 

(mg/ Q )때/ Q )(mg/ Q )(mg/ Q )뼈/ Q) 수 규퍼 
(개/mQ) 

법정기준 
10 때 10 20 0.5 3000 1 
0 1하 0 1하 0 1하 0 1하 0 1하 01하 01하 

안양 
1.4 6.9 1.6 12.146 0.085 29 0 

하수처리장 

人-'1즈 l느 
1.9 11.0 2.0 8.224 0.086 77 0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1.2 10.5 1.3 8.194 0.여4 28.1 0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정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더럽혀지거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는 곳입 

니다 

문 의 ; 안양시 하수과 하수처리팀 'Ir 031 -8045-2524 

。

- ‘05. 12. 31 .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종합검사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조기폐차보조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 

※연식및배기량에따른 

상한선적용 

문 의 

조기폐차 접수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Ir 1577-7121 

보조금 지원문의 ; 안양시 환경보전과 'Ir 031 -8045-5621 

지원이 꼭 필요한사업주에게 1누락없이, 편리하고1 신속하게j 

2018펀부터 밀It권 만절자글 

마{김{ |] ·」띔합U다! 

ζ얘 일자리 안정X담이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80억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 

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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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 

조사목적 ; 안양시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탄때 정책수립 및 흐울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생산 

조사기간 : 2018. 2. 6. (화)∼3. 7. (수) 

기 준 일 : 2017. 12. 31 . (일) 기준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모든 사업체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주 관;통계정 

실 시; 안양시 

결과공표 ; 2018 . 12월 

문 의 ; 안앙시 예산법무과 륨 031 -8045-5525 

※ 조사원이 해당사업체를방문시 조사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안양시 규제개혁 119센터 운영안내 

시민과기업에게불합리히고불공정한제도등을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개선합니다. 

신고대상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불편 규제 

-중소기업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래 규제 

-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불합리한제도 및 규제관행 

※ 단순 민원, 제안사항은 제외 

신 고 ; 안양시 규제신고센터 -a 031 -8045-2208 

。 늘푸른합효받} 단원모집 안내 

파 트 ;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오디션 ; 자유곽매주 화,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용악보지잠 

언 습 ; 매주 화요일, 금요일(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자 격 ; 50세 이상남, 녀 

장 소 ;동안구노인복지회관 1층강당 

문 의 ; 동안평생교육센터 -a 031-8045-6043 

。 2018년 도시농업 공모사업 신청 공고 

• 5가구 이상 참여공동체 
지원대상 

- ※ 비영리단체등록 

A:[)I 사업량 1∼3개소 
I ‘ L.! 

공동체 사업비 1개소당 10,000천원이내 

텃밭 사업장소 글목,아파트등유휴공간 
- 상자, 자루 등을 이용한 텃밭 조성 

사업내용 -지역공동체텃밭행사및교육운영 
※ 행사·교육비는 전체사업비 20% 이내 
-동사회단체및기관 

지원대상 -공공건물내 입주 기관·단체 

(어린이집, 노인회 등) 

사업량 1∼3개소 

공공옥상 사업 비 . 1 개소당 10,000천원이내 

텃밭 사업장소 관공서, 공공기관 옥상 

-옥상텃밭, 간이휴게시설 조성 
- 텃밭조성 외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금지 

사업내요 -
0 -지역공동체텃밭행사및교육운영 

※ 행사·교육비는 전체사업비 20% 이내 

텃밭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이 있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도A圖 사업량 35개소 
터발교효 
운영J.:I윤 사업비 1개소당 1 ,000천원이내 

처스바버 
t::lll Ot::ll 

터밭연계교육및행사운영 
사업내요 <

。 (강사비, 재료비 등) 

-접수기간 : 2018. 2. 5. (월)∼2 . 9. (금) 오후 6시 (5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내방(이메일또는우펀접수불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자문서 가능 

- 접 수 처 ; 식품안전과도시농업팀 

-제출서류 ; 안양시청 홈떼이지(www.anyang . ga.k「)에서 

다운받아활용 

문 의 ; 안양시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a 031 -8045-2312 



0 저122기 안양시 「여성지도자g썽과정i교육생모집 

안양 지역 여성의 잠재된 능력 개발과 사회적 참여 의식을 높여 

주며 함께 참여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수있는 여성지도자 

육성을위한교육을다음과같비|개설하오니,관심있는여성들의 

많은참여를바랍니다. 

교육운영개요 

교육기간 : 2018. 3.14. (수)∼7.11 . (수) {4개월, 16주) 

교육장소 ; 시정 4층 회의실 

교육위닥 ;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육내용 ; 여성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소양교육 

교 육 비 ; 자부담 10만원(시 지원금 1인당 187,500원) 

교육생접수 

모집기간 : 2018. 2. 1. (목)∼2. 28. (수) (28일간) 

모집인원 : 80명(선착순) 

신청자격 ; 안양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접 수 처 ; 안앙시정 가족여성쾌시정 5층) 

접수방법 ; 방문, 전화, FAX, 인터넷(이메일) 

※안앙시 홈페이지 신정서 다운로드 

1r 031 -8045-2483 Fax 031-8045-6520 

E-mail : youl3599@korea.kr 

등록비 ; 10만원 

=수 모집인원 초과 시 등록금 입금자우선순 

(예금주 ; 안양시정 가족여성과농협) 

교육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3. 2. (금)이후 개별 통봐휴대폰) 

。 통합가상겨l좌서비스로겨l조때체 비용절길팅써l요 

콜센터 전화한통으로안양시 세금 및 각종과태료등세외수입을 

1개의 가상계좌 변호로 납부 할수 있는 통합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 상 ;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문 의 . 안양시 콜센터 1r 031 -8045-7000 

안양시 세정과 캅 031 -8045-5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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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신청안내 
안양시에서는주정차단속지역 

휴대폴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서비스내용 CClV단속구역임을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문자로 안내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관계 없이 안앙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자 

서비스신청 연중 계속 

서비스 개시 입력즉시(홈페이지, 스마트폰, 신정서) 

신청방법 안양시 또는 구정홈떼이지 

(http ://parkingsms . anyang . go . kr)에 접속 후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서비스 신정 

(업 검색장에 ’주정차단속’을 치세요) 

업 설치 후 해당지역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서비스 신정이 가능합니다 

’·、

。 2018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0억원 

자금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종 등 524개 업종 

융자한도 ; 운전 기술개발자금{6억원),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운전 기술개발자금+일반시설지금 ; 업체당8억 이내 

융자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넨시설자금) 

이차보전율 : 1 %∼2.5%{자금별)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또는 기한내 분할상환 

접수기간 : 1. 8. (월)∼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씨티, 산업은행) 

※ 세부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1r 031-8045-2284 또는 안양시 홈페이지 참고 

(시정소식 =추 고시공고=수 공고문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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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축빠가는평생교육 

2018년 「두드림 강좌j S반기 짙뼈팀 모집 

두드림강좌란? 

시민 7명 이상이 X발적으로 학습 팀을 구성5때 배우고자 하는 

평생교육 강죄{기초입문단계)와 시간, 학습장소등을 정하여 신정 

하면 선정과정을 거쳐 강새비}를 지원해 드리는 인양시의 찾아 

가는평생교육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안양시민, 안양시 소재 직장종사자로 

성인 7인이상구성된팀 

단, 가족참여 시 미성년자참여는 가능하나 

충족인원(7명)에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분야 ; 평생교육 전 분야 기초입문과정 

지원범위 ; 강사비 최대24시간 (1시간 3만원) 

.교재및재료비학습자부담 

선발방법 ; 적격성 심새두드림 운영 목적과의 부합 ) 후 

우선순위적용 

교육장소 ; 신청자가 정한 학습장소 

신청제한사항 

- 신정교육 관련의 기존학습 모임 또는 동아리 신청 불가 

-종교·정치적 성격, 친목도모 , 여행, 일회성, 생활체육 등 기타 

사업목적에 부적합 프로그램 대상 불가 

- 학습장소가 강사소속기관, 야외(외부이동 포함), 신정강좌와 

유사한교육이 진행되는 장소나 연습실등은 불가 

신청방법;온라인신청 

안양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learning.anyang.go.kr) 두드림 

강좌 「강좌신청」란에 학습자 대표가 신정(구성원 개인정보 취 

급 책임포함) 단, 장애인 및 기타 사회적배려대상자 팀 중 온라 

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 신정서 작성 항목은누락사항없이 성실히 기입하여야 할 미기재 

및 허위기재 시 선정에 영항을주며 추후 명의 도용등 허위기재가 

발견될 경우교육중이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문 의 ; 안양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1:r 031 -8045-6015 

。 2018년상반기모집요강 
------------ ---~ --- -

구부 스버}기 기타 

지원규모 27개강좌 

시처기카 201∼~: ;l(목.()월) - 서」저。팀카사 QI 학습자는 
진행설명회에반드시 

선정발표 때18.2.28. (수) 참석하여야함. 

사전 
3.6.(화) (장소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S당) 

설명회 오3시후3~시분∼ -선정발표는 홈페이지 신청란 
직접확인 

4피유에71 |가 L.'. 2018.3.12 (금. (월)) 
∼6 . 15. 

※ 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문 의 ; 안앙시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1:r 031 -8045-601 5∼17 6011 ∼12 

。 안양시 인문교육정책발굴을위한 

시민 원탁토론회 휴f가자모집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 여 

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 교육 도시의 기반을 조성 

하고자 인문교육 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개요 주저| ; 인문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인프라구축농언f 

일시 : 2018. 3. 29. (목) 오후 2시∼5시 

장소 ; 안앙 아트센터 컨벤션흘 

참여자모집 신정기간 : 2018. 1. 15. (월)∼3 . 9. (금) 

모집인원; 100명 

모집대상 ; 안양시 인문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신청방법 ; 방문, 유선, 팩스, 이메일, 시 홈페이지 

※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FAX : 031-8045-6556 

이메일 신정 : sh7yh@korea.kr 

안양시 홈페이지 ; 시민의 소리 -• 시민참여 -• 

원탁토론회접수 

문 의 ; 안양시 저12부흥추진단 1:r 031 -804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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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시 마을버스무료오l-01파이존이용안내 

마을버스무료와이파이존 이용안내 

제공노선 ; 안양시 관내 마을버스 전노선(163대) 

이용방법 

앓~al을남{스무료빼빼l존구촉 
- --‘ -

1 . WIFI 서비스존 2, 싫징. > WIFI > 
표지판확인 

。 ?018년주민등록사침조사추진안내 

기 간 : 2018. 1. 15. (월)∼3 . 30. (금) (75일간) 

추진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중점조사내용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특례사항 

기간중주민등록과태료 1/2까지 감경 

문 의 ; 안양시 시민봉사과 ti' 031-8045-2137 

만안 동안구 민원봉사과, 각 동주민센터 

。 박달시장금언낚벅지접안내 

지정일 : 2018. 1. 15. (월) 

지정대상 및 범위 ; 박달시장아케이드 구역(박달우회로124번길 

∼박달로525번길 일부) 

금연구역 홍보 및 홉언자과태료부과 

-홍보 및 계도기간 : 2018. 1. 15. (월)∼6 . 30. (토) (6개월) 

-과태료 부과시행일 : 2018. 7. 1. (일) 부터 

-과태료금액 ; 5만원 

문 의 ;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ti' 031 -8045-3474 

。 자원봉시센터 기족봉시단모집 

모집기간 : 2018. 1. 10. (수)∼2 . 20. (화) (40일간) 

신청방법 ; 메일 또는 팩스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1365.or.kr) 공지사항 참조 

의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031 -2045-2487∼8 

팀영 i동시간 모집가족 비고 

-장소 · 호암공원농장 1, 3주 
주말 (석수1동) 일요일 9∼1 2시 주별 
농장팀 -내용 . 농작물 재배 2, 4주 : 20가족 

및저소득층전달 토요일 9∼1 2시 

-작A,... 과안사 ]- · 」 l 」’

G 삼성산,수리산, 
re en 

。f양천,학의천 
Zone팀 -

-내용·생태계체험 

및환경정화활동 

1 , 3주 

일요일 9-12시 
2, 4주 

토요일 9-12시 

주별 
1 5가족 

-열손가락(안g띤동) . 
2,4주 

뇌병변장애우/놀이, 
토요일 10∼13시 

장애 외출,식사지원, 

친구팀 -사랑의 집(박달1동) . · ;<

지적장애우/놀이, L.-「
토요일 09∼12시 

산잭,목욕지원 

-장소 독거어르신,ε빼 
1 ,3주 

어르신개별가정 
뱀 근〈, ~A 일요일와1 2시 

· 마버 청-」 - 주별 10 
] 0 - ' 2, 42「 ;

밑반찬지념, | 

토요임 9∼1 2시 
차량나들이지원 - , 

-자A · 펴흐즈。f「임 
0-ι- . o=c그 。 <> i二

차없는거리 
2, 4주 

-내용;재활용품홍 . 주별 20 
토요일 10∼16시 

보, 수거, 판매, 저소득 

주별 15 

주별 15 

시
」
티
口
 

르
 키
口
 

어
 섬
 

벼룩 
시장팀 

층후원 

평
 m깎
 

·
∼ι

미
숭
 

-
조
 
리
 
역
 

뽕
거
 통
 보
 

-
-
느
」
-
-
홍
 

소
 없
 용
 확
 

장
차
 매
 뭔
 

버
근
 티디
 

로
 족
 

글
 가
 

다문화 
2, 4주; 太냉 가족만 

T별 10 
토요일 10∼16시 I = 신정 

가능 

-장소.안양시정민원 1 , 3주 

옥상 실 옥상 일요일 9∼12시 
텃밭팀 -내용 ; 농작물 재배 2, 4주 

및 저소득층 전달 토요일 9∼1 2시 

주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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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235회 시의회 저1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

저1235회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위원장장 천진절)는 2017년 12월 12일 

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해 2018년 

도 예산안은 당초 1조 3,489억6백만원 대 

비 1,398,973천원 감소한 1조 3,475억 8백 

만원으로, 2017년도 저1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당초 1조 3,726억원 대비 86,590천원 

감소한 1조 3,725억 1천만원으로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다 

안양시의회I 

2017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2017년 12월 

20일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저13회 추경예 

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며 모든 의사 

일정을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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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코로자오씨 의회 초청으로 방문·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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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자매도시인 일본 도코로자와시 의회 초청으로 시의회 및 시청 기관 방문을 비롯해 

사이타마서부 방재센터와 각종 시설 등을 건르h하며 우호 친선을 도모했다. 

;를를-톨를-‘ 

2018 시무식개최 

안양시의회는 1월 2일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시민과 더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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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경제위원회 2018년도여|스f안심사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음경택)는 2017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r2018년도 예산안」 

및 r201 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r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r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저12~5호| 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저|?차회의 개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제235회 

시의회 저12차 정례회 폐회 중인 1월 8일 제 

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때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 보사환경위원회 

。

연말연시 관내 복지시설 방문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필여)는 2017년 

12월 21 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나눔을 

통한 이웃사람 실천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인 「경기남부 

일시보호소」, 「안양자주학교」, 「꿈세지역 

아동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해 소정의 위문 

품을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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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예정지 현장 방문 

‘” ‘(· ·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김선화는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예산안심사중이던 2017년 

12월 7일, 펑촌역 일원 명소화사업예정지 

를 찾아 현장상태를 확인했다.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회의 장면은 인터넷 생방송으로보실 수 있습니다. www.aycounc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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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원석수도서관훌보자료 

관양도서관 「그림책과놀자」 자원봉사자모집 

봉사일시 ; 매주 목 16시∼17시 

장 소 ; 1층어린이자료실 

접수기간 ; 수시모집 

석수도서관독서동아리 회원모집 및 운영 

운영기간 : 2018. 2월∼12월 

신청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대 상;책에관심있는어린이및정소년 
저人님}버 • 샤디신 님}〔므저λ 
t:::l-「0 닙 • /、 1 -「 E므 OL:!:"t:::l-「

대
 에
 

상 ; 책 읽어주기(6-7세 대상)에 관심있는 성인 

의 ; 관양도서관 ti' 031-8045-6334 
1. 3, 5쥐금) 

어린이 
17시 40분∼ 

책사람독서회 18시 40분 독서에관심있는 어린이 및 
정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 

정소년 2, 4쥐퇴 인 독서모임 운영 
위드림 독서회 10Al-1 2시 

호계도서관 2월 「우수영화 상영」 

일 시;매주수요일 1 6시 

장 소 ; 3층시청각실 

~엉작품 명탐정 코난(2/7). 스마트독 로버(2/14), 

마이리틀 자이언트.(2/21), 모아내2/28) 
내
 네
 

용 ; 자유로운 독서토론 및 독서정보 공유 

의 ; 석수도서관 ti' 031-8045-6134∼5 대
 에
 

상 ; 안양시민(선착순 80명) 

의 · 호계도서관 ti' 031 -8045-6250 

어린이도서관 2월 「책 읽어주기」 

일 시 ; 매주금요일 15시 20분 

장 소;안양어린이도서관3층배움터3 

대 상 ; 4세이상 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 안앙동화 읽는 어른모임(자원봉새 

문 의 ; 어린이도서관 ti' 031 -8045-6285 

석수도서관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운영 

대 상;유아및초등저학년 

신정방법 ; 별도신정 없이 현장참여 

장 소 ; 석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1층) 

일 시 ; 매주토·일 /14시∼16시 

( ※ 방학기간중 평일도 운영) 

내 용 ; 노란 앞치마를입은청소년 자원봉사지에게 읽고싶은 

책을 가져가세요. 1:1로 읽어드립니다. 어린이도서관 2월 「30 입체영화상영」 

일 시 ; 2,4주일요일 15시 30분 

장 소;안양어린이도서관 3층어린이극장 

대 상 ; 안양시민 80명 

.〉영작품 ; 미녀와야수{129분), 빅히어로.(102분) 

문 의 ; 어린이도서관 윈 031-8045-6276 

의 ; 석수도서관 ti' 031 -8045-6116 

細κ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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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도서관체험동화운영 

대 상 ; 5∼9서| 어린이 1 5명 

일 시 ; 매쥐화 · 금) 10시 30분∼1 1 시 (화) 

16시∼16시 30분 (금) 

※ 화요일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처|모집 대상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 

내 용 ; 기상공갇뻐|서 펼쳐지는 다y한동화속 배경에 어린이 

들이 투영되어 배경을 직접 만져보는 듯한 실제감을 

주며, 배경과어울려 즐거운체힘을통한독서의 

흥미유발을 위한프로그램 

의 ; 석수도서관 멀티미디어자료실 ti' 031 -8045-6140 

벌말도서관동화구연 자원봉사자모집 

봉사일시 : 1, 3주 화요일 15시∼16시 (※변경될 수 있음) 

장 소 ; 2층 어린이자료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3층 디지털자료실) 

대 상.유아대상책읽어주기및독후활동진행에 

※ 도서관 홈페이지(http ://lib .anyang .go . kr)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프로그램을 만날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관련 변동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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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텔링 (석수 · 만안 · 료펙 · 박달) 

대 상 ;2∼7세유아 

장 소;각도서관문화교실및시청각실 

。 2018년 2월삼덕도서관홍보자료 

삼덕도서관독서동아리 회원모집 및 운영 

운영기간 : 2018. 2월∼12월 

신청방법 ; 전화 및 홈페이지 접수 

대 상;책에관심있는일반시민 

0 

xH。 |α」z」
-'i 2lv1-「c

할머니 
R 
<>

아침목요독서회 2,4쥐목) 다양한주제의책을지정하 
(서로독서회) 10시∼12시 여자유로운독서토론 

서스 
-「 I 

도서관 

스토리델링 

단편읽기 독서회 1, 3쥐금) 
(독서미식회) 19시∼21시 

이
 
유
 

쪽
 과
 

털
 잃
 

녀
」
서
근
 
로
」
 

처
(
)
소
 
토
 

H 

편
 서
 

마
 다
」
독
 

E 

어
 운
 

2 

되
 로
 

*|견「니승~-;--;") 
口 ~o~ 매쥐토) oc::-”「→←

영어동화나라 연어영무학과 
도서관 :..; = 11 시∼11 시 40분 하생 -

장펀읽기 독서회 2, 4쥐금) 
(장독대) 19시∼21 시 

혼자 읽기 어려운 ‘토지’ 등 

의 장편소설을 함께 읽고 
자유로운독서토론 

님}드f _j:H Q」띠즈느 
-「 c:= -「 cl~ I I L_ 

도서관 엄마 

내
 
문
 

용 ; 자유로운 독서토론 및 독서정보 공유 

의 ; 삼덕도서관 "it 031-8045-6361 
」-」

즈1
 뻐

 비 

채
「
하
르
 

삼덕도서관 〈계단극~'> 운영 

일 시;매월마지막주수요일 /19시∼21 시 

(※문화가있는날) 

장 소;삼덕도서관종합자료실내부계단(2층) 

내 용;쿨러닝 (1 월 31 일(수)) 

문 의 ; 삼덕도서관 '6' 031-8045-6362 

박달도서관동화구연 「꼬맹이 극장」운영 

일 시;매주토요일 14시 

대 상;안앙시민누구나 

장 소 ; 박달도서관 4층 시청각실 

과
」
 

더
「
U
시
 

삼
 도
 

그림책세상 

매쥐금) 동화구연 시니어 
11 시∼11 시 40분 자원봉사자 

매쥐목) 
15시 30분∼ 
16시 10분 

동화구연 
자원봉사 

도화구연봉사단 
매쥐쉬 r해보하 -
11 人|∼11 시 40븐 ]- - 의자나무」 

매쥐금) 동화구연 

11 시∼11 시 30분 자원봉사자 

매쥐토) 동화구연 
11 시∼11 시 30분 자원봉사자 

。 매월마지막주수요일은도서대출권수가두배 

기 간 : 2018. 2. 28. (수) 9시∼22시 

대 상;안앙시대출회원 

대 상;안양시 10개도서관공통 

※ 자세한 내용은 lib.anyang.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g뱅시간 

3일 97분 좋늦폰 ~ 박스트롤 

10일 빼
 
펠
 

리
 5 

ζ
→
。


운
 소
 

미
 
랫
 

85분 

17일 설 연휴꼬맹이극장휴장 

24일 메리다와 마법의 숲 94분 

.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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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은보건소에서고혈압· 당뇨·고지혈증 

과리받외압! 
이마트평촌점 “사랑의 도시락” 

기탁일자 : 17. 1 2월 중 
기탁내용 ; 도시락(월별 3서|대 

52천원상당) 

나눔대상 ; 독거노인 지원 

대효별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기탁일자 : 17. 12. 29. (금) 
기탁내용 ; 성금100,000천원 및 

백미 20kg 100포 
나눔대상 ; 인양시 저소득가정 

시 : 2월∼4월 (매주 수요일 9시 30분∼10시 30분) 

소 ; 동안구보건소 지하교육실 
도호 

일
 
장
 
내
 

애니콜정보통신(주) 

기탁일자 ; 17 . 12. 29. (금) 

기탁내용 ; 성금5,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여자수산및흥미닭발, 

청학동등요식업체 

기탁일자 : 17. 12. 27. (수) 

기탁내용 ; 성금42,650천원 

나눔대상 ; 빚진자들의 집 등 14개소 

당뇨의 이해 및 합병증예방관리 

당뇨병식이요법 

당뇨병과운동 
식품교환표를 활용한조리 실습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2월 

(당뇨교실) 

띔개성건설 

기탁일자 : 17. 12. 28. (목) 

기탁내용 ; 성금5,000천원 

나눔대상;안앙시지정기닥 

(주)효성안양공장 

기탁일자 : 17. 12. 27. (수) 

기탁내용 ; 성금38,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닥 

고지혈증의 이해 및 합병증예방관리 

고지혈증식이요법 

고지혈증과운동 

1주차 

2주차 

3주차 

3월 

(고지혈증교실) 

(쥐앤피커뮤니케이션 

기탁일자 : 17. 12. 4. (월) 

기탁내용 ; 성금300천원 

나눔대상;안양시지정기닥 

인창전자{주) 

기탁일자 ; 17. 12. 26. (화) 

기탁내용 ; 성금30,000천원 

나눔대상 ; 안앙시 지정기탁 

고혈압의 이해 및 합병증예방관리 

고혈압식이요법 

고혈압과운동 
저염식생활실천을 위한조리 실습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4월 

(고혈압교실)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기탁일자: 17. 12. 6. (수) 

기탁내용 ; 백Di 10kg 200포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띔이원그린텍 

기탁일자; 17. 12. 21. (목) 

기탁내용 ; 성금20,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의 ;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1:r 031-8045-4829 

금강공업(주) 

기닥일자; 17. 12. 12. (화) 

기탁내용;담요 100장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호계근린배드민턴클럽 

기탁일자 : 17. 12. 14. (목) 

기탁내용; 백口 l 10kg 20포 

니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사회복지법인다우 

기탁일자; 17. 12. 6. (수) 

기탁내용 ; 성금12,000천원 

나눔대상 ; 독거노인 지원 등 

한라훌딩스 

기탁일자; 17. 12. 1. (금) 

기탁내용;아이스하키 

경기교환권 500장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 피부병무료검진안내 

시 : 2018. 2. 21 . (수) 13시 30분∼15시 

소 ; 만안구보건소 4층 회의실 

상; 안양시민 

용 ; 무좀,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 진료, 한센병 환자 발견 

진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 지부 

의 : 만안구보건소 1:r 031-8045-3195 

일
 
장
 
대
 
내
 
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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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걷기협회 (쥐나오텍 띔현성정밀기계 

기탁일자 17. 12. 14. (목) 기닥일자 17. 12. 26. (화) 기탁일자 17. 12. 29. (금) 

기탁내용 백DJ 1Qkg 27포 기닥내용 성금2,000천원 기탁내용 방한점퍼 50벌 

나눔대상 안양시 푸드마켓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닥 나눔대상 안앙시 저소득가정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안양시지부 안양의류재활용협회 (주)인탑스 

기탁일자 17. 12. 14. (목) 기탁일자 17. 12. 28. (목) 기탁일자 17. 12. 29. (금) 

기탁내용 성금1,000천원 기탁내용 성금1,500천원 기닥내용 생활용품 1004박스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26,670천원 상당) 

김~ 엠류콘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기닥일자 17. 12. 19. (화) 기닥일자 17. 12. 28. (목) 

기탁내용 성금1,500천원 기탁내용 기모바지 2,647벌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나눔대상 안앙시 저소득가정 

대게나라안양접 김민· 

기탁일자 17. 12. 19. (화) 기닥일자 17. 12. 29. (금) 

기닥내용 중식제공{35여명) 기탁내용 백미20kg 6포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띔나눔엔지니어링 (~)일광아이에스 

기탁일자 17 ‘ 12. 19. (화) 기탁일자 17. 12. 29. (금) 

기탁내용 성금2,뼈천원 기탁내용 장갑 1,551 개 

(매월 1회) 나눔대상 안앙시 독거어르신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안양KGC농구단 

장학금 
기탁일자 17. 12. 29. (금) 

김진차안양시전문건설협회) 기탁내용 정관장제품 55박스 

기탁일자 17. 12. 21 . (목) 나눔대상 안앙시독거어르신 

기탁내용 성금500천원 
효산의료재단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안양생병원.생한방병원 

안양시광고협회 기탁일자 17. 12. 29. (금) 

기탁일자 17. 12. 26. (화) 기탁내용 백미 10kg 100포 

기탁내용 성금3,0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닥 

옳
 爛

繼
購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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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톨철 고혈압 이련게 관리하자’ 교실모집 

대 상;고혈압환자및관심있는시민 

장 소 ;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일 시 ; 2월 6, 13, 20, 27일(매주 화) 1 4시∼15시 

내
 

도a 
<=·

내용 비고 

1주차 고혈압 질환의 이해, 진단등 한의사 

2주차 고혈압 환자의 식사법, DASH 영양사 

3주차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 운동처방사 

4주차 저염 식생활 실천교육 영양사 

접수 및 문의 :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 상담실 엎 031 -8045-3465 

。

금연클리닉 

운영일시 ; 펑일 9시∼18시 (점심12시∼13시) 

장 소;금연클리닉실(동안·만안보건소 2층) 

대 상 ; 금연의지가 있는 지역주민 

지원내용 ;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소변검사, 금언보조제 

지원(니코틴꽤치 등), 금연상담등 

이동금연클리닉 

대 상 ; 아파트, 대형건물{릅연자 10인 이상)등 생활터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기 

힘든 직ε벤이나 지역주민 

。 2018년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료·징처|배 안내 

지원대상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생계형자살자 

지원금액 ; 비급여의료비 1인 200만원 이내 / 

장저|비 1인 5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정서, 진단서(사망진단서), 

의료비영수증허장례영수증), 통장사본 

문 의 ;거주지동주민센터, 

안양시 복지정책과 앙 031 -8045-2030 

-.-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안양시일자리채용정보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 
(주얻트로닉스 해외영업원 자동차운전면허필수,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77-0083 월급 300만원∼400만원 

모집 (2명) 문서작성 우대, 영어 (상), 전파로44번길 (안양동) 주5일 9:00- 18:30 
해외연수자, 인근거주자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주)탑이앤씨코리아 설치기사모집 정보.통신공학, 전기공학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478-5360 월급 200만원-300만원 
(3명) 전공자우대대’ 정보통신7기|술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 주5일 9:00- 18:00 

정보통신H<겁기사 필수, 다임 (펑촌동) 4대보힘, 퇴직금, 식사제공 

문서작성, 운전가능자 

~루口|스口}트 조명제어현장 고휠|상,전자공학, 전기공학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70-4306-9773 월급 166만원 
세팅요원 우대, 자동차운전면허 밀수, 시민대로 267 평촌 아크 주5일 9:00-18:00 
모집 (2명) 검퓨터 활용능력우수자우대, 로펠리스 (관양동) 4대보힘, 퇴직금, 중식비지급 

정년층우대 

(주}El웨01 영업사원및 하-「려 -끼, 켜 C)려 --, 므 l 과 L」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3-3503 월급 160만원 
영업관리자 건축.설비공학 전공자 우대, 시민대로 365번길 주5일 9:00∼18 :00 
모집 (1 명) 운전가능자우대 (관양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부성이엔지흠) 토목안전점검 학력, 경력 무관, 토목기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70-432긴7-6427 월급 200만원 
및안전진단 토목신업기사필수,문서작성, 관악대로 399 (관앙동) 주5일 9:00-18 :00 
모집 (2명) 프리젠테이션 우수자 우대,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정년층우대, 운전가능자 

(주)더모스트 측량기술자 대졸{2∼3년F석사 신입 모집,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66-9354 월급 216만원 
모집 (5명) 토목공학, 해양공학 전공자 덕천로 16 (안앙동) 주5일 9:00∼1 8:00 

우대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4대보험, 퇴직연금, 식사제공 

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밀수,정년층우대, 
운전가능자 

주식회사에코.OIOI 웹디자01너/ 경력 2년 이상, 기타디자인,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70-5099-6706 월급 233만원 
MO/오푼마켓/ t댐디자인 전공자우대, 엘에스로 76 디오벨리 주5일 9:30-19:00 
쇼핑몰관리경 포토삽,일러스트레이터, (호계동) 4대보험, 퇴직연금, 식사제공 

력자모집 (1 명) 동영상편집가능자우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우대 

(~풍전 관리부회계및 경력 3년이상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때3-8944 월급 160만원-165만원 
총무관리직 덕천로34번길 (안양동) 주5일 8:00∼17 :30 
모집 (1 명) 4대보험, 퇴직금 

에이치피OIOl(H메 크레인 고졸∼대휠4년), 경력 3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78-31 11 월급 333만원∼416만원 
(호0 1스트) 이상, 문서작성 우수자우대, 흥안대로 415 (평촌동) 주5일 8;때∼18 :30 
설계직모집 CAD 가능자 4대보힘, 퇴직연금, 식사제공 

(1 명) 

(주)씨엘테크 경리, 회계 직원 대졸{2∼3년뉴석사, 경력 무관, 경기도인양시동안구 031 -445-6844 월급 200만원 
모집 (1 명) 더존프로그램 사용가능자 시민대로 401 (관앙동) 주5일 9:00- 18:00 

우대,영에중)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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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온 공주님 
2017년 7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 김경준, 엄마지은주 (동안구관양동) 

태명 팡팡이 

태몽 연기 속에서 엄정 큰구렁이 같은 용이 하늘로 치솟는꿈 

다온이에게하고싶은말 

얼마전 요로감염으로응급실에 가고, 힘들었던 너를생ζh하면 

아직도 가슴이 절렁한단다. 사랑하는 다온아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럼 

닙 •• 。- 왕자님 

2017년 2월 17일 출생 

부모 아빠박창영,엄마임영도 (동안구범계동) 

태명 귀요미 

태몽 호랑이가뛰어다니는꿈 

윤호에게하고싶은말 

무조건 아프지 말고 건~해, 밝은 아이로 잘자라줘. 

형이랑 엄마아빠랑 행복하게 잘살자! 

E 뼈。 -I 

왕자님 

2016년 12월 13일 출생 

부모 아빠 정대희, 엄마 나운설 (동안구 펑촌동) 

태명 돌핀 

태몽 빨간나무숲 

재빈이에게하고싶은말 

늘 밝은모습01로자라줘서 고맙고 많이 웃고 해맑게 웃어집서 

엄마아빠가재빈이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해. 

앞으로도 건~하게 잘 자라럼 사랑해∼ 

왕자님 

2017년 1월 5일 출생 

부모 아빠성열탁, 엄마황선동 (동안구평촌동) 

태명 또이 

태몽 빨간고추를따는꿈 

주원이에게하고싶은말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에 만족하는 삶01 아닌 하루하루 

따뜻한 자신감으로 많은 것들을 가슴뛰며 사랑하며 살길 바래 

그리고 엄마아빠가 더 노력할께 사랑하고 또 사랑해 행복하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코너입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I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 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안양시민의 많은 잠여를 부닥드립니다. (출생 후 30개월 미만의 아기) 

접수방법 urianyang@korea.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닙·=크 고흔니 
-『 c::I 。T口

2016년 2월 26일 출생 

부모 아빠박용희, 엄마고희 (동안구귀인동) 

태명 도담 

태몽 거북이가집으로들어오는꿈 

봄이에게하고싶은말 

왕자님 

2015년 9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 김태형, 엄마조혀|미 (만안구 박달동) 

태명 금복이 

태몽 황금똥꿈(로또꿈인줄 알았음) 

도원이에게하고싶은말 

60 I 61 

우리딸봄아항상O빠랑엄마랑많이사랑하고있고,지금처럼 

건~하고 01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곰 동생도 만날텐데 서로 

사랑하며이쁘게살자. 

도원이가엄마아빠의 곁으로온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구나. 

지금처럼 그웃음잃지말고 밥도 잘먹고, 

」‘ 왕자님 

2017년 5월 16일 출생 

부모 아빠이경준,엄마김빛나 (동안구호계동) 

태명 다복이 

태몽 고래가나오는꿈 

승주에게하고싶은말 

사랑하는우리 승주늘 지혜롭고총명하게 건강하길 바랄게. 

엄마아빠는우리 승주를 너무 사랑한단다 

우리가족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행복하자사랑해! 

건강하게 착효ID~OI가 되자. 사랑해 | 

.:a:!.그11;:1...I 
o-「다 

2017년 9월 1일 출생 

부모 아빠조영흐|,엄마송지예 (만안구박달동) 

태명 보물이 

태몽 큰사과를품는꿈,용 2마리가하늘로승천하는꿈 

아라에게하고싶은말 

아빠엄마에게 와집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단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예쁘게 자라렴. 

엄정사랑해.우리공주님! 



함께해요우리안양 | 틀린그림찾기 

혈$틀린그림찾기 
연도 날리고I 널뛰기도 하고 설날에는 전통놀이를즐겨보는건 어떨까요? 

그림 속 틀린그림(6개)를 찾아보세요! 

---

※상기삽화는안양시를배경으로한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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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누l 1월호〈뺑|색을더하다〉이벤트당첨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1 월호 〈안양에 색을 더하다〉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서준(만안구 석수동) 

이예성(만안구 석수동) 정예지(만안구 안양동) 



함께해요우리안양 | 시민플러스 

항상 
지금처럼 

밝거l 빛나길 

글 -이상봉(동안구 관평로) 

., --, - -“ Uu 、 -
‘u ‘· .,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눈과 

눈을 마주 볼 때가 많다. 아이들 망막에 내가 보이고 그 안에 

서 나는 니를 보는 아이들을 본다. 아이들이 나를 보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나와 아이들은 망막 안에서 너울거린다. 그 

속에 비치는 나와 다르게 아이들의 눈빛은 빛이 난다. 모진 

세월의 풍피를 맞지 않은 원석 그대로의 빛이다. 

저 아이들의 빛나는 눈 속에 내가 얼마나 머무를지 알 수 없 

다.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기억의 속도를 저만치 앞서가서, 

결국 기억은 흐르는 세월의 격류에 함몰되리라는 것을 가르 

치는 지금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더 이상 눈 

속에 나를 두지 않을 것이고 그러는 순간 나는 모래성처럼 

흩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진 않지 

만, 그렇다고 해서 망각이라는 순리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 

다. 잊혀진다는 사실만이 슬픈 것은 아니다. 지금 순수하게 

빛나는 아이들의 눈동자가 고난을 통한 세월의 흐름 속에 무 

뎌진다는 것 또한 서글프다. 항상 지금처럼 밝게 빛나면 좋 

으련만 

그러나 삶의 고난은 원석을 쭈L아 형태를 만드는 행위일 것이 

고 사람은 형태로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고뇌 없는 인생의 향상은 불가능하고 인간은 고뇌를 통해서 

불멸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고뇌는 곧 고난의 자식이자 어버 

이이니 결국 둘은 공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 아어들의 눈빛은 서서히 그 빛 

을 잃어갈 것이다. 하지만 다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밝음 

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기올 수많은 고뇌 앞에서 

멈추지 않고갔으면좋겠다. 어릴 때의 밝은기억을발판삼 

아 나-ot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아이들 

기억 속에 내가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모래바람처럼 형체 

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 

이월(二月) 

글 서현석 (만안구 안앙로) 

이월에도 여전히 눈은 내리고 줍기만 해도 

언 땅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생명들. 

고초에도 만물은 언제나 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길을 읽고 헤매는 청춘이라 해도 

한 겨울에 설날이 있는 까닭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저마다 꽃으로 피어나라는 뭇임을 

다 늙어서야 깨닫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철을 알아야 철이 들었다 하지요. 

이월엔새희망을갖느라기뻐서 동동추를 먹는달.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분께는’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원고 시·수팔·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견등(분량은 A41장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kr) 또는 팩스(F 031-8045-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T 031 -8045-201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인양사랑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을 말함. 

64 I 65 



함께해요우리안양 | 열린 편집실 

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2월 1 5일까지이메일 

(urianyang@korea . kr)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분중 

선정된분께는’인앙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안g띨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 .ga.k「) 

또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양’을 

통해 볼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8045-2이 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S떨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업 다운로드 

~~~~~~~~~~~~~~~ 

친척댁에 방문했다가 만나게 된 <우리안~~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 

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중에서 갚게 그은 밑줄 코너에 실린 ‘새해에 읽어보 

면 좋을 1월의 도서’가 인상 갚었습니다. 황금 개띠해라고 하는무술년 새해 목 

표 중 인문학적인 소양을 쓸H가 보자고 다짐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던 저의 필요 

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 기사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현대 개인들이 느끼는 감 

정들을 살펴보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EBS 제작팀이 
취재한 내용들을 책으로 묶었다고 하니 ‘감정 시대’ 바로 읽기 시ξ때야겠습니 

다.책을읽고싶은동기를제공해준친절한책소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박종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힐링팝’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우리 사회는 향상 위로 

하고 나눔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에게 가슴 아푼 사연들을 파 

<2.1<하고서 조금이라도 삶에 위축되고 용기를 잃을까 봐 몸과 마음이 치유되도 

록 함께하는 단체 소개 좋았습니다.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정과 안양보건소, 

농협안양시지부, 안양보호관찰소 등 모두가 봉사하는 흐뭇한 기사 잘 읽었습 

니다.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안양은 더 멋지십니 

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로 수펑 전개가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 

습니다. 

이영주 (군포시 금산로) 

올해 안양소재의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 o~들의 방을 알아보기 위해 안행| 들 

렀다가 주민센터에 비치된 <우리안~S>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명소 및 

시민들의 생활상을 함축적으로 잘 접할 수 있어 안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아 

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ζ뻐| 최신호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과월호도 접해보게 되었네요. 안양시 의정활동 및 주민센터별 소식까지 아기자 

기하게 접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웃돕기나 봉사단체 

활동분들의 이야기가 많아서 훈훈한 시민들의 정을 잘 느낄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네요. 또한 예술 문화 관련 인프라가 많은 도시라서 전공과 관련된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를 가져 보기에도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라 생각됩니 

다. 캠퍼스 생활뿐 아니라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도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 가 

져보게되네요. 

유광열(대전중구서문로) 

바로잡습니다 

우리안앙 1월호 VOL. 266에 실린 더 좋은 안앙 정년이야기 본문 내용 중 
43p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간 한국YMCA를 한국YWCA 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흔선을 초래해 드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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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이면 약속된 친한 친구처럼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안~~은 친숙하다 못해 고마운 선물도 싣고 찾아준다 안 

양 소식뿐 아니라 제2 안앙부흥 계획에서 추진 상황, 인문도시 안양의 문화 예술 움직임, 안양시민의 삶과 사랑 이야 

기, 그리고 더좋은 안양을 위한 당먼한 정책과 비전 제시 등 안양시민으로서 긍지와 활력이 생기는 기사를 듬뿐 안겨 

주니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 싶다. 나도 문학 잡지를 만드는 편집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안~~을 만들고 

편집·기획·취재들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더욱 실감 난다. 새해에도 더욱 알찬 <우리안~~ 발간을 

기대한다. <우리안~~ 화이팅 l 

이무천 (만안구 박달로) 

2018 무술년 새해 첫 <우리안ε!:>이네요. 새해 첫 <우리안~~어|서 제 눈길을 붙즙댔던 건 안S뼈|술공원 털실옷 가로수 

길에 관한 글이었어요. 예전에 안앙예술공원에 것A랬을 때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웠었 

는데, 올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로 230여 그루의 나무가 알록달록 털실옷을 입게 되면서 안양예술공원의 

아름다움이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저도 겨울이 가기 전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구경하러 가보}야겠습니 

다. <우리안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희 (동안구 관악대로) 

<우리안~~OI라는 네 글자. 그 말은 포근함과 설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조그만 씨앗과도 같은 느낌. 모든 

씨앗이 그러하듯 처음에는 모양, 색깔, 크기에 있어 하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거대한 삶의 청사진이 압 

축되어 있습니다. 소책자 <우리안~~OI 주는 느낌이 그러합니다. 10년이먼 강산도 변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으 

로 이사와 저12의 고향으로 삼은 후 그러한 10년의 틀이 벌써 몇 번 바뀌었습니다. 내 삶을 감싸고 안아주는 씨앗 속 발 

아의 힘. 나의 저12의 고항이 안양이라 기뿜니다. 

백미자 (동안구 관펑로) 

추운 겨울어| <우리안~~을 통해 열 살꼬마 화가, 현진이의 이야기를 읽으니 입기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밀to~는 현진이를 보니, 영하 15도의 한파 속에서 

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처럼 미소가 이쁜 꼬마 숙녀 현진이 그 예쁜 마음 오래도록 간직 

한 예쁜 아이로 자라길 응원할게요! 

김민 (충정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로) 

.훌 
62p 틀린 그림 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을 사료「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총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우리안양 | 안양 만들기 

안양의얀전친구 
‘서l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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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접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O 팔 

오른팔과왼팔을각각 
맞붙여만들어주세요. 

e 몸통 

얼굴을제일먼저붙인후 
몸통의 옆 부분을 붙여 주세요. 

@안전모자 

양쪽귀를맞붙인다음 
모자의 양쪽에 붙이서|요. 

잉합치기 

만들어진몸통에 
팔, 다리를 붙여 주세요. 

마지막으로I 
안양시의안전을위해 
안전 모자를꼭씌워 주세요! 

〉줬짧 

관악산에 사는세이는 계속되는 안전 사고를보고 

더 이상지쳐볼수 없어 안양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듬직하고포근하게 생긴 귀여운 

안전친구 ‘세이’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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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
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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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 어제와 오늘 

• 

1970년대 만안구 안양3동 지역 사진이다. 이곳은 안양3동 

주민센터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병목안 채석장에서 채취한 

자갈을 실어나르기 위하여 간간이 화물열차가 지나다니던 철 

길이 놓여 있던 곳이다. 이곳은 조선조 제2대 임금 정종의 7 

남인 수도군(守道君)의 증손 이공(지제부수)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이씨 등이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양지바 

른곳에 자리잡고있는미을이라하여 양지동@웠뼈패)이라불 

렀으며 이 지역이 발전된 것은 1928년 안양산업사란 안양최 

초의 공장이 들어서면서였다. 광복 직후 1948년 안양중학교 

와 1949년 안‘t공고가 개교하였고 그 후 안양서초등학교 안 

%얘l고, 안양여상, 안양외고 연성대학교 등 많은 학교가 운 

집해 있어 안양 교육의 요람지로 변모된 곳이다. 

글·사진 이정범(박덜2동우성@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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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 (목) 15:00 ※ 14:45 식전공연 
안양시청강당 

I 친뺑숫서 1 

• 식전공연 난타공연, 댄스공연 

」 진행안내 및 LK번소개 

J 개회및국민의례 

J 축사 

• 인문교육특7란 무엇인가? 

• 축하공연 시낭송, 가족합창단 

· 인문특강 조승연 작가 

• 

‘끼 n • J-, 

‘” A 

초증영 장〉카강 민분특강 

Et민의지혀|; 

납어|께서 배무는 행복의 민문학 

I I 

· 세계문화 전문가/ 인문학 작가 
· 저서 〈플루언트〉 〈이야기 인문학〉 〈비즈니스 인문학〉 

등 25권의출간 
· 방송 tVN 〈어쩌다 어른〉 〈비밀 독서단〉 JTBC 〈비정상 

회담〉 〈차이나는 클라스〉 등 

문의 : 안양시 교육청소년과(031.8045.27 65,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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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 얻 일요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안양시민의 응원으로 열기가 기득하게 될 축구 경기와 푸짐한 경품카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따스한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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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우리안양 | 우리동네 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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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I 
사랑의온도는‘따뜻’ 
경기도 내 최초 ‘100도’ 목표 달성! 

안양시 ‘사랑의 온도탑’ 

1J
.‘,-

-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안양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모금을 시작한 지 34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기록적인 한파에 몸은 꽁꽁 얼어붙어도, 01웃을 흥룹 

마음은 활활 타오르며 안양의 행복 온도를 높이고 

∼ 3Q --
“ 20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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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실천으로 ‘안양시 행복 더하기’ 

대부분의 사람이 기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기능한 것이라고 생각힌다 하지만 

‘2016 세계 기부지수(WGI)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수준의 1/20밖에 되지 않는 미 

얀마가 세계 기부지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기부는 경제적 여유가 아 

니라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삶에 대한 만 

족도 역시 기부에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부 트렌드를 보면 소액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히는 경 

우가 많다. 이를 통해 기초 생활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난치병 치료 지원 등 적은 액수로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부단체와 1:1결연을 맺어 교육 의료 생계유지 등의 종합적인 지원에 참 

여히는 것이다 만약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톰과 미음으로 이웃과 소통히는 방법도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지들이 자신의 지식, 노하우, 경험을 활용하여 불편한 이웃을 

돕거나 지역 환경을 개선히는 방법이 좋은 예일 것이다. 안양시민 모두가 나눔의 기쁨을 알고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매서운 한파를 녹였던 ‘사랑의 온도탑’ 

4 I 5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 연말연시, 우리의 톰과 마음이 꽁꽁 

얼었을 때도 범계역 로데오거리와 안양역 앞에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겨울을 녹이고 있었다. 안양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2곳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시민들이 오가 

며 띠풋함을 더한 덕분에 목표액이었던 9억 원을 훌쩍 넘 

어 34일 만에 100도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 밖에 

도 한마음선원, 여성경제인협회, 인창전자(주), 뜸)이원그런 

텍, 안양사랑나눔회, 안양시광고협회 여지수산 등 6개 업 

소, 애니콜정보통신(주), 문)개성건설, (쥐이즈미디어, 안양 

샘병원, 푼)일굉아이에스, 안양KGC농구단 등 많은 기관괴

단체는 물론, 소형점포 및 많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따 

스한 손길을 전해 많은 성금과 성품을 기부했다. 이렇게 모 

금된 성금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전세임대입주 지 

원, 장애인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자녀학습비, 65세 미만 저 

소득층틀나, 간병비 등복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복지사 

각지대에 전달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띠뜻한 안Oef을 만들 

어가고있다. 

‘십시일반 터치단말기’로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안앙시민 



살고싶은우리안양 | 우리동네 안앙 

~- 겨울을 녹인 ‘나눔의 실천’ 미니 인터뷰 

한마음선원 

(주)효성 안양공장 

여자수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눠요” 

한마음선원의 연자당 혜원 주지스님 원적 회향으로 안양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 연말에는 안양문 

예회관 관악홀에서 〈이웃과 함께히는 한미음 음악회〉를 개최하고, 

보시금 전액 1억 원과 20kg 쌀 100포대 등을 안양시 어려운 이웃 

에게 기부했다. 한마음선원은 이전에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괴

모금 등으로 각종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후원활동 

_Q_ 이어왔다. 한마음선원 측에서는 “앞으로도 공생의 미옴으로 우리 

사회기- 좀 더 띠뜻하고 밝아지는 지-그마한 디팀돌이 될 수 있도록 

후원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에요.”라고 말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요” 

뮤)효성 안Ocf공장은 임직원들의 급여 나누기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 

3,800만 원을 작년 12월 12일 안양시청에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작년 6월 28일 안양역에 설치된 기부 계단 기금’괴- 더불어 

안양시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시용된다. 엠효성 안안탱징에서는 “2008년 

부터 매월 임직원 급여 나누기로 모금된 성금과 회사 매칭 그랜트 금 

액을 더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 

양시 저소득층에 기부해왔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미익텀} 

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요.”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히-겠다고 말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제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의 마지믹은 나눔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성공을 부와 명예라고 하지만 여지수산 박경애 대표는 어려운 이웃과 

나눔이라고 말했다. 박경애 대표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지역의 나눔 

행사에 죠배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기부는 

큰 기업만 할 수 있다고 생각승}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니눌 수 있다면 그것도 기부라고 생각해요.”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랑의 온도탑’에는 여지수산 등 6개 업소가 마음을 모이- 니눔을 실천 

했다 



했사랑으| 온도를 높여준 
이웃돕기 성금 · 성품 기부내역 

기부자명 

대한불교조계종효빠음선원 

인탑스(쥐 

(쥐효성안양공장 

여지수산등6개업소 

인창전재쥐 

2017년 안양시 기부의 날 
나눔모금캠페인수익금 

(주)이원그린텍 

(주류콘 

기부총액(천원) 

153,558 

80,007 

38,000 

37,650 

30 000 

22,513 

20,000 

19,853 

(주)일광0매 |에스 16,122 

사회복지법인 다우 12,000 

농협 안양시지부 10,000 

인양사랑나눔호| 9,324 

(주)엘엠에스 7,500 

(주)나오텍 7,000 

(주)현성정밀기계 5,805 

청학동에서 5,000 

(주)개성건설 5,000 

애니콜정보통신(주) 

7f평군농업협동조합 

세광t법(쥐 

5,000 

4,600 

3,558 

※ 소액을포흔한 매월 기부 내역은우리인"b~I 소식료뻐| 매월 게재 중. 
(상기는 지난 연말연시 100만 원 이상 기부 현황) 

100。

기부자명 

(주)정성담 

인양시광고협회 

효산의료재단인앙샘병원샘한방병원 

경기도자동차검시정님|사업조합 

안양중소기업CEO연합회 
(신도에이스솔루센 

(주)나눔엔지니어링 

(쥐태성t법 

A~.E그71뜯g등r-:71 
ζ그니--‘-ζ그 -.~‘-

김상꾀cs프리미어호델) 

인양의류재활용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안양시지부 

감리교회 

기부자명 

석수3동지역사회보ε볍의체 

기부의날 
반려동물,.q랑나눔축제 

한라흘딩스 

금강공업(주) 

인앙KGC농구단 

(주암|드프렌즈 

(주)코스콤 

LS오토모티브 

기부총액(천원) 

3,000 

3,000 

2,500 

2175 

2,000 

2,000 

1,990 

1,966 

1,500 

1,500 

1,000 

1,000 

기부성품 

유아용칫솔등 
4종 1 .958 set 

라면31박스 

아이스하키경기 
교환권 500장 

담요 100장 

정관장제품 55박스 

온수매트 78개 

떡국떡 60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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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밀렐,더웹하게숨수|기좋은안양뚫기 ‘ 
평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 

71대 200대이상 
31대 

뚫1 
201?년 2018년 2019년 이후 

71대 ; 민간 50대/관용낀대 

• 소요예산 · 1 . 102、000천원 (71 대) 

- 국비; 852.α)()천원 / 시비 : 250αm천원 

※민간 50대 지원기준 17.,αn천원 / 각 대당 

핑 추진절차 및 신청안내 (안양시) 
\[/ 

- --
/|\ 

’ 급속 159개 ‘ 급속 10개 틸 201?년 밀 2018년 ‘ 완속 260개 ’ 완속 15개 
2,002대 2,809대 48대 71대 

뭘~ 댈I! 물급 꿇률 -&률 
경기도 안앙시 경기도 안앙시 

※ 우리 시 전기차 1대당 공용충전시설 ※ 현재 시정사 등에 3개급속2 완속1}를 설치 중이며‘ 

비율은 약 0.22로 높은 편. 항후 주차먼 100먼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추진 (경기도조려|, 2017년 3월 시행) 

야* 암양Al 



• 운영목적 초기 사업 역량과 지원이 부족한 (예비)청년 ε업가들이 집중 성장할수 
있는 사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공 죠업 기반 조성 

• 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앙로 311, 롯데시네마 일번가쇼핑몰 16층 

• 공간구성 - 오피스 ; 입주실¢인 ∼ 6인) 10개, 회의실 1개, 휴게공간, 탕비실 
- 라운지 ; 지유석 50개, 회의실 2개, 사무실, 오푼 키친 등 

• 이용안내 - 오피스 이용 ;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기업 모집 (3월 중 공고 예정) 
-라운지이용 

• 운영시간 : 10시 ∼ 낀시 (월요일∼일요일, 단 국경일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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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고싫은우리요방 | 빛나는 안양 

안양시민옳 흘빠로! 뜨거웠던 1짧 간의 혈천 

..A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7일 동안 

안양시민들은 하나 되어 ‘1초 더 빠르거|, 1점 더 높게, 1골 더 많이’를 외쳤다. 

바로 빙판 위를 빛내는 안양 출신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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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즐겼다. 

특히, 안양시민이 이번 올림픽에 더욱 열광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 있었는데, 바로 

안양 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이다. 동계올림픽의 다‘끝한 종목 중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에 출전한 안양 출신 선수들과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소 

속의 선수들은 시민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연습한 만큼 좋은 성괴를 보였고,
 몇몇 선수들은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안양 출신 선수들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핀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 결과에
 상관없이 고생 

많았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것에 감사 인시를 전
한다. 앞으로 있을 

2022베이징 동계올림팍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
편, 지난 25일 폐회 

식을마지막으로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3월 9일 그 뜨거운 열기의 바톤
을 이어받아 동계 

패럴림픽이 펼쳐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미운 미음을 담아 금번 평창 동계올림핀을 빛낸 안양 출신 선수들의
 면면을 사진과 

함께알아보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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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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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대표하고, 
안양을빛내준 

6개종목의선수들 

훌흉 여자쇼트트랙 ‘김예진 선수’ (2018년 2월 6일 펑촌고 솔업) 

김예진 선수가 속한 여자 계주 선수들은 4년 전 
소치 올림픽에 이어 금메달을 따며 세계 최강의 신호f를 이어갔다 
“간절히 따고 싶었던 금메달, 팀워크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남자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 (2018년 ?월 6일 펑촌」l 졸업) 률톨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예상 밖의 결괴를 기록한 김민석 선수는 아시아 최초로 

1,500m 경기에서 동메달, 팀추월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믿기지 않은 결과에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생ζF해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은메달 ‘어사화’ 세레머니 

(좌측부터 정재원, 김민석, 이승훈 선수) 

률톨 남자앨랙 
‘황대헌 선수’ \2018년 2월 8일 부흥고 졸업) 

1,500m 주 종목 메달 획득 실꽤로 아수|움을 많이 남겼던 황대헌 선수는 
그 후 잉Om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레이스를 펼쳐 은메달을 획득했다 
“앞 경기 결과가 안 좋았지만,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딸 수 있었어요.” 



살고싶은우리안양 | 빛나는안양 

사진 출처 연합뉴스 

를훨 피겨스케이팅 
‘김하늘 선수’ (2018년 2월 7일 펑촌중 졸업) 

2002년생인 김히늘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하지만 피겨 무대 위에서는 국제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을 펼쳤다. 

“메달 획득에는 실때했지만, 값진 경힘을 얻었어요. 

앞으로 있을 세계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Iii표l 

‘안양한라 소속 선수들’ --’ 
안y.한라 소속 선수 중 12명이 아01스하키 국가대표 명단에 올랐다. 

세계 초I~벤 캐나다를 비롯해 아이스하키 강국인 스위스, 처|코, 

핀란드와 경기를 치웠던 대표팀은 비록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훌륭한 경기 모습으로 즐거움과 감동을 더해줬다 

/혈 휩 

사진출처;연합뉴스 

觀 여자아이스하키 
‘김희원 선수, 정시윤 선수’ 
(김희원 ; 백영고 2학년, 정시윤 · 인방여고 3학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중 

안앙 출신 선수 두 명이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술력과 잠재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막내 공격수 ‘김희원 선수’와 

윌 포지션으로 틈새를 파고드는 공격수 ’정시윤 선수’가 

바로그들이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성화뽑송 힌펜λ} 싫 PARALYMPIC 
TORCH RELAY 

PyeongChong 2018‘ 

PyeongChang 2018 Torch Relay 

식전행사 〈성화용송 前〉

개최일시 2018. 3. 3(토) 09:20∼09:50(30분) 
개최장소 시청현관 

참여인원 200여 명 (장애인 단체, 출연진 등) 

”냉Al.VIIκGAMES 

{(,--..; 

주요내용 의식행사, 장애인 무용단 한국무용, 시립합창단 합창 등 

*공연 : 2개 단체 (필로스 E에H인 무용단, 시립합창단) 

성화봉송 

행사일시 2018. 3. 3(토) 10:00∼12:00 (2시간) 

출발장소 시정후문 

참여인원 200여 명 (조직위 진행요원 및 식전행사 참가자 등) 

봉송주자 50명 (안양시 4명, 경기도 4명, 조직위 42명) 

봉송구간 3개 구간 5km(동안구 2.4km. 만안구 2.6km. 만안교 주변〉 

• 1구간 : 동안구 시민대로 (2.4km) 

출연ia체 인원 선정곡목 비고 

픽금人 다자의。|서 
=~ 1 2명 1. 효댄무용(진풍정) 」〕 ] 

ε빼인무용단 (대림대교수) 

시립합효반 
44며 1. We are the champions 지휘자 
。 2. Butterfly 이상길 

시정후문-→법조타운-→펑촌역사거리-→펑호녕원 (범계사거리) 

• 2구간 : 만안구 안양로 (2.6km) 
엠타워컨벤션 (성결대사거리←만안초→안양하나로마트 (안양2동 주민센터) 

• 3구간 ; 만안교 도착 전 200m 구간 

성화봉송로 교통통제 및 주 ’ 정차 단속 실시 ※성화봉송 구간 주자 통과 후 교통통제 해제 조치 

식후행사 〈성화봉송 後〉

일 시 2018. 3. 3(토) 11:30∼12:00 (30분) 

장 소 만안교위 

인 원 30여 명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출연) 

내 용 안앙만안답교놀이 (사물놀이) 

2018평창동계패럴럼팍대회 

때럴림픽이란 신체적, 감각적 장애가 있는 선수를 위한 국제경기 대회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때럴림픽에서는 45개 국가, 67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슬라이딩 

종목을 제외한 설상과 빙상 종목에서 인종과 지역, 장애를 뛰어넘는 

훌륭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 간 2018. 3. 9(금)∼3. 18(일) (10일간) 
개 최 지 대한민국 펑창, 강릉, 정선 

규 모 6개 종목, 80개 경기 

야* 암양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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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웹툰의 시대다. 인터넷을 통해 연재하고 배포하는 만화 

웹됨webtoon]. 길거리나 사무실 혹은 출 · 퇴근길 대중교통에서도 

웹툰 감상은 익숙한 풍경이 됐다. 영화, 소설, 드라마 등 

다S딴f 콘만츠에서도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대표적인 예로, 영화 ‘신과 함꺼|-죄와 벌’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앞으로 웹툰을 바탕으로 한 영호}와 드라마 제작이 

더욱 활빌F해질 것으로 보인다. 

웹툰의 
DH력어l 빠지다! 
웹툰 동아리 ‘어|이툰즈(A-T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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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동아리 ‘에이툰즈’를소개하는 웹툰 

문의 에이툰즈 고민규 회장 

이메일 kama@doodl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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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앙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에01툰즈의 작품들’ 

함께 가자∼ 꿈과 열정으로 그리는 미래 

‘에이툰즈(A-Toon밍’는 2017년 2월에 결성되어 안양지역을 기반으로 활 

동하고 웹툰 동아리다. 평촌 인근에 있는 ‘A CUBE’와 인덕원역 인근에 

있는 ‘관양도서관 웹툰체험관’에서 주로 모임을 갖는다. 현재 15명의 회원 

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 직장인, 웹툰 작기를 꿈꾸거나, 데뷔 

후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는 작가 등 다Oef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히-는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이-리에서는 도전만화, 공모전 활동, 차기작 준 

비 등 개인 작품 활동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작품에 대해 

서 피드백하고, 공동으로 웹툰을 만드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또, 완 

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고 이를 통해 프로로 데뷔하거나 수익 활동으로 연 

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과 열정이 기득한 웹툰 동아리 ‘에이툰즈’, 

앞으로 에이툰즈가 새롭게 그려갈 웹툰에 거는 기대가 크다. 

-tip 청년공간A-CUB티에이큐브)가 

안양청년 여러분을기다리고있습니다. 

• 에이큐브는? 
-오푼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1 인 작업실, 야외 테라스등으로구성 

- 효법 및취업에관심 있는사람은누구나무료 OJ용가능 

이용시간 주간 오전 10:00∼오후 9:00 I 야간 ; 오후 9:00∼익일 오전 10:00 

이용방법 주간 직접 방문을 통해 신정 후 이용 가능 

야간 -안양창조경제융합샌터 1층 경비실에서 출입증 발급 후 이용 가능 

문 으| 'fi' 031-8045-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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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이별, 그들의 곁어l 
저흐l가함께합니다 
μ”안양호스피스선교회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서 ‘죽음은 삶의 대극01 아니라 

그 일부로 존재한다고 했다. 우리 곁에는 늘 죽음이 존재하고 있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인색하다. 남의 일처럼 생ζ팅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렇다면 매일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쳐보는 사람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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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그 거룩함에 대하여 

만안구 메트로 병원 5층 호스피스 병동. 그곳에서 분홍색 가운을 입은 안 

양호스피스선교회 봉사지들을 만났다. 미용 봉사와 발마사지 봉시- 준비 

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그들은 한결같이 차분하고 진지해 보였다. 

“호스피스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위 

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치료보다는 심리적인 위안 

과 영적 돌봄을 통해 희망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 

이할수 있도록돌보는데 그목적을두고 있지요.” 

권경란 실장은 호스피스 봉사는 소명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40대부터 80대까지 다%댄f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100여 명의 봉사지들 

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호스피스 봉사는 사별 후에도 가족이 

겪는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외주는 총체적인 케어까지 이루어지 

고 있다. 봉사자 김경숙 씨도 “10년 이상 미용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늘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며 “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봉사는 가치 있고 고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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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의 환지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외로웅이다. 그들에게는 친구처럼 그들의 곁 

을 지켜줄 누군가가 펼요하다. 봉사자들은 환지들이 만나는 마지막 친구로 그 곁을 함께하고 있다. 

“흔히 ‘호스피스’ 라고 하면 봉사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봉 

사와 동시에 지-기 죽음의 연습입니다. 봉사지들 가운데에는 80대 어르신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호 

스피스 봉시를 통해 자신을 되돌이-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명예나 부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만 호스피스 벙동의 환지들을 돌보면서 지-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봉 

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김승주 회장은 호스피스 교육의 목표는 마인드 교육이며 삶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또는 빚진 자 

의 마음을 되살려 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호스피스선교회는 1998년 6월 22일 의료법인 메트로 병원과 안양권 기독교계 인사들의 연합 

체로 출빌-했다. 정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말기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도화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2016년 3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안양호스피스선교회에서는 연 2회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며, 올해는 3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제40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된다. 또 신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이 교육 

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의 (새안앙호스피스선교회 -a 031-443-2785, 031-38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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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댄싱킹은 
“바로 나야! 나!” 

동안정소년수련표뻐|는 오직 춤추는 게 즐거워 모인 

댄서들이 있다. 인양시의 지원으로 장소 마련은 물론, 

대학진학까지 성공한 댄스 동아리 ‘저|로’ 

꿈을 흔k한 그들의 열정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재 

댄스동아리‘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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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하나로 ‘꿈’을 이뤄요 

‘제로’는 춤에 대해 히-나 된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댄스 동아리이다. 

팀을 만들고 나서 처음 함께 배웠던 댄스의 노래가 ‘제로’이였기 때문에 팀의 시작이란 의미에 

서 ‘제로’라고 팀명을 지었다. 

제로는 동안청소년수련관의 다른 댄스 동이-리와 다른 특별함이 있다. 안양시 각 학교의 댄스 

동아리 리더들이 모여서 한 팀을 구성했기에 그 어떤 팀보다도 탄탄한 실력을 갖춤은 물론, 

춤에 대한 열정도, 자부심도 뛰어나다. 그 결과, 안양시 청소년 경연 대회, 의왕시 청소년수 

련관 댄스배틀 등 각종 도 · 시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후배 동 

아리의 우상이 됐다. 또한, 작년 5월∼10월 사이에 범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에서 진행했던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는 제로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으며, 공연 요 

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런 제로가 즐기는 춤은 ‘얼반 댄스’이다. 이 춤은 힘합 장르에 속하 

는 춤 종류로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춤을 따라 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을 춤으로 표현히는 창작 안무이다. 제로의 리더인 신승범 군(부흥고 23회 졸업)은 제로의 목 

표기- ‘우승하자’, ‘유명해지자’가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재미있게 즐기자’라며, 앞으로 각지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제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뭉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 내내 제로 팀원들의 표정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2018 대 

학입시에서 제로의 팀원 중 20살이 된 8명이 모두 댄스 관련 전공으로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 

을들려줬다. 이는모두주변의 아낌없는지원과관심이 있었기에 기능했다며, 감사의 인시를 

전했다.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요 

동안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며 계속 활 

동할 수 있다. 댄스동아리인 ‘제로’의 경우 엠프 및 동아리실 지원과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활동비로 l년에 100만 원까지 지원 

을 받았다. 동안청소년수련관에는 댄스뿐만 아니라 다%댄f 분야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댄f 동아리기- 등록되어 지원을 받았다. 

동아리로 지원 기능한 대상은 3명 이상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꼭 동아리기-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 

업팀은 현재 청소년들이 이런 시질을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아쉽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꿈에 더 가까 

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동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5 
'B' 031- 8045-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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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는글쓰는 
사회복지사 

안양시청무효탤펠센터 

김영애통합사례관리사 

우연이인연이되는순간 

통합사례관리사로 6년째 근무 중인 김영애 씨는 인생의 크고 

작은 순긴들이 그녀를 사회복지사의 길로 이끌었다. 유년 

시절 심훈의 소설 〈상록수〉를 읽고 농촌계몽운동에 삶을 

바쳤던 주인공 채영신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품었 

는가 하면, 20대에는 증권회시를 거쳐 NGO단체에서 일하 

며 주민자치의 매력에 푹 삐-지기도 했다. 결혼 후에는 가족 

복지에도관심을갖게 됐다.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할 땐 기꺼이 베푸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더 전문성을 갖 

춰보지-고 마음먹게 됐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년 동안 

근무했고, 지금은 안양시청에 붐담고 있습니다.” 

김영애 통합사례관리사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에 

다S받 복지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따스한 눈으로 우리 주변 

구석진 곳까지 어루만져주는 그녀가 있어 

세상이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웃으며 일하는 이유 

“무한돌봄센터는 다%댄f 기관에서 실무경험과 전문기 

술을 갖춘 사례관리전문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위기가 

정과 유관기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측하기 어 

렵고, 분주한 일상이 반복되죠.” 

으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직업으로 여기지만, 김영애 씨는 많은 사람과 대면해 

야 하다 보니 고충도 따르고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전 

했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히-고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보람이 있다고말한다. 

“저희 무한돌봄센터팀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만나는 안양의 이웃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어 

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늘 웃으면서 일하고자 하는 이 

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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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고스란히담은책 

김영애 씨는 최근 〈엄마는 사회복지사란다〉라는 책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하는캐, 

‘엄마는 사회복지사란다’ ‘나는 나의 사회복지재, ‘사회 

복지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이 

야까지 총 5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그녀기- 사회복지 

사로근무하면서 겪었던시행착오와사회복지전문실천 

가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세ι써l 공짜란 없다’라는 

말을 실김-하게 된 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덤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내 

복서원福書院)의 사회복지현조L글쓰기 과정에 참여해 

엮어낸 단행본이에요. 사회복지시를 꿈꾸는 이들에게, 

가정과 일의 균형을 꿈꾸는 워킹맘에게, 번이웃된 현 

장사회복지사들에게 시-회복지현장이 궁금한 사람들 

에게 사회복지시-의 삶과 현장 이야기를 쉽고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 

김영애 씨에게 글쓰기는 즐거움이었다. 틈닐- 때마다 

글을 썼던 그녀는 비로소 쉰이 되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내며 오랜 꿈을 이뤘다. 그 괴정에서 딸은 든 

든한 응원군이 되어 줬다. 

“경찰관을 꿈꾸던 딸이 제 글을 보고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전공을 선택하더군요. 늘 바쨌-던 엄마였 

던지라 자신은 사회복지사 빼고 어떤 일이든 할 거라 

고 밀해왔는데, 비로소 이해해줘서 고마웠어요. 요즘 

은 독자와 생각을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응원 

해준 모든 분께 김-사해요.” 

김영애 현 안앙시청 무한돌봄센터팀 통합사례관리사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1994∼1999년 사회활동가로 활동 

2αE년 수원 우만 종합사회복지사 위스타트 사례관리 

2013년∼ 안양시정 무한돌봄센터팀 통합사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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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H국꿇봉사단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월 7일.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공연하는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한국무용봉사단 단원들이 만안구 소재 안양샘터요양원에서 재롱잔치를 펼쳤다. 

알록달록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보01는 흥겨운 춤사위에 

넋을 놀고 바라보시던 어르신들은 연신 박수을쩨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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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름다운 우리 무용 구경하세요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혀도 숨어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한국무용봉사단원들이 장구에 맞춰 꾀꼬리 같은 목소 

리로 창부타령과 뱃노래를 부르자 공연장 안은 금세 

열기로가득갔다. 민요를따라부르는어르신부터 휠 

체어에 앉아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어르신까지 몸 

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이팔청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갑돌이와 갑순이 창작무용은 보는 시람들로 하 

여금 빠져들게 만들고 신청곡을 받아 한 소절 한 소 

절 부르는 가요는 어르신들의 옛 추억을 되새겨주기 

에충분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노래도 잘하 

고한복도 예쁘고 거기다춤도잘추니 보는내내 시 

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잊어버렸어.” 공연을 지켜 

보던 90대 할머니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짓고 ‘노래∼ 

큐!’를외쳤다. 

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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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처럼 빠져드는 봉사의 매력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한국무용봉사단은 안 

양시 관내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시설을 찾아다나며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하 

지 않고 오로지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번거 

로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 고전무용, 창작무용, 악기 

연주, 창, 가요 등 1시간 동안 바쁘게 공연을 하다보면 

영하의 날씨에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일쑤다. 

“몇 년 전, 몸이 많이 아파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있었 

어요. 그때 나 자신과 약속한 것은 병이 낫는다면 남을 위 

해 살겠디는각오를 했죠. 그 이후 기적처럼 몸이 나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이렇 

게 공연을통해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사하죠.” 

김명식 단장은 재능기부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장비를 옮기는 일 

도 힘들고, 공연을 하는 단원들은 더 힘들어 한다”며 

“그러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싶다”고 말했다. 

“흔히 봉사는 타인을 돕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몇 년 

동안 해보니 오히려 나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마법처럼 빠져 

드는 게 바로 봉사의 매력 아닐까요?” 

문의 한국무용봉사단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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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우리안양 | 세상을바꾸는희망기업 

사람과기겨l 사이어| 
우리가있다! 

국내 최초 t볍용 HMI.기기 개발 기업 

츄)엠투아이코퍼레이션’ 

※HM! : Human Machine lnte「face

(사람과 기계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4차 t!법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t업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이 기계를 쉽게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만안구 안~f7동에 위치한 ‘(쥐엠투아이코퍼레이션’ 역시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t법용 HMI 터치돼널을 

개발 · 저|조하여 t업용 사물인터넷(lloT), Al 등을 기반으로 

사람과 기계 사이으| 소통을 원홀히 하며 생산성과 근로 환경을 

향ε면f는 데 중간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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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기계뿔잇다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은 1999년 4월 LG산전띤구소 제 

어기기분야 출신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산업용 

HMI(Human Machine Interface)기기 개발 · 제조 · 

판매 전문기업이다. 그중 HMI 터치패널은 생산현장 

의 정보와 각종 설비의 신호를 감지하여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작 및 제어하는 기기로, 사용지는 

현장에서 각종 장비의 작동 상태를 문자, 숫자, 그래 

프 등으로 한눈에 살피고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돌발 

상황 시 안내에 따라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때문 

에 반도체/LCD 생산장비, 자동차 생산공정 등 전 분 

야의 공장지동화에 필수적이다. 우수한 품질과 경쟁 

력을 바탕으로 국내 40여 대리점을 통하여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 

며 중국, 터키, 프랑스 등 20개국 이상에도 수출하고 

있다. 

차근히, 탄튼i히 성장한 비결 

7명으로 출발해 현재 70명의 구성원이 되기까지 엠투 

아이코퍼레이션은 차근히, 또 탄탄히 성장해왔다. 안 

양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공을 인정 

받아 지난해 12월 ‘지역 내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김정열 대표는 안양시의 든든한 지원과 직원 한 시람 

한 시-람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겸손히 웃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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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HMI기기 출시 (1999) TOP RN (2017)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안양시청 내 소프트웨어지 

원센터에 출발했어요. 사무실 제공은 물론 회의실, 휴 

게실,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도 활용할 수 있었죠. 유 

익한 정보도 발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요. 안양시 덕 

분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사람이 곧 자신-’이라 믿기에 직원 복지와 사내 문화 

를 소홀히 히-지 않고 장기근속지를 위한 리프레시 제 

도나 어학강좌 지원프로그램 및 체력단련 지원제도를 

마련해뒀다. 또, 디-%끝한 동아리 운영으로 조직에 활력 

을 더하고 있으며, 과징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 

어보드를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도 열심이 

다. 직원을 향한 애정과 서로 간의 막힘없는 소통 속 

에서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힘이느껴진다. 

“지난해 2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그 기틀을 다지는 도약기로 삼 

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뛰겠 

습니다. ” 

문으| (주)엠투아이코퍼레이션 

경기도 안앙시 만안구 전따로 24번길 35-11 
'H' 031-465-3:366 



혈획뚜현했 

우리는 
추몽의후여l 

우리 민족은 여|로부터 활의 민족으로 불리었다. 

활쏘기는 고대부터 우리 민족에게 가장 대중화된 무예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길러왔다. 

전통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전술을 설명할 때 

안양시궁도협호| ‘안양정’ ‘중국은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이라고 했을 만큼 궁도가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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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은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이며, 조상의 얼을 이어받은 민족무형문호째로 

오늘날어|도 심신수련에 좋은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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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마음을 

수련하는무예 

궁도는 국궁(國급)괴- %당(洋당)으로 나뀐다. 국궁은 조상 

의 슬기와 얼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스 

포츠이다. 신체 단련과 정신 수련을 함께할 수 있으며, 누 

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국궁은 땀을 흘랄 만큼 격렬하지 

는 않지만 곧은 자세로 활시위를 당기려면 다리에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 활을 쏘다 보면 저절로 전신운동이 된다. 

궁도를 규칙적으로 계속히-변 흉곽이 튼튼해지고 비-른 자 

세를 갖는 태도외- 습관을 기르게 된다. 근육의 신축성 · 지 

구력 · 근력이 강화되고, 근신경 계통의 조화를 촉진해 신 

체가 고르게 발달하는 효과가 있다. 지-기와 과녁과의 관계 

에서 행해지고 성공과 실패의 원칙에 의해서 흥미가 지속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겁게 수련할 수 있으며, 단체로도 

똑같이 즐길 수 있다. 궁도는 톰과 미-음이 혼연일체가 되 

어 무심의 경지에서 활을 쏠 때 비로소 과녁에 적중되므로 

정신수양의 효과가 크다. 

활을 쏟다는 것은 몰아(沒我)와 집중의 미학이다. 괴-녁을 

향해 시위를 당기는 짧은 순간, 모든 것을 잊게 된다. 과 

녁과 활과 내가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體)의 놀리운 

경험을하게된다. 



행복한우리안양 | 한마음한뜻 

국궁의 

매력에빠지다 

국궁{활쏘기) 교육생 모집 

우리나라 전통 활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앙시궁도협회 안앙정에서 국궁(활쏘개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개강은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전문 사범의 지도로 주 3호| 2개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10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안앙시궁도협회 안앙정 

동안구 호계동 1112-1 (펑촌배수지 내) 

-zr 031-456-용467 

호계동 평촌이트홀 근처에 위치한 안양시궁도협회(회장 이필우) 안 

양정은 2001년 전국 최초로 배수지 위에 준공된 국궁장이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도 잇따라 배수지 위에 궁도장을 설치하는 효시가 되 

었다. 벽면에 셀 수 없이 가득한 상장과 트로피들이 안양정의 실력 

과 명성을 입증한다. 현재 13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30 

대부터 80대까지 다%댄f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순범 부회장 

은 “활을 잡는 순간 일상의 잡념은 시-라지고 스트레스도 다 날아갑 

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수양에도 더없이 좋은 운동입 

니다”라며 국궁의 매력을 말했다. 안양정은 회원들 간의 남다른 친 

화력을 자랑한다. 실력 향상을 위해 서로 도와주고 이꿀어주며, 남 

녀노소, 나이, 계층과 관계없이 서로 배려하며 스포츠를 즐기고 있 

다. 각자 인생의 과념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에서 내공이 느껴진다. 



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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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역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목련신동아 아파트 방먼) 

오늘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나요? 

매일 직장인, 학생, 어르신 등 누구나 

이동수단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혼잡한도로에서도 빠르게 이동할수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를줄여 깨끗한 대기를 만드는 데 일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노약자와임산부, 장애인, 영유아동반자에게 

자리를 앙보하면 마음도흐뭇해지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버스 탈 때도고생하시는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를 건너|보서|요. 

따스한 말 한 마디는 긴장했던 기사님의 마음을 풀어주먼서 

우리 안양을좀 더 밝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인문도시 우리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100년의 역사률 
간직한 국내 최고(最古)의 
사회복지시설 

쉽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좋은집’은 

국내 최고(最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품고, 

오늘날까지도 설립자 오긍선 박사의 온화한 숨결과 온기를 전하고 있다. 



‘최초’ 와 ‘최고’ 라는 수석 어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보육원이 우리 안양 

에 있다. 안양시 안양2동 안양천변에 자리한 ‘좋은집 ’ 

이다. 이곳을 설명할 땐 유독 국내 최초(最初)와 최고 

(最古)라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설립자인 오긍선 

박사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 

고, 해방 후 한국 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의사 면허 

보유자다. 1917년 국내 최초 로 피부과학교실을 창 

설했으며, 1934년엔 한국인 최초’의 세브란스연합의 

학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그가 한국인 

‘최초’로 고이원과 양로원을 설립 · 운영한 곳이 바로 

이곳, 좋은집이다. 좋은집의 시작은 1918년으로 거슬 

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어느 날 세브란스병원에 7 

명의 고아가 찾아온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에서 경성 

고아원이 문을 연다. 1922년에는 재단법인 경성보육 

원으로 개칭됐고, 1936년 9월 이곳 안양으로 이전하 

면서 기독보육원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후 해관보육 

원을 거쳐 지금의 예쁜 이름을 갖게 됐다. 어느덧 올 

해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 보육원 사업의 

효시인것이다. 

후원자에 대한 정보가 새겨진 머릿돌. 

좋은집 내 ’예절관l 현관 왼편에 위치해있다. 

<IN HONOR OF CALVITT CLARKE DIRECTOR OF 

CH대STIAN CHILDREN’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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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로부터 되찾은땅 

현재 부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 오끼이 소유의 

농장이었다. 오긍선 박시는 그 농장 중 8만 평을 매입 

해 원아숙소와농장등을지었다. 6. 25 전쟁 때는 

경남 가덕도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1954년 

부터 56년 무렵 미군과 선교사 등의 지원을 받아 건 

물을 지으며 둥지를 틀었다. 1960년대 말에는 기독 

보육원 일부가 매각돼 1974년 해송고등학교(현 양명 

고)와 양명여고가 개교했다. 지금도 양명고 뒤쪽에는 

1950년대 주한미군이 보육원에 지어준 의무실과 사 

무실, 예배당 등의 건물이 남아 있다. 목조 건물로 지 

어진 예배당은 1960년대 결혼식장 등으로 이용되기 

도 했는데 1980년대 초 철거된 후 그 자리에 학교 테 

니스장이 들어섰다. 1930-50년대에 지어진 옛 건물 

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지역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 이처럼 사라져간 점은 아쉽다. 

문화 · 역사가 살아있는 터 

옛 기록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심기원의 묘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청송 심씨 대동보에 

‘과천 서이면 안양리’라고 기술돼 있으나 정확한 위치 

는 파악되지 않았다. 비산동에 거주하는 청송심씨 문 

중에 따르면, 1930년대 보육원 공사 중 그의 무덤으 

로 추정되는 묘가 발견돼 신문에 분묘이장공고까지 

냈으나 후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당시 보육원 측 

에서 이장했지만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좋은집’은 우리나라의 첫 여류화가이자 문필가, 여성 

운동가였던 나혜석의 숨결도 담고 있다. 시대적 편견 

에 떠밀려 유랑생활을 하던 중인 1947년에 이곳 농장 

에 머물렀으며 , 당시 이화여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던 젊은 시절의 화가 박인경(한국 동잉댁가의 대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미망인)이 이곳에서 나혜석을 만 

나는 등 문화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인문도시우리안양 | 배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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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칠레 스피|인 이탈리아 미국 호주 

월옳 우아하고부드러운질감 달고측측한맛 드라이하고강렬한맛 풍부하고세련된질감 포도품종별다~한맛과항 달고자극적인맛 

프랑스만의 제조방법으로 갚은 맛보다는 단맛이 ~해 다른유럽산포도들에 비해 강한산도가대표적인 다른유럽국가에비해 당도가매우높은포도를 

앓$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고, 와인 초보지어|게 좋으며, 당분이많아 특징이며, 초보자도 마시기 알코올도수가높으며, 사용해단맛이 bi<하고 

뒷맛의여운이길면서 품질에 비해 저렴한가격으로 알코올도수가높고 펀한타입으로 다y한종류의포도로 여성들에게인기가많다 

우아한느낌의 와인이 많다 쉽게접할수있다 진한맛이나며 이탈리아음식과 여러가지맛과 

강한느낌의와인이다 최고의조합을이룬다‘ 항이존재한다- nru ~ 갖(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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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은 먼저 색을 감상한다. 와인의 컬러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른데 화이트 와인의 경우 횡금색, 연한 금색, 

호박색과 레드 와인의 경우 자주색, 루비색, 가넷, 적 

벽돌색 등으로 구분한다.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가 삼페인(프랑스 상파뉴지방 스피클링 와인)에 열광 

했던 것도 화이트 와인으로 연한 금빛의 작으나 힘찬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즐겼기 때문이라 

고 한다. 다음으로 향을 감상한다. 1차 향은 정지 향으 

로 와인창에 있는 그대로의 향, 그리고 2차향은 와인 

잔을 스왈링하여 공기와 접촉해서 최대한 복합적으로 

이꿀어 내는 향이다. 미-지믹-으로 맛을 볼 때에는 와인 

을 서서히 입에서 굴리면서 음미한다. 신맛, 닮은맛, 

단맛 등 조화된 맛과 입 안에 코로 전달되는 향으로 

조화로운 복합미를 느껄 수 있다. 각각 와인에 어울리는 

요리는 레드와인은육류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이다. 

좀 더 심층적으로와인에 대해 알고싶다면?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와인소블리에 과정 

2018년 3월14일 저120기 과정이 시작된다. 

연성대학교 호델관광전공 고종원 교수가 와인소블리에 과정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내 최정예 와인분야의 실무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강사진이 진행한다 특히 본 과정에서는 

미국호델협회(Ahia) 와인소블리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문의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 www.yeonsung.ac.kr/social 

n 031-441-1037, kojw12@nave[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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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 
건강을지켜주는 

와인의효능 

와인 한 잔에는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화 

이트 와인 한 잔에서는 적게는 수십 가지에서 많게는 

수백 가지의 아로마가 채취된다. 화이트 와인이 매력 

있는 것은 바로 향, 아로마(Aroma)가 다양하게 나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와인의 향취를 느끼게 해주기 때 

문이다. 현대에 와서 육류 버터 등 지방 섭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심장 혈관에 의한 사밍률이 높아졌는데 

식사 시 와인을 항상 곁들이는 프랑스인들은 고기를 

포함한 많은 식시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며 심장질 

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프렌치 패러독스’가 알려지 

면서 레드와인의 소비가 많아졌다. 이러한 레드 와인 

에는 심장 혈관에 좋은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성분인 ‘레스 

베라트롤’이 와인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성분은 화학적 

변회를통해생기며 적포도주에서 10배 이상증가한다. 

~ 



요댄를도시우리안양 | 생활의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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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에 만나는 천연 비타민 냉이로 건강 챙기세요! 

냉이를 고를 때는 잎과 줄기가 작고, 

잎의 색이 짙은 녹색인 것이 좋다. 

항은 진한 것으로 고르고, 

맛괴- 향이 일품인 봄철 대표 먹거리 냉이에는 다OJ한 효능 

이 많다. 우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에 특효 

약이다. 계절의 변화를 신체가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춘곤 

증은 비타민 부족이 원인이며 졸음이 쏟이-지거나 입맛이 

없어지는 증상이 있다. 하지만 냉이에는 비타민 A, C, Bl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계절병인 춘곤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나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해준 

다는 기록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다. 

뿌리가 너무 굵은 것인 피한다. 

구매 후에는 다듬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내고 랩으로 싼 뒤 

냉장고 O∼5 ℃에 보관하면 
그리고 냉이에는 간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보조해주는 콜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콜린은 간에 축적되기 쉬운 지방을 

억제시키고 제거히는 역할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웅이 

되고, 술을 즐겨먹는 시-람이라면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원 

기회복에도 효과가 좋다.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Recipe 

• 냉이전재료 
분량. 1인분기준 

냉이 100g, 새송이버섯 2개, 생표고버섯 2개, 양파 1개, 정고추 1개, 홍고추 1개, 밀가루 3큰술, 

식용유 적랑, 밀가루 1컵, 물 1컵, 달갈 1개, 소금 2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1. 냉이는 여러 번 행궈 체에 밭쳐 물기를 제거한 후 밀가루에 버무린다. 

2. 새송이버섯, 표고버섯, 양파, 정 홍고추는 0.5cm 정도 네모지게 씬다 

3. 분량의 재료를 섞어 반죽 옷을 만든 두| 2으| 버섯과 채소를 넣고 섞는다 

4.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3의 반죽을 한 숨가락씩 떠 넣어 한쪽 면이 익기 전에 

밀가루에 버무린 냉이를 올린다. 

5. 한쪽 면이 익으먼 뒤집어서 노릇하게 익힌다 



파릇한 새싹비| 움트는 봄날, 나의 지성과 감성을 싹 퇴워줄 

씨앗을 호빠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A~. 

뺏뺏한 종이 냄새 속에서 나에게 다정히 말 걸어오는 

책이란 벗을 만나게 된다면 이 또한 뜻밖의 기쁨이다. 

인문도시 우리안양 | 마음의 한 줄 

찬란한봄날, 
지성의씨앗을 

싹트|우서l요! 

헌법쉽게읽기 

김광민 지음 | 인물과시상사 | 2이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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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헌법 전문과 국민들이 알01야 할 기본권에 대 

해 다루고 있다. 헌법 조문을 제시하고 그 조문이 만들 

어지게 된 배경과 설명을 곁들이고 있으며, 생소한 헌 

법 조문이라도 질의응답식으로 구성해 법의 쉬운 이해 

와친근함을강조했다 

원래 이 책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동아리에서 저자에 

게 헌법 강의를 요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헌법을 가르 

치끄f 교재로 쓴 것을 다듬어 출간한 것이다. 어쩌면 

내가 ‘맛있다고 느까는 음식을 모두가공통적으로 ‘맛있 

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맛있다’라는 말의 정의 

는 무엇일까? 이 책을 일으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맛의 과학J은 인E버| 맛을 느끼는 원리를 탐구 

하고 독자로 하여금 ‘맛’을 알게 하여 그로부터 더욱 풍 

요로운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효H二t 총 8ε뻐| 걸쳐 다양 

하게 맛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맛의 과학」 전반부는 미 

ζ뻐|서 출빌면H 후각, 촉각을 거쳐 신체와 뇌에서 맛을 

감지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후반부는 음식으| R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밭댔으므 

로 헌법에 대해 무관심한 건지도 모른다 제대로 배울 

기회와 환경 또한 적었다, 수험서나 대학 교재로는 일 

반 국민이 헌법을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상황 

에서 「헌법 쉽게 읽기」는 헌법에 대한 편건을 깨고 기본 

권 등을 배우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부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음식의 맛을 최대화할수 있는지도 안내한다 

‘맛’에 대한 열정으로 맛을 제대로 즐7 |고 싶다먼 이 책 

과 함께 맛의 세계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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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싼%흥 

일 시 2018. 3. 29. (목) 14:00 ∼17:00 

장소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 

토론참여자모집 

신청대상 | 안양시 인문교육 정책에 관심있는 시민 

신청기간 I 2018. 3. 9. (금)까지 

신청방법 | 방문, 유선, 팩스, 안양시홈페이지, 이메일 

문 의 | 안양시 저12부흥추진단 

TEL 031. 8045. 5304 FAX 031. 8045. 6556 
E-mail sh7yh@korea.kr 

@*걷I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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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도시 우리안양 | 인문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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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4 5 6 
체험뮤지킬 --= 건강교육 

앤서니브라운 
'-"' “ ,.fc.· 

당뇨병관리는이렇게 앤서니브라운 

n O[), 14: O[), 16:00 당뇨병의관리와합병증 

안양아트센터관악흘 

蘭 --
만안구보건소 5증 대회의실 

』펠펠 「석 50,000원 i4:00∼is:oo 
S석 40,000원 ‘ 앙 031-8045-3465 • fi 1899-5483 

!t ·.”·’‘‘여! .. ~”:r‘억(.잉) - -、r

11 12 13 
어린이영화 건강교육 

30입체영화상영 당뇨병관리는이렇게 

안앙어린이도서관 당뇨병식이요법 

3증어린이극장 

뿔 
만안구보건소 5증 대회의실 

1S:30 14:00∼lS:OO 
앙 031-8045-6276 fi 031-8045-3465 

18 20 
건강교육 

당뇨병관리는이렇게 
당뇨병운동관리 

만안구보건소 5증 대회의실 

19 

14:00∼15 :00 

fi 031-8045-3465 

25 27 
음악회 

2018 문화가있는날 작은음악회 
〈소소(小so)한 콘서트〉 

26 

기족뮤지컬 

워킹공룡 
애니멀매직쇼 

n oo, 14:00, 16:0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전석 24,000원 

앙 1577-8362 

안양아트샌터수리홀 

19:30 
전석 5,000원 

fi 031-687-0500 



J、

-「
드프 ---, 

38 I 3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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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릭 마지막 날(01.05-) 

~(화∼금) 단체-rn:oo∼12:30 

개인-1s :oo 

살 및 공휴일 n:oo∼16:00 

잊f트홀 l종전시실 

!석 20,000원 

031-687-0553 

삼일절 --*,. 

2 

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및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대회 
채화행사 

BOO∼21:00 

충훈2교 부근 롤러스케이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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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무료 

앙 031-8045-5205 

싸
 
$|| 轉” 

J 전Al 

칩책 원화전시 2주간(∼03.21) 

고지는할아버지] 

f도서관 

]31-8045-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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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활동 

「그림책과놀자」 운영 

매주목요일 

16:0〔〕∼16AO

관양도서관 l증 어린이자료실 

앙 031-8045-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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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체험 

지끈을이용한 
꽃바구니만들기 

안앙천생태이야기관 

14:00∼1500 

3,000원 /1인 

B 031-8045-5205 

22 23 

꾀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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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도서관종합자료실 

캠|단 2증 

DD∼2i:oo 

D31-8045-6362 

29 30 

24 
- 어린이뮤지컬 

미녀와야수 

n:oo, noo, i5:00 
안양아트센터관악흘 

r석 30,000원 

S석 25,000원 

B 1544-1555 

31 

- 어린이뮤지걸 

렛잊고2 

14:00, 16:0(]
안앙아트센터관악흘 

전석 30,000원 

암 02 555-0822∼3, ll43 



다양하고복잡한복지제도를 

전문상담사가원-스톱으로 알려드리는 

만맡J.I 륙II훌핸터 

열린귀로듣고 
진심으로소통하는 

만양:J.I 물린 훌헨터 031-8045-7000 

。

031-8045-7979 
(힌주한!우) 

전화 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궁금한 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 

안양시 콜센터는 자처|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운영시간 ; 월∼금 8시 30분∼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당직실로 연결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빽훌쩍 
6 T톨·’ 

사회적기업을 지흥h하는 기업중 인증 사회적기업 및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기준어|는 미치지 못하나, 사회적 목적의 구체적 

실현 및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가능성이 높아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가능한기업 

사업 명 : 2018년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계획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지정대상 ; 지정요건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기업 

지정업체수 ; 2개업체 

지원내용 ; 기업당 사업개발비 1천만원 한도 지원 (자부담 1어야 

지정요건 ; 공고문 잠조(시홈페이지 새소식) 

- 조직형태(안앙시 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 사회적목적실현 

- 사회적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정관이나 규약의 구비 

신청기간및방법 

- 신청기간 : 2018. 3. 5. (월)∼3 16. (금) 

- 신정방법 ; 방문접수 (안양시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문 의 안양시 경제정책과 ti' 031「8여5-견36∼7 

• 안행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이전 안내 

| 업무개시일 : 2018. 3. 5.(월) 부터 임시정사 개소 

장 소 ; 인E완동 계양빌딩 2층{만안구정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동 정사 신축계획에 따라 임시정사로 이전하오니 잠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공사착공전까지는 임시로 기 

존정사에서 진행됩니다. 

문 의 ; 안g암동주민센터 ti' 031냉여5-3670 

안E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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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중 자동차셰 7.5%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먼 언세액의 10%∼2.5%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신고(낱부) 시기 고 제 혀| 「H

1월 (1.16.∼1.31. ) I 연 세액의 10% 공제 

3월 (3.1 6.∼3.31.) I 연 세액으| 7.5% 공제 

6월 (6.1 6.∼6.3이 | 연 세액의 5% 공제 
9월 (9.16.녕.3o.) I 연 세액의 2.5% 공제 

신청및납부방법 

·전화및방문신정 

구정 세무과로 방문 및 전화 신정 후 말일까지 은행, CD/AπA기, 

ARS(1딩4갱44), 가상계좌 인터넷납부시스템(http://www.wetax. 

go. k「)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 

·잠고사항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펴|차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환 

급하여 드립니다. 

문 의 

안앙시 만안구 세무과 1l" CX31-없5-3374,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엎 031냉045-4470, 안양시 세정과 1l" 031-8045-걷84 

。 안양박물관 성인 역사강좌 [역사문화토크-도자] 

일 시 : 2018. 3. 21. (수)∼5. 9.(수) / 

매주 수요일 10시∼12시 / 총 8회 

[현장수업(4. 4. 수F도예체험 / 현장답새5 2. 수 

수←서울 경기지역] 

모집인원 : 40명(만 19세 이상 성인) 

내 용 ; ‘도자’라는 한 주저|로 효벅A빠 서|계빨 살펴보며, 

이론강의+현장수업+답사로 구성된 강조f를 통해 생동 

감 있는 역사 문화 강조f를 제공하는 인문 역사강좌 

수 강 료 ’ 120,0〔E원(답사비 및 체힘비 포함) 

※현장수업 및 답사불참관련 수깅료 힐인 및 반환 없음 

접수뿜 ; 선착순 인터넷 신정(www.ayoc.o「. kr/museum) 

접수기간 : 2018. 2. 27. (호0∼3. 21. (수) 

문 으| ; 인앙박물관 1l" 031→굉,7---a;x〕9, αX)8 

、/

/ 
。

J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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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립소년소녀합칠반제 31기 신입단원 모집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안양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4∼6 

학년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 

- 사실음악 단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되며 

그 E쩌|를 토18텀뼈 응시할 경우 그 사설E쩌| 

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원서교부및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18. 3. 19. (월)∼3 27. (돼 18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장소 ; 안앙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안앙아트센터 

내 지하 1층) 

전형일시 ; 실기 - 2이8. 3. 28. (수) 15시 

※자세한사향은아래문의번호로연락부투밴드립니다 

문 의 ; 인양시립소년소녀합ε반 1l" 031-띠융용027 

www.anyang.go.kr/anyang/ac℃c/BD _main.do 

안양시 문화관광과 1l" 031-8045-5593 

。 2018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2. 12.(월)∼12. 31. (월) 

보급대수(총사업비) : 200대 (32,000천원) 

사업내용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1가구당 1대의 교체비용 지원 

※ 지원대상 저녹스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C]O<mQ 미만의 환경묘지 

인증을 받은 제뭄으로 “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한함 

지원금액 ;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6만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 접수순 

신청서접수 

접수기간 : 2018. 2. 12.(월)∼예산 소진시까지 

신정자격 ; 안앙시 소재 주택 소유자 

※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X까 신정 가능{위임장 제출) 

접수방법 ; 신청자 직접 방문 또는 우펀접수 

제출서류 ; 신정서 및 구비서류 1부 

※ 신청서 요정 및 문의 안앙시 환경보전과 1l" 잉1-8045-2624 



。 2018년도 제18기 차세대위원회 선발 안내 

안양시에서는 정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 

로 참여토록 하여 정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r제18기 안앙시 차세대위원회」위 

원을 선발하오니, 역량있는 정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18. 2. 19. (월)∼3. 2. (금) 18시까지 
선발인원 ;25명 

신청자격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정소년 (대학생은 정소년 

관련학과전공재 

주요활동 

- 안양시 정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 - 정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선발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I 문의전화 ; 안앙시 교육정소년과 fr 0여경여5-2267 

• 자전거, 아직 못 타신다고요?! 

행복과즐거움이 가득한자전거타기 효뻔 배원보세요! 

2018년 자전거 상설교육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18. 3. 2. (금)∼마감시까지 
신청자격 안앙시민 (만 20서| 이상∼65세 미만) 

신청방법 · 전화신청 fr 031-8045-2잉4 ※선착순접수 

교육정원 ; 언 250명(1기당 25명 / 총 10기 교육) 

교육운영 

운영과정 초 중급반(정규), 고급반(심화) 

※ 고급반은 초·중급반 수료 후 희망자에 효h해 운영 

교육기간 : 2018년 3월∼11월 (초급, 중급 각 2주 단위로 실시) 

교육시간 ; 4주 40시간 [월∼금 (10시∼12시) ] 

교육장소 : 01론 ; 시청 

실기 ; 학운공원 및 구농림축산검역본부 

교육비 무료 

준 비 물;간펀복장과운동화등 

문 의 처 ; 안양시 도로과 자전거정책팀 fr 031-8045-2·갱4 

i ‘ 것짧겁훌R맴홈숙§Tr 

。 新노년을 위한평생교육 그린나래 참여 경로당모집 교육내용 

!그린나래’사업은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가족, 친구, 건강, 일, 

웰다잉 등의 유익한 교육을 다S받 방법으로 진행하는 안앙시의 

찾아가는 펑생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일정 : 2018년 4월∼11월 (월∼금) 주 1회, 일 2시간씩 총 5회 방문 

*기간 내 경로당 신정에 의하여 일정이 진행됩니다 

모집대상 ; 경로당 등 74개소 (노인대학, 복지관 등 가능) 

*경로당에 한정되지 않음.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신정가능 

일정 교육내용 

뭇찬(낀겐4건갱게 잠쉰받-원전핫-- -」 역할극 강의, 
2일차 ~2시간\_대호i를통한화목한삶가족, 효다U 협동 게임, 실 

3일차 (ι|간) !일을통한의미있는삶(일) | 버러|크리에이 
다궐「--r훨넘는 삶웰다잉괴획「기 션, 건강체조 

(2시간) ! - 용서와 호배, ε벽세 | 시낭송, 전통놀 
--5칠차 - I 준비하는-짧웰i밍 교육) 2 -1 이, 미술치료1 

c: ! 노래등진행 
(2시간) 1 - 연명의료법(사전의료의항서) o '. -

진 행 ; 안앙시 노인통합교육지도사{3인 1조) 방문진행 

교육신청 ; 방문접수 또는 팩스(031-8여5-6019), 

이메일신정(h2rj@korea.kr) 

문 의 : 인양시 펑~교육원 평생펌텀 fr 031-8때판이5∼17 



。 안양천생태이야기관체험프로그램 안내 

보리밟기체험행사 

일 시 : 2018. 3. 3. (토) 14시∼15시 

대 상;유Or. 초등학생자녀를둔가족 

행사내용 보리를 밟는 이유, 안앙천변에서 보리밟기 체힘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깨rive〔a”mg.go. 새 또는 전화 신정 

으| -인앙시 하천관리과 인앙천가꾸기팀 1? 031-ffi45--5205 

;i;~A:~-;;-J츠l 
Oo」...... <= 

일 시 201s. 3. 17. I 24. (토) 14시∼15시 

대 상 ; 5∼7서|, 초등 1∼3학년 

교육주제 ; 지끈을 이용한 꽃 바구니 만들기 

교육내용 지끈을 엮어 바구니 만들기, 봄 꽃 채집하기 

참 가 비 3,000원 I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깨river.anyang.go.kr) 또는 전화 신정 

문 의 ; 인앙시 하천관리과 인g떤가꾸기팀 1? 031-ffi45--5205 

。 지역어르신과 함께 하는 M다문호톰행” 

일 시 2이8 4. 2. (월)∼11. 30. (금) (주1회) 

10시∼12시(오후7r능) 

장 소;센터내강의실 

대 상 지역 내 어르신 5명, 결혼이민자 10명 

내 용 결혼이민지어|게 한국어, 흔택문화, 

육아교육및학습지도 

• 지역 내 어르신(5명) . 인앙시 관내 거주 55세 이상 

여성, 흔팩어교원자격증소지 및 한국어교원양성 

과정(120시간)이수자 외 

• 결혼이민재15명) 안앙시 관내 거주자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참가비 ;없음 

접 수 ;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접수 

문 으| ; 안앙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사례관리사 

1? 031냉045-6191 

42 I 43 

a 

。 현명한가사분담(수납) II뒤죽박죽우리집안녕∼!!” 

일 시 2018. 3. 10. (토)∼3 31. (토) (매주 토) 10시∼12시 

~ 소 센터 내 강의실(지혜나눔방) 

상 직장맘&대디 20명 

용 공간별 깔끔정리의 팀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수납) 

참가비 무료 

χ닙{ 수 안앙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anyang. familynet.o「kr) 

_c‘--그- 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직장맘지원사업팀 

1? 031-8045-건476 

。 축에〕}가는 직ε밤 지원사업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 시 2이8 3월∼12월 (일정과 프로그램 협의 후 진행) 

~ 소 기업 기관교육장 

상 관내 기업 기관 재직 중인 직ε벤 

용 스트레스관리 및 힐링 지원, 직장 적응지원, 건강지원, 

부모교육등 

참가비 무료 

Z닙{ 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nyang. 떠milynet.or. 씨 참조 

f‘--그- 의 안앙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직ε맘지원사업팀 

1? 031-8045-5476 

。 2018년 효판국어교육 ”효달 배움터” 안내 

일 시 : 2018. 3월∼12월 

장 소 ;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석수도서관 

다문호}자료실(중급과정) 

대 상 ; 안앙시 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내 용’ 정규 심화밴기초 초급반-화 목 10시∼12시, 

중급, 고급반-화 목 13시∼15시), 특별밴입문, 토픽 

반-월 수 금 10시∼12시, 야간반」월 수 19사-낀人|) 

으여 
L'_ c]

참 가 비 ; 무료(단, 교재비 본인부담) 

접 수 ;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호r7f족지원센터 방문신청 후, 

배치평가로반배정 

문 으| ; 안앙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팀 

1? 031-8045-5710 



c;» 2018년도 안양시 사회적경제 효법교육 참가자모집 

i 교육개요 
교육기간 : 2018. 3. 28. (수)∼5. 25. (금) (매주 수, 금 19시∼22시 

주 2회/총 18회, 54시간) 

교육장소 

교육과정 

교육대상 

사회적경제지원센테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2층) 

이론및컨설팅 

- 사회적경제 관심있는 개인(팀) 

- 베이비붐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ε업을 희망하는 자 

- 1년 미만의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 중 사회적기업 전환 희망자 

교육내용 

- 효법과 성쟁효업트렌드/성공 실매사례 등) 

- 사업 준비를 위한 심화 컨설팅 등 

특전 

- 경기도 효법팀 선정 시(사업개발비 8,000천원 지원) 

- 센터 내 생오끄i스지원(칭업 우수팀 선발) 및 요빼이팅 서비스저밍 

수 강 료 ; 3만원(수료시 전액환불) 

모집요강 

- 모집기간 : 2018. 2. 20. (화)∼ 3. 21. (수) 

- 모집인원 : 40명(정원 초과시 면접 후 선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2. 20. (호”∼3. 21. (수) 

-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사회적경제소식 열린마당)신청서 작성 제출 

문 으| ; 안양시 경제정책과 'Z1' 031용045-2337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담당 u 031-281」XJ8fJ

~ 햄법텃밭신청자모집 
신청기간 . 2이8. 2. 28. (수)∼·3. 9. (금)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참여대상 ; 안양시민 1,000가구 

한뱀텃밭구성 ; 기능성 상자텃밭, 상토 모종 

공급조건 ; 한뻗텃밭 도시농부교돼2호|) 01수 

.... (1차교육)인문학 감성충전 도시농부교육-시정 대강당/3. 24(토) 

.... (2차교육)한뱀텃밭 공급 및 재배관리 씀압교육동별 지정교육징/4월중 

문 으| ; 안양시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u 031-8여5-5888 

? 안양시 예절교훨수강생 모집 
안양시 예절교육관에서는 ‘현대사회에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간 

우리예절’을 안앙시민이먼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언중 

대 상; 안앙시민 

수 강료;무료(안양시거주재 

접수및문의처 

안앙시 예절교육관 u 031- 384• 3983, 031- 8045-2781 

※개인 ; 전호}접수/단체접수 ; 신청서 작성 

주요교육과정 

·성인기초 (12주 24시간) 

인사예절, 바른옷차림, 다례, 관계례, 자녀예절교육 등 

.심호f과정 1.2.3단계 과정 (28주 56시간) 

세시풍속, 통과의례, 다례, 태교, 음양오행, 언어구헌 스피치 등 

·다려|과정 

6개월 48시간 . 차 생활 입문, 차으| 성분과 효능 ,한과만들기 등 

·청소년 및 어린이 예절교실(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단체접수) 

바른마음과몸가짐, 인시예절, 한복입고 절하기, 전통놀이 체힘 등 

※ 관내초, 중,고교각학교로방문지도 합니다. 

·특별프로그램 

전통 혼인례, 관·계례, 외국인 전통문화 체험 등 

수강료 

·안양시민 

기초 심화 1단계 과정(무료) 

심화 2·3단계, 다례과정(2만원) 

·관외거주자 

기초 심화 1단계 과정(2만원) 

심화 2단겨|β만원) 

심화 3단계(10만원) 

다례과정(10만원) 

。 안양시 예절교육관전통차처I험운영 

운영기간 ; 3월∼(매일 14시∼18시) 

내 용 ; 인앙시민 누구나무료로전통차시음과담소를나누며 

행복한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는공간미련 

문 의 ; 인앙시 예절교육관 U Q31-384• 3983, 031- 804:• 2781 

※ 본인이 소εh하고 있는 차를 가져오셔서 직접 우려드시는 것도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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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일은 제%주년 3· 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료「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각 기정에서는 3. 1 (목) 7시부터 18시까지 태극기를 답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저IB조에 따라 매일 . 24시간 달 수 있음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캔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위치 

부때|서 바라보아 대뭔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조정할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 '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O따t트등고할j물| 는 S멸등으로 난간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않도록 주의 

태극기구입 

- 각재|댄| 민원실씨군,꿇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처뻐빼e없%), 요쩌 태극기 뻐업체 등을통해 
구입할수있습니다. 

-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각자|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흔뻐| 넣어주시면 됩니마 

기타 X써|한 문의는 안앙시 총무과 'fi" m댄045-2117 

。 정수장별 정수 수질검사 결과 

채수일시 . 2018. 1. 17. (수) 

검사대상 ;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정계통합정수장 

검사항목 ; 일반세균검사 대장균검사 등 총 60항목 

검사결과 ;적합 

으| . 안양시 ε탄}수도사업소 정수과 'fi" 031-80앙5영6 
,,... 

。 2018년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무료 체험교육 

내 용 ; 코스별 체힘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식생활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이용시간 ; 펑일 10시∼18시 (개인은 15시 체힘 가능) 

이용인원 ’ E쩌| (30명 내외) 또는 개인 

이용연령 5세 이상 어린이, 초등학생 / 보호자 동반 필수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왜http:/ /www.ay녕afef1α저or. kr) 

이용료 ;모든체험교육무료 

위 치 안앙시민안구냉천로 31번길였만안정소년수련관4층) 

체험내용 식품안전 체힘교육, 체성분 측정 

문 의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엎 031- 470--4732 

。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l나만의 천언비누 E펠기’ 

내 용 ;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위생을 위한 필수교육! 

깨끗하게 손 씻기 체험과 천연 채소가루를 이용한 

나만의 천연비누 만들기! 누구나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평일 10시∼18시 (개인은 15시 체험 가능) 

이용인원 ; E쩌1(30명 내외) 또는 개인 

이용연렁 ; 6세 이상 어린이, 초 , 중 고등학생, 성인 

예약방법 ; 홈페이지 예액http://wvvw.ay-'22f,앙α잉O〔kr) 

재료준비를 위해 미리 예Q{·해주세요 

I 이용료 ;모든체험무료 

우| j:I : 인앙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겠만안정소년수련관 4층) 
체험내용 ; 깨끗하게 손 씻기 체힘 나만의 천언비누 만들기 

문 의 ;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fi" 031-470--4겸2 



。 3월은2018년 1기분환경개선부담금납부의달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듭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18. 3. 15. (목)∼4 2. (월) 

부과대상 ; 경유사용 자동차 

- 적용기간 : 2017. 7. 1. (토)∼2이7. 12. 31. (일) 사용분 

※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대상 제외 

납부방법 ?암계좌 인터넷지로(www.giro.αkr),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신청, 간단e납부서비스(삐삐wetax.go.kr). 

통합ARS 납뷔1딩4→3844) 등 

가산금 ;%아납기후) 

문 으| ; 안앙시 만안구 환경위생과 ti' 031경045-경38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ti' 031경045-4414 

r 
t> 

반려룰무배채:A: I유 저부6 ‘ 』 "i! ~L 
¥.:!효 i ’삐’ - L - ” 

용사딴 교으A에 :; 。
묘XI 

닙 

。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개관 및 이용안내 

운 영 일 : 2018. 3. 19. (월)∼ 

※ 개관식 2018. 3. 17. (토) 14시 

운영내용 

- 운영시간 펑일 9시∼21시 

주말 9시∼18시 *법정공휴일 휴관 

- 이용대상 ; 정소년 및 지역주민 

- 체힘내용 :VR체힘, 노래방, 보드게임 등 북카페 무료 01용 

- 프로그램 정소년 참가자 모집은 ‘안양시정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www.ayf.α.kr) 

장 소 ; 펑촌정소년문화의집 (구 펑촌동주민센터 건물) 

문 으| ; 펑촌정소년문화의집 ti' 031- 8045-4915 



。 안양대학교제4기 시민인문학당 

참여대상 · 인문흐뻐| 관심있는 안양 지역민/학생 

강의기간 : 2018. 3. 8. (목)∼6 21 (목). (매주 목요일 14시∼17시) 

강의장소 ;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효뼈문의 ; 암 031-467--0929 I hct@anyang.ac.kr 

강의일정 ; 다문화 사회와 인문학 

-3. 8. I 한국의 t엠호}와 대중문호}으| 변화 (김창남 성공회대 교쉬 
-3.15. I 영화는 언어다 (임경규 조선대 교수) 
- 3. 'Z2 I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귀향 (김진규 고려대 교쉬 
-3. ZJ. I 모더니티와 연애 (이윤섭 안양대 교수) 
강의일정 동양 문호}와 인문학 

4. s. I 전통 시기 중국의 시와 노래 속 사랑이야기 (김보경 명지대 교쉬 
-4. 12. I 인류의 문화 유산, 갑글문의 세계 (박석홍 동국대 교수) 
-4.19. I 실생활에 접목된 중국어 어휘와 발음 (배은한 단국대 교수) 
-4. 2B. I 중국인의 욕, 금기 그리고 해학 (송지현 안양대 교수) 

。 안양나눔여성회 수강생 모집 
A: 
-「

안앙나눔여성회 

군포 • 

·만안구청 

도서관 
사거리 

안앙 

·새01치고} 

。 2018년도 직업훈련교육(안양창조t볍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및 취업역량 강호를 위하여 2018년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경력단절 여성, 대학교 졸업자 및 재직자 

모집과정 

구분 교육내용 모집기간 교육기간 

프지바온로마알앙그케λ라성율래인g터리머。퍼」| ~ |→~~l j‘~”←쇼웰a‘ R커밍딘a £머때올뻗j그스,구뼈 D일틀축a반~~· U‘•M ”니 ; ~18년 I 4. 3‘ 9 5. 

3뼈월정중) I 4.10.∼16. 26. 

교육비 무료 

훈련생 자비부담금 10만원(흔답가능) 

교통비 지원 월4만원(월 '2/Y/o 이상 출석시 지원) 

교육문의 및 접수 . fr 031-8045-6761∼3 

안앙창조산업여성새로일하기센터(http://woman.aca.or. kr) 

aca E빵창조산업진홍원 
。 대한민국 무공수흔자회 안양시지회 회원가입 안내 

안앙시 권역에 거주하거나 주거생활을 하시는 국가 무공훈장 

보국훈장 수상자 및 유가족께서는 대한민국 무공수흔자회 안양 

시 지회에 가입하시어 명예로운 유공자상 정립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에 함께 하여 존경 받는 보훈E쩌|로 칭송 받는 안양시 

지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짙뼈를 당부 드립니다. 

회원가입대상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로 무공흔장 및 보국훈장 

(광복장 삼일장 천수장 국선장 통일장) 수상자 및 유가좌유족회) 

·기타 공로로 무공 및 보국훈장 수상자 

회원의특전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서비스(선양단) 제공 

- 고인과유족을 위한 장레단 의식행사 지원 

- 무료혜택 서비스 ; 태극기(목관 관포용), 수의, 유골함, 근조 꽃바 

구니(보훈처장, 회짚), 근조 현수막, 추모사진접 

- 기타 봄/가을 전적지답사 대전헌충원 효빼 군부대행사 참가 등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호| 인앙시지회 'a' 031- 381- 0625 

대한민국 무공수흔자회 안양시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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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2018년도 

적십자특별회비전달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1월 19일 의장 

집무실에서 김동훈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 

사 회장, 채상병 중앙희망나눔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이8년도 적십자 특별 

회비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시에 전들뱃다 

저1236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인앙시의회(의장 김대영)는 3J18년 첫 시의회 

임시회를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 

히여 각 싱임위별 시 주관부서 주요업무보고 

정취 및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 으|회운영위원회 저1236호| 시의회 

임시회 중 저11차 회의 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제깅6호| 

시의회 임시회 중인 1월 29일 의회운영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호|히여 의호|시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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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경제위원회 안양사랑상품권 및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음경택)는 저1236호|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FC안양을 응원하기 위해 안양사랑상 

품권과 FC안앙 연간회원권을 구매했다. 



。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서중학교 

진료체험교실 공사 현장 방문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뭘여)는 1월 31일 

안양서중학교 진로체힘교실 공사 현장을 

방문히여 사업 지원방항 모색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펼쳤다 

도시건설위원회 비-t!: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예정지 

현장시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화는 1월 3일 

비t쩌묵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예정지를 

방문하여 집행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앙시의회 본 회의장 회의 장면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aycouncil.go.kr 



” 2018년 3월 평촌톤선관홀환펄 
평촌 · 관양 · 비산 • 호계 · 어린이 · 벌말도서관십벤기독서문화 

강좌참가자모집 

운영기간 . 2018. 3. 26. (월)∼6. 27. (수) ※ 도서관 및 강좌별 상이 

장 소;각도서관문화교실 

대 상;어린이등안앙시민 

신청기간 . 신청 시작일∼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인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kr)-7,f 도서관 

페이지i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정 

세부내용 

도 -} A.!청시작얻 。’

~뎌〉초=으 
「동화랑미술이랑」등 

3. 12. (월) 
1층어린이자료실 

6강좌 'B' 031-8껴5----E28 

관앙 
「우리아이그림책 

3. 13. (호” 
2층사무실 

지도」등 6강좌 'B' 001-a:짧-fill4 

비산 
「생각을키우는독서 

3. 14. (수) 
4층사무실 

디베0 1트」등 7강좌 'B' 001-a:껴5-6'.갚2 

호계 
「생각을그리는아이」 

3. 14. (수) 
3층사무실 

등 5강좌 'fr 031→D45-융장5 

어린이 
「책으로떠나는여행 

3. 15. (목) 
1층사무실 

동호}구연」등 4강좌 'fr 001-a:짧6조£ 

남E근{口J 
「생각을키우는교과 

3. 13. (호” 
3층디지털자료실 

북아트」등 4강좌 'B' 001-8045-6303 

평촌도서관유아동화구연 「내 마음에 동화」 4-5월 과정 참7싸모집 

일 시 · am 4. 4. (수)rv5. 23. (수) 매주 수요일 15시 £분이6Al10분 

※ 5. 30. (수) 에는 수업 없음 

장 소 ;2층문화교실 

진 행 ; 동화구연 자원봉사자 

대 상 ;6-7세유아 20명 

신정기간 ‘ 2018. 3. 19. (월) 10:00∼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안양시 도서관 홈퍼|이지(lib.anyang.o「 kr}-+각 도서관 

퍼101지『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문 의 ; 펑촌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1r 031- 8045-6218 

관양도서관3월 「그림책과놀자」 운영 

일 시 ; 매주 목요일 16시∼16시 짜분 

장 소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유애6-7세)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자원봉사자 

문 의 ; 관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1r 031-80짜-fi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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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도서관그림책원호}전시「책고치는할아버지」 

전시도서 ; 동화그림책 「책 고치는 홀에f버지」원화 14점 

기 간 : 2018. 3. 7. (수)∼3. 21. (수) (2주간) 

장 소·비산도서관 2층로비 

대 상;인양시민및도서관이용자 

문 의 · 비산도서관 1r 031냉045-6강2 

호겨|도서관승반기「시사통합논술교실」참가자모집 

일 시 : 2018. 3. Z!. (화fv6. 19. (화) 매주 화요일 17.시∼18시 (총12회) 

장 소 ; 호겨|도서관 3층 문화교실 

대 상,초등 3∼4학년 

진 행 논술지도사 선생님(재능기부) 

신청방법 ;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r.kr←로그인→ 

문화강좌신청 

문 의 ; 문화행사 담당자 1r 031-80.빠--6255 

호계도서관S반기「이슈진로탐구」참가자모집 

일 시 . 2018. 3. Z!. (화f'v6. 19. (돼 매주 화요일 18人|∼19시 (총12.호|) 

장 소 ; 호겨|도서관 3층 문화교실 

대 상 중등 1∼3학년 

진 행 논술지도사 선생님(재능기부) 

신청방법 ; 안앙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kr}-+로그인-→ 

문화강좌신정 

문 의 . 문화행사 담당자 1r 031- 8045-6255 

어린이도서관3월「30 입체영호밤영」 

일 시 ;2. 4주일요일 15시잉분 

장 소 · 안앙어린이도서관 3층 어린이극장 

대 상;안앙시민 80명 

~뱅작품; 로렉스(%분), 정글뭔106분) 

문 의 ; 어린이도서관 1r 031• 3045-6276 

벌말도서관3월「동호}꿈터 동호}구연」운영 

일 시 : 1. 3주 화요일 15시∼15시 짜분 

장 소 ; 2층 어린이자료실 

진 행 ; 「동화꿈터 동회구연」자원봉사자 

대 상;유아및어린이 20명 

문 의 ‘ 벌말도서관 1r 031용여운잉03 

※ 도서관 홈페이지(http깨lib.anyang.go.kr}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 관련 변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 2018년 3월석수도서관홍보자료 

석수 · 만안 • 삼덕 · 박달도서관독서문화강좌수강생모집 

i 운영기간 . 2018. 3. 26. (월)∼6. 5. (호0 (※ 도서관 및 강좌별 상에 

대 상 ; 어린이 및 안앙 시민(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 kr)---+각 도서관 

페이지→도서관서님|스--문화강좌신청 

문 의 ; 각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세부내용 

영갤시 ~템일시문의점화 

화1화2~얘h∼) : 

16:3이10호|) 

수 10:00∼ 

12:00(10호|) 3.9(금) 8045-

목 10:00∼ 10시∼ 6134 
선착순 

12:00(10호|) []? 口 031-

18;잉(10회) 6135 

초등 독서토론 | 」3-。6 1수 8:~~호∼|) ’ 

북아트와 독서여행 | 조1-등2 목 16:30∼ 

18:쩌10호|) 

생활속캘리그라페 일반 
화 10:00∼ 
12:00(10호|) 

-」4;」」;〈~ 목 15:30∼ 3.1낀월) I 031-iι1-。-!.::'.샅 l 등 -「}
1- 2 17:3이10회) 14시∼ 8045-만 

월 16:30∼ 서」찬 ’수」 I 5151 안 
동화미술 ffv7세 

18‘잉(10회) 마감 

- 二」4;」;C~ 수 17:00∼ 
역사 속 과학탐방- I 3- 4 19:00(10호|) 

수12:‘m 10~~호∼|) 그림책놀이지도 일반 

일반 목 1Q:OQrv 1 3.8(목) 성인독서토론 
12:00(10호|) 10시∼ : 
목 16:00∼ 선착순 

α31-유아영어스토리델링 6-7세 17:00(10호|) 
마감 8045-

(강상좌이별 않61 더C그 초등 목 16:3Qrv 
「 동호}클레이 1- 2 18:30(10회) 

독서역토j 땀론구 D교엔실드웨J : 겹 ;s드핍 
금 16:30∼ 

18:30(10회) 

수 16:30∼ 

18:3때0호|) L. 

。 「상인잃급월|도 | 。 ll::H I 월 10:00-
(자격증 대비 | 르딛 I 12:0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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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도서관체험동화운영 

대 상 ; 당ν9세 어린이 15명 

일 시 매쥐화 금) 10시 30분에시 (핸 /16시∼16시 잉분 (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전화 및 방문 

내 용 ’ 가상공E뻐|서 펼쳐지는 다양한동화속 배경에 어린이들 

이 투영되어 배경을 직접 만져보는듯한 실제감을 주며, 배 

경과 어울려 즐거운 체힘을 통한 독서의 흥미유발을 위한 

프로그램 

문 의 ; 석수도서관 멀티미디어자료실 n- 031경045-→3140 

만인도서관초등독서회 〈책벌레 친구들〉운영 

운영일시 ’ 2018. 3. 29. (목) 부터 연중 (매주 목 /16시∼16시 %분) 

대 상 ; 초등학생 3-4학년(10명) 

회원모집 . 2018. 3. 5. (월) 부터 마감시까지 

내 용;독서토론및독후활동 

장 소 ; 만안도서관 문화교실 

문 의 . 만인도서관 어린이;자료실 n- 031냉045-6164 



。 만안도서관<1일 독서교실·단체영호딴료I> 운영 

운영일시 . 2018. 3∼12. (매주 월 I 10시∼12시) 

대 상 만안구 소재 유치원 · 어린이집 어린이 

장 소 . 어린이자료실 및 문화교실 

내 용 . 도서관 건학 및 이용안내 교육, 동호l구연, 영화상영, 

전래놀이등 

문 의 · 만안도서관 어린이자료실 'a" 031→3045-건164 

만안도서관3월 〈주제별 도서전시 운영〉 

기 간 ;2018. 3.∼4 

장 소 ;2층관외대출실 

전시주제 중 · 고등학교 교과서 연계 도서 
내 용 ; 새 학기를 맞아 국어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는 도서 전시 및 대출 

문 의 . 만안도서관 관외대출실 'a" 031-8045-켄8 

삼덕도서관어린이독서회회원모집 

모집대상 ; 초등 2∼4학년 

운영기간 : 2018. 3. 28. (수)∼5. 2. (수) (매주 수, 10회) 

15시 30분∼16시 잉분 

모집인원 ;15명 

수업내용 ; 독서토론, NIE, 교과연계 독후활동 등 

접수기간 : 2018. 3. 14 부터 모집시까지 

접수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접수 
문 의 . 삼덕도서관 3층 사무실 'a" 031- 8045 6361 

박달도서관‘이슈토론’어린이 독서회 회원모집 

운영기간 : 2018. 3. 28. (수)∼5. 30. (수) (매주 수, 총 10회) 

17시∼18시 

접수기간 : 2018. 3. 13. (화) 13시부터 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 마감 

(15명) 

접수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 문화행사 신정 

대 상.초등학교 4. 5, 6학년어린이 
내 용 · 초|신 이슈를 주저|로 하여 융 · 복합 사고를 기르고 

논,서술을대비 

준 비 물 교재비 별도(별도 공재 

문 의 . 박달도서관 n Q31경@운6182 

※ 자세한 내용은 lib.anyang.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덕도서관〈계단극징〉운영 

일 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19시∼21시 

(※문화가있는날) 

장 소 ; 삼덕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계댄2층) 

내 용 · 남극의 셔|프 (2. 28.) (수) 

문 의 . 삼덕도서관 n Q31냉045-6362 

52 I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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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시마을서점을소개합니다. 

최근 모바일 보급과 대형서점 및 온라인서점을 통한 소비로 점점 

자리를 잃어기는 마을서점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 

니다 

책을살때는 

우리 동네 가까운 마을서점에서∼! 

“협니l~H cit를서첩” 

[ 안양시 마훌서절 13곳 ] 

| 만안구(5곳) | 동안구(8곳) | 
국민서점(요멍f3톨) | 그린문고(평폰동) 
031-445-4644 I 031-478-5338 

하이대동문고(안양1동) | 평촌문고(평촌동) 
031-447-7000 I 031-424-2258 

정무사(안~'9동) | 학원문고(평촌동) 
031-466-4977 I 031-476-6500 

성민사(요멍믿동) | 자유문고(신촌동) 
031-442-6984 I 031-385-0002 

북맨스를서점(석수1동) | 종로문고(신촌동) 
031-343-7079 I 031-384-5747 

련훌醫활뺑~ 

f~Fil훨핵 

범계문고(범계동) 
031-382-7800 

효버|서점(호계3동) 
031-454-6564 

진명서점(곤~~동) 
031-689-4002 

앵암양식 



상.당뇨환자및관심있는시민 

소 ;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시 : 2018. 3. 6. (화)∼3 27.(화) (매주 핸 14시∼15시 
도~ 
<>

대
 
장
 
일
 
내
 

운영기간 ?018. λ 1. (렉 l 1? 3•‘ (텔 j 1?2:00 Ol:OOI 

운영장소 새띔-~누테약쉰 1r 031 28.1 8?78 

안양셔 첫 콩핑심야약국 운명 • 
*호 711 능 띈빛여성병원 염어{ 우i:~ I 

당뇨병의관리와합병증 

당뇨병식이요법 

당뇨병운동관리 

당뇨합병증과 발 관리(실습) 

3월 06일(해 

3월 13일(호” 

3월 20일(화) 

3월 27일(화) 

운영내용 

약사으! 인막둠 조제오나샤[〕H,은 민익j갚 <2.! E누L작용 'fl 김?」필딘 신소화 

검미한 질병(감7 | 듭)으딛 응나실 이용을 줄여 검I까지 부담을 털음 

• 「당뇨병 관리는 이렇게」 모집안내 

• 「고혈압관리는 이렇게」 모집안내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a 031→X〕45-영65 A 
-「접 

문 으| 돕안구면{+소 1r 031 80cb ι:!826 

메~ .. ”1월휠딛톨틀잎~ 

a . 률톨ι렌-댐·~1맡톨m~lfi훤F‘} . 

I體뚫뀔繹했鷹를힌; F캠페짧j많 
-1AW-T1•』 •·J- JI . ,렐댐1짧 

상 고혈압환자및관심있는시민 

소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시 : 2018. 4. 3. (혜∼4 24. (호” (매주 호0 14시∼15시 
도~ 
C> 

3 

L 

고혈압의이해와관리 

고혈압의식이요법 

고혈압의운동관리 

저염실천교육 

」Al

4월 03일(화) 

4월 10일(화) 
4월 17일(훼 

4월 24일(훼 

연변 

2 

대
 
장
 
일
 
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안내 
집중신청기간 : 2018. 3. 2. (금)∼3. 23. (금)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흐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정시스템 또는 복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Wlc。 01하인 가구 

3인 4인 5안 

득
하
 

푼
투
-
소
이
 

랜-「l
 

원
%
 

4 

만인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a 031경여5-영65 J ‘ -「
A-I 
t::I 

3,213,152 2,711,521 2,209,890 1,708,258 

7인 6。|

• 결핵검진안내 

전염성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 100명 중 약 30명이 결핵균에 

E멈되고, 그 중 3명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받으세요! 

결핵검사는 가끼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으| ; 동안구보건소 -a 031-8여5-4835 

만안구보건소 -a 031-8여5-3165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신액 
지원내용 ; 4대 교육비(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호~Al원)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정에서 별도로 정함 

구비서류 ; 신분증, 사호l보장급여 제공〈변갱신청서등관련서류 

문 으| ; 동 주민센터 및 안양시 복지콜센터 -a 031-ffi45-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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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 

희망키움통장 II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8. 3. 2. (금)∼3. 16. (금) 

신청대상 주거·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W lo 이하이면서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 

※ @, @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소득기준 

。

4,519,202 

2,259,6이 

3,613,441 2,578,205 2,578,205 2,578,205 

까지 6연| b넌 

7[)27,2f:!J6,191,307 5,355,254 

내가족이나 이웃 등 일상싶{|서 만나는 시람들 중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곤뻐| 의뢰하는 ’지역사회 자쓸얘|방 

지킴이’를말함 

일 시 : 2018. 2월∼11월 (월 1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4시∼17시 

(단, 7, 8월은 오후 18시 30분∼21시) 

매월 연속 교육진행이 아닌 일회성 교육 

안양보건소 만안보건과 (만안구 문여|로48) 5층 대회의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7r 031-469-잉89 

※단체일 경우 날짜 협의 및 방문 교육 가능 

관심 있는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워크북 및 기념품 제공, 보건복지부 수료증 발급, 

지살관런 전문 지식 및 대처 농반 습득, 희망자에 흔념H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참여가능 

으| ; 안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7r 031-469-2989 

4인 

3,683,150 

1,841,575 

3인 

2,847,097 

1,423,딩9 

옆l 

기준중위 
소득 

가입7 준| 
닐; r、 | 잉6,053 (소득상한μ 

유지기준 
(소득상한) 

1인 

1,672,105 

? 생명A맘지킴에게이트키폐 짧고냄 안내 

소
 
수
 

자
。
처
닙
 

교육대상 

혜 택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정 
지원절차: 1-4단겨|까지 단계별로 지원 

※ 주택구입 및 임대비,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등 

증빙서류제출 시 적립금 수렁 

구비서류 ; 신분증, 근로여부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안앙시 복지콜센터 
'7r 031-8여5--7979 

3,513,680 

4,919,152 

3,095,654 

4,333,915 3,748,678 

2,677,027 

• ”동안구 평안동t 호겨13동, 비~t2동, 귀인동, 호겨12동I 
I 관양1동 어르신들은주민센터로 오서핍” 

3월 인앙시 동안구주민센터로인양사동요fjl매안심센터가 이동 김진 

읍니다 인양사동요t치매안심센터에서는동안구 어르신(만£세 이생 

들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무료 기억력 검새치매〉를 실시합니다 

기 간 

대 상 
자 人
。 -」

내 용 

- 이유식의 시작시기, 진행방법, 주의사항 

- 월령별 재료사용 및 조리법, 시연 
※ 이유식 레시피 책자 배부 

접 수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if 031-804운영65, 2J.J37) 

우리 아기 첫 밥상 「냥냥 이유식교실」 모집 

2018. 4. 4. (수) I 11. (수) 10시∼1씨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20명(선착순)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

3월 2일(금), 7일(수), 9일(금) 

3월 5일(월) 6일(호U 

3월 12일(월), 13일(해 

3월 15일(목), 16일(금) 

3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3월 26일(월), 27(호”’ 28일(수) 

3월 30일(금), 4월 6일(금) 

소 

펑안동주민센터 

호겨 11동주민센터 

호겨13동주민센터 

비t잉동주민센터 

귀인동주민센터 

호계2동행정복지센터 

관양1동행정복지센터 

시 간;14시∼17시 

대 상· 안양시 동안구 만 65세이상 지역주민 

준비물;신분증지잠 

문 의 안양시 동요당|매안심센터 '7r 031 381-3770∼1 



~ 활기충전운동교실 

시민건강증진을 위히여 무료 운동교실을 운영흔뻐| 따라 이래와 

같이 효뼈지를 모집히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효뼈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 3. 12. (월)∼3 28. (수) 

모집방법 전화 또는 방문 (정원 초과 시 전산추점 실시) 

운영기간 4월∼6월(3개월) 

운영장소 2층 보건교육실, 5층 대회의실(근육탄탄교실) 

모집인원및운영시간 

프로」램 운될시산요일(주1호따호|) 내용 인원 대상 

보행 
가능 

건강|벡 
~프'-c하그벼E프 ε빼인 

| 재활운동 
50 

만성 

처」~조 ; “i 1100 월쉬셰 ~ 질환자 
-〔」~느L二- 스트레칭 65세 
화된8) 이상 

오 | 택1 노인 

χ_j J ’ 를E크12. C그| 프리 
11:()(• 

C‘-」~~그二 
12:00 

웨이트 I 50 I 성인 
교실 ~」~~그= 

근육 
11:()(• 화 

소도구를 70서| 

탄탄 
12:00 (주1회) 

이용한 25 미만 
교실 근력운동 성인 

근육UP, 
체중 BMI 23 

14:00-
체지방 

15:00 월·쉬A) 위한 50 (비만도 
오 Down 또는 운동 지쉬 
.s「5

서|라 화왼8) I 밴드를 -

배- -도 
15:()(• 택1 | 이용한 I 50 I 성인 

교실 
16:00 I | 근력운동 

※ 신규참여자 우선순위입니다. 

※ 참여자는 프로그램 언속 신정 불가하며, 

깨 교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석률 미달 시 자동 탈회 됩니다 

문 의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체력측정실(3층) 

fr 031냉045-3162 

•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 건강도시 조성 프로그램 

프=그램명 개강일 운영사기 7 

겨| 10개소 

인앙천힐링 
4.4. (쉬 

::!'「、 인앙천 
껴이키0 』꾀!...!?휴 19;α)rv20:00 쌍개울 

3.7.(수) 
4、-, 二C그그 박들간2동 

14;α}이5:00 서조회관 2층 
- ------

3.5.(월) 
월,수 안gη동 

어르신 17:00∼18:00 주민센터 3층 

태극권 
수,토 

관g받동 

체조교실 3.7.(수) 다목적 
16:00∼17:00 

복지회관 3층 

3.7. (수)스 --,-, 그 디 펴 。초두도。 

! 16:00∼17금;00 ! |주 「민H센득L「터 4층 
아침기공 4.4.(수) 도 들2.1, -ι“「’ 명학공원 
체조교실 06:30∼07:30 

기족과함께 
월,수 충훈2교둔치 

하는건강 4.2.(월) ‘----------- --- ---
줄넘기교실 

19:00∼20:00 주C그。 0 f고 <>£L그l 

체력증진 
수 13:30∼14:30 /-서「4、_1,드C드그 ~口L」| 

(수) |금 ~ 11:00∼12:00 센터 5층 
근력처|조 

갈산동주민 교실 
09:30∼10:30 센터지하 

I 대 상: 안양시민 
i 참가비: 무료 
i 문 의 : 안양시 체육생활과 'H' 031「8045-건081 

- 어려운이웃돕기성금품기탁내역 
동펀부부한의원 명인태권도장 

기탁일자 : 18. 1. 5. 기탁일자 : 18.1. 5. 

운영기간 

4월∼10월 

3월∼11월 

4월∼10월 

4월∼10월 

3월∼11월 

기탁내용 ; 백미 20kg 10포 기탁내용 ; 라면 1빅얀 
나눔대상 ; 안앙시 푸드마켓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 가정 

동안구리틀야구단 

기탁일자 : 18.1. 8. 
기탁내용 ; 성금 187천원 
나눔대상;인앙시지정기탁 

안g션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탁일시. 18. 2. 9. 
기탁내용 안앙사랑상품권 15매 

(각 5만원권) 
나눔대상 . 안E양동 “수급자 및 

저소득층”가구 

안없동“하나님의 교호|” 
기탁일시 : 18. 2. 12. 

대게나라인양접 

기탁일자 · 18.1. 23. 
기탁내용 중식제공 
나눔대상 ’ 만안구 독거어르신 

안g밍동 “~킨연합회” 
기탁일시. 18. 2. 12. 
기탁내용 . 쌀 10kg 50포 
나눔대상 ‘ 안g양동 “수급자 및 

저소득층”가구 

기탁내용 -생활필수품 25상자 (각 4만원 상당) 
나눔대상 . 인g양동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안양시일자리채용정보 

I 업체멍 짧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 

미준물산(쥐 안g탁물류센터 하「려「 q ,.! 켜 딩려「므 I L고-}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41-5111 월급 178만원 
출하사무직 박달로 307, 하이트진로 주6일(월∼금 08 :30∼17 : 30, 토요일 

모집(1 명) (주) 안~물류센터 오전 격주근무07 :00∼10: O이 
(박달동) 시간협의기능 

4대보힘, 토|직언금, 식사미제공 

인성데이타〈주) 영업및영업 학력 대졸{2-3년뉴대졸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53-555-0037 월급 250만원(먼접후 협의 가능) 
지원사무원 (4년), 경력 무관, 자동차 벌말로 126, 평촌오비즈 주5일 09:00∼18 :00 
모집(5명) 운전면허필수,컴퓨터 타워 2008호(관앙동) 4대보힘, 토|직연금, 식사제공 

활용능력우수자우대 

평촌열린믿박 Q{틴국 직원 모집 학력 및 경력 무관 경기도인앙시 동안구관 031 -387-5335 월급 180 - 190만원 

(1 명) 펑로 170번길 33, 1때호 주6일 08:30- 18:30 
펑촌열린g댁(관양동) 4대보험, 퇴직금, 중식비지급 

안~'YMCA 유아교사모집 대졸(2∼3)∼대졸{4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5-5311 월급 158 ∼ 200만원 
(2명) 경력무관 관악대로 388번길 3, (먼접후협의가능) 

안앙YMCA(관앙동) 주5일 08:30∼17 :30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상여금 100%별도 

경우배관자재 배관자재매장 하'려 -「 ~ 켜 C그려 -「 므 l 고 -;},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 -479-2442 월급 200만원 
주식회사 관리 직원 모집 운전가능자우대 엘에스로 92, 국제유통 주6일(08:30∼17 3이 

(2명) 단지 22동 119회호계동) 4대보험, 토|직언금 

미래앤테크(쥐 A/S기사및배 하「려「다 ,.! 견 g려「므 IL과-,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 -421 -1197 월급 216만원(먼접 후협의가능) 
송납품운전원 자동차운전면허1종보 흥안대로 112-1 , 804호 주6일 09:00∼18 : 00 
모집(1 명) 통필수,택배배송경 (호계동) 4대보험,토|직연금 

력우대 

(주닦론 냉동 냉장 자동 대휠2∼3년)∼대졸(4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79-6180 월급 216만원 
제어시스텀 신 경력무관, 컴퓨터 활용 엘에스로 79(호겨|동) 주5일 09 :00∼18 :00 
입 및 경력사원 능력 우수자우대, 4대보험, 토|직연금, 식사제공, 
모집(1 명) 이공계열졸업자우대 차량유지비지원 

서울닥터스치과 실장및진료실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448-2080 월급 160만원(먼접후협의 가능) 
선생님모집 안앙로 257, 2층{안앙동) 주5일(월,수,금 09:30∼18 : 30, 화, 
(3명) 목 09 :30∼20:30,토 09 :30∼1 4: 3이 

시간협의가능 
4대보험,퇴직금 

동호}관리시스템 경리직원모집 고졸∼대졸(2∼3년),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1 0-5632-5600 월급 157만원 
(1 명) 경력1 년이상, 시민대로 374, 302호 주5일 09:00∼18 :00 

청년층우대 (관앙동) 4대보힘, 퇴직금, 중식비지급 

(주)건국환자이송센터 응급구조새2급 학력 및 경력무관 경기도군포시고산로 010-4711 -4066 월급 170만원(먼접 후 협의 기능) 
이상) 모집(1 명) 211 번길 32, 204호 주5일 09:00-18:00 

(당정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함께해요우리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혹 2. n 。 슐훨 n 「 * 

옥도윤 왕자님 
2016년 11월 29일 출생 

부모 아빠옥준호, 엄마이선미 (만안구안앙동) 

태명 반짝이 

태몽 히늘에서번개가짝악 내려와큰산를반으로가르는꿈 

도윤이에게하고싶은말 

언제나 밝은 미소로주변에 행복을 가져다주는도윤아, 

네가있어서 엄마, 아빠는 하루하루 매 순간 너무 행복하단다 

도윤이도 행복한사람으로 성ε「하길 바랄게 ! 

백아윤 공주님 
2016년 10월 16일 출생 

부모 아빠백상수, 엄마이소흐| (동안구호계동) 

태명 축복이 

태몽 세계정상들과정상회담을하는꿈 

아윤이에게하고싶은말 

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할게/\/\ 

아윤짱! 너무고맙고사랑해@ 

• 
'E 뼈。 \.. 『。옳뿔그 I 

」f

N ‘ . 

강지우 공주님 
2016년 7월 19일 출생 

부모 아빠강호경,엄마유희정 (만안구안양동) 

태명 도담이 

태몽 하얀실뱀이가랑이로들어오는꿈 

지우에게하고싶은말 

우리 딸지우엄마아빠에게로와줘서 너무고마워 지금처럼 

건S년}고 밝게 잘 자라다오 너무너무 사람해 우리 딸〈? 

최은준 왕자님 
2016년 11월 30일출생 

부모 아빠 최광태, 엄마 이지혜 (동안구 귀인동) 

태명 봄이 

태몽 집체만큼커다란황소가할아버지집안으로들어오는꿈 

은준이에게하고싶은말 

다복한집에 막둥이로 태어나시끄럽기도하고 정신없겠지만 

그만큼 녀를사료「하고 아끼는사람들이 많다는 걸 행복하게 

생ζ때줬으먼 좋겠어∼M 우리가족모두 녀를 너무 사료「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 갓 안양 가족이 된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 을 보내주시면 

게재 후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드립니다. 안양시민의 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30개월 미만의 아기) 

접수방법 urianyang@korea . k「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이 코너에 실린 가족분들 중원하시는분들에게는우리안양을보내드립니다 친척, 이웃에게 우리 아이의 사진이 실린 우리안양을 선물해 보서|요l 

김나연 공주님 
2016년 6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김영현, 엄마이한나 (동안구호계동) 

태명 한방이 

태몽 바다에서빛나는구슬을건져올리는꿈 

나연이에게하고싶은말 

황서연 공주님 
2016년 2월 27일 출생 

부모 아빠황의정,엄마안혜연 (동안구귀인동) 

태명 도담 

태몽 번쩍번쩍 눈부신 황소 

서연이에게하고싶은말 

58 I 59 

항상건a봐고 밝고 마음이 따뜻한나연이가되길 기도할게 

엄마아빠한테 와집서 너무고마워 우리 딸정말사료「해 l 

서언아∼! 아빠엄마 그리고 두 오빠에게 넘치는 애교로 항상 

| 힐링을 주는구나. 다가오는 2월 27일 2번째 생일 축하한다 

서원서 공주님 
2016년 11월 7일 출생 

부모 아빠서용석,엄마조현숙 (동안구호겨|동) 

태명 씩씩이 

태몽 엄마가푸틴대통령과승용차를함께타고가는꿈 

원서에게하고싶은말 

진통 10분 만에 엄마품으로 오f준우리 둘째 원서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여|쁘게 잘자라주럼 l 아빠랑 엄마그리고 

오빠 이렇게 네 식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살자. 

l 

박시윤 왕자님 
2016년 12월 18일 출생 

부모 아빠 박대근, 엄마 정다혜 (만안구 안앙동) 

태명 드리 

태몽 커다란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꿈 

시윤이에게하고싶은말 

엄마 아빠가 항상 널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네가주체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 

지금처럼 잘 먹고튼튼하게 크렴, 사랑해 | 



함께해요우리안양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

, f족어1,-11 보LH논 

샤량으l 머lιI~ I 
이메일 (urianyang@korea .kr)로 

가족에게 쓰는사랑의 메시지를보내주신 분중 

선정된분께는’안앙사랑상품권’을 중중~t V1f 7,1월무 
l..- ’ 

보내드립니다. 
/샤정,1(-i f ι 요정A ι-f1lf 

0 τ I '2 

매일 우리 8명 식구 식사 설거지, 빨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서| 딸이 도와줘도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먼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 엄마 대E봐다!”라는 생각도 

들어∼ 

엄마 취업 준비생인 딸이 좋은 곳에 취업해서 성공하 

길 바라지만 아직 그러지 못해서 엄마한테 미안하기 

도 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얀러운 엄마 딸이 되도 

록노력할게. 엄마 많이 사랑하고고마워, 결혼하게 되 

더라도 항상 엄마가까이에 있을 거야∼ 

0 l갇I{ ?~ 1- I~~(.,괴 
조 L l 

/00탤ηf7,1 사·-송 f7,f-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 난 아직 결혼식장에 

서 떨리던 느낌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써 시간이 이 

렇게 지난 게 믿기지 않아 우리 1년 동안 연애할 때처 

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데이트도 많이 한 거 같아 앞 

으로도 이런 마음 변치 말고 계속 사랑하면서 지내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할 날이 많이 남 

아 있으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게 세상 누구 

보다 사람 받는 여자가 되게 해줄거|∼ 사랑해 진미야∼ 



.풀를 
쑤εl b킹∼ 

7켜초 Z낸ttf- 훈 i, f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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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지금은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겠지? 25년 동안 한 집에서 친한 친구처럼 때 

로는 든든한 형처럼, 그리고 가끔은 원수처럼 지냈던 형이 이렇 

게 결혼해서 떠난다니 믿기지가 않아 멀리는 아니지만 형 방이 

비어있는 걸 보면 결혼했다는 게 실감나는 거 같아 형수님이랑 

행복한일만가득히고구|여운조카도보여주길바랄거|∼ 

결혼진심으로축하해∼ 

rz":fε I t,.. 7、J、7'.(-o !。 , ,,.、·
!< 냐vi. t o 

사챙-ιτ7[죠 V11 핫f 

요즘 직장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처음 직장인이 되고 일 년 동안은 

매달 네다섯 번은 다른 나라로 다니느라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집에 

만 오먼 잠도 못 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젠 

고참이 돼서 즐기며 일하는 너의 모습이 고맙고사랑스럽다. 

얼마 전 그런 말을 했지? 내 직업이 꿈의 직업인 거 같이요” 항상 

그런 마음 변치 말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주는 게 엄마의 바람 

01야∼ 사랑하는 딸 하나야! 엄마 딸로 태어나짐서 고맙고 많이 많 

이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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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른그림찾기 
새학기 첫 등교하는 날 새로 산 가방에 설렘을 가득 담고 등곳길을 걸어볼까요? 

그림 속 다른그림(6개)를 찾아봐|요! 

※ 상기 삽화는 각급 학교들이 모여있는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 앞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의새학기새출발을모티브로한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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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사용이편리한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똥펠뀔 t랑상품권 -7t활철Oi 도|면 l 

뺀I 

'* 수뿔。. \ 싫점우|뚫내서비 더많은고객확보! 
안양사랑상품권소비자 안양사랑상품권은수수료 0% 

안앙사랑상품권으로 맺어진 카드수수료랑 / \ 위치안내서비스어플로 

인연으로평생단골∼ 비교해보세요∼ 회사홍보까지∼ 

안양시민 모두 행복한 안양사랑상품권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구를를레이스토어에서 

‘요방사링상풀켠’검색후다훌로드 

@요방시청 인터넷흩빼이지 

왼쪽상단o~이콘눌르면 현재위치로 변경되며, 

현재위치가파란접으로표시됩니다. 

@뭘하는가맹혐선빽 
검색 결과낀뻐냄얼경우손가락으로터치하여 밀면 

다음가맹점률이 표시 됩니다. 

맹네이버X뿜로언톨하여 곁활71 
오른쪽하단에 ‘길찾기’를클릭하면 현위치와도착위치는 

자동으로입력됩니다. 

@길횟기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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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슐용차 도보,자전거둥교룡수단올선택할수~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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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아버지를 
그려며 
글 김진미 (만안구 병목안로)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 할아버지는 아침 밥상을 

받으시면 늘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손자며느리가 이 

렇게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우리 손자며느리 힘들어 

서 어쩔까나!” 하시면 나는 할아버지께 품앗이라고 

말씀드린다. 누구나 꿀에 가선 누군기를 힘들게 하며 

수발을 받아야 하고 나 역시 늙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받으시면된다고. 

그러면 시할아버지는 금방 웃으시면서 “우리 손자며느리 

는 특이한 사람이여. 누가 이렇게 혀”하신다. 

뭐를 해도 내게 미안해하셔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자 

리를 일부러 피해드리면 반찬 그릇을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이다비우신다. 

아침에 된징국, 점심은 만뭇국, 저녁은 냉면, 하루 종일 

드실 간식까지. 삼시 세끼 다른 국을 끓여드리려고 애 

를 썼던 거 같다. 할아버지가 해 드셨던 것보다는 내 

음식이 당연히 맛있어서 까다롭지 않고 원 없이 이것 

저것 해드려도 힘들지 않을 만큼 잘 드셨다. 내 상황 

을 알고도 기다려 주는 고객도 너무 감사하고…. 나란 

사람은 조금 노력하고 많이 사랑받는 이상한 복이 있 

는듯하다. 

99세까지 혼자 벼농시를 지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신 존경스러운 할아버지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그분 

인생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띠뜻한밥한 끼이고 말을 

들어드리는 거 였다. 나를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뒤에서 한 말을 계속하시면 너무 힘 

들어서 한숨이 나와도 하루 종일 심심했을 할아버지 

를 생각하면 한 템포 마음을 가라앉히고 돌아서서는 

늘 웃는 얼굴을 보여드렸다. 

어떤 날은 가게 일하면서 밥 차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 

내 일거리 줄여주신다고 마늘 한 접을 까시면서 거실 

온통 미늘 껍질로 엉망을 만드시고 그 속에 앉아계셨다. 

그러면 퇴근해서 조용히 빗자루로 마늘 껍질을 치우면 

된다. 가게 일도 힘들고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정말 

죽을 거 같이 힘들었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분을 더 

오래 보고 싶었던 것이 내 진심이었기에 맘 상하시지 

않게 늘 좋은 맘으로 안 힘든 척 웃는 얼굴만 보여드 

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돌아가시는 순간에 101살 되신 할아버지께 “우리 손 

자며느리 인간성이 좋아서 복 받을 거여”하신 말씀 

을 들었다. 정말 그분께 큰 축복을 받은 거 같다. 내게 

모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할아버지를 생각 

하면 후회나 미안함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시간은 지나고 힘든 것도 지나고 할아버지는 돌아가 

셨고 난 평생 시할아버지 모신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내가 니를 칭찬하고 싶고 끝까지 

웃는 얼굴만 보여드려서 내가 나에게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고생했어 우리 가족 모두, 특히 아이들. 새벽 세시부 

터 시작되던 할아버지가 우릴 깨우는 소리에도 잘 참 

아주고·--. ” 

죽을 듯이 힘들어도 모든 건 다 지나간다. 

힘들다고 슬퍼할 것도 잘 돼간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 

늙어서 생각해보면모든것이 아무것도아닐 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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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한나 (만안구 박달로) 

행복한수선화처럼 등이 굽어서는 

일찍이 해가 달아난 늦은 밤에도 

그 길을 비추고 선 가로등을 보았습니다 

꽁꽁 얼어 꼼짝 못히는 발을 하고도 

불빛만은 띠풋하게 내어주는 

그가로등을보았습니다 

꺼져가는 불빛에 초조해하며 

혹시나 어두워질세라 남은 힘을 꿀어모아 

빛을 쏟는 가로등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당신이 걸어옵니다 

온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쓸쓸한 그의 발걸음에 가로등은 

남겨 놓았던 가장 밝은 빛을 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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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향기처럼 퍼져가는 불빛이 

당신 집 앞 문턱까지 배웅해 주고서야 

그제야 참았던 숨을 일렁입나다 

행복한가로등은 

천천히-천천히- 불을 곱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원고 시 ·수필·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건 등 (분량은 A41장 이내) 

접수 이메일(u 「ianyang@korea . kr) 또는 팩스(F 031 -8045-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tr 031-8045-201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口띨폰에서 확인해 보서|요l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안앙사랑상품권’검색 후 다운로되 

2. 안앙시정 인터넷 홈떼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다운로드) 

3. 안앙관내 5대 전통시ε뻐1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S번회 가입 점포) 

※지난 2월호의 시 ‘01월’과 관련, 원고 투고자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으나 독자의 의건에 따라 ‘읽고를 ‘잃고’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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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rianyang@korea . kr)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 분중 

선정된분께는‘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안양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 .ga . k「) 

또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 ‘우리안양’을 

통해 볼수 있으며, 구독을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으| "a' 031-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g떨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업 다운로드 

,, _,,,,. _,,,,. _,,,,. _,,,,. _,,,,. _,,,,. _,,,,. _,,,,. _,,,,. _,,,,. _,,,,. _,,,,. ~ _..,,,,,. ...... 

설날 명절을 앞두고 새해의 첫 인사인 올바른 세배 예절에 관해 나온 기사 정말로 유용했어 

요! 항상 설날만 되면 인터넷으로 세배하는 방법, 오른손이 위인지 왼손이 위인지 검색해보 

곤 했었는데, 남녀별 손과 발의 우|치까지 자세하게 나온 기사 덕분에 올해는 세배 잘할 자신 

이 생기네요 그리고 다음에 잊지않도록 기사내용도 스크랩해서 다이어리에 붙여놓았답니 

다. 새해가 돼서 받아본 우리안앙 책자가 표지느낌이라던가 구성이 달라져서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향상 발전하는 우리안양의 모습처럼 새해에는 저도 조금더 발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 

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안양 화이팅1 

김베르디 (동안구 관악대로) 

구|가하며 아파트 1층 입구에 온 2018년 2월호 우리안앙을 반갑게 들고 저년식사를 하려고 

식탁에서 우리안앙을 펴는 순간 싼 히고 보잘 것 없는 제 시편((이월)이 실려 있는 것이었습 

니다 아무 희망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서민에게 기적을 선사하신 

우리인앙 편집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속징 흙수저 라고 느끼며 사는 젊은이 

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현석 (만안구 안앙로) 

이번 우리안앙 2월호 앞부분에 소개된 ‘시청 앞 휴식공간 야간조명’71사를 읽는 순간 

〈우리안양〉으로 4행시가 떠올라 한 수 지어봅니다.M 

우. 주를 유유히 흐르는 은하수가 조명이 되어 내려온듯 멋스럽고 

리 듬감 있고 역동적인 풍물매 상모 돌리기를 한바탕 구경한 것 같은 기분 속에 

안. 식처가 되어주는 은은한 조명의지에 걸터 앞아 빵∼둘러 주위를 보고 있노라면 

양. 팔 벌려 인양 시민들을 반겨주는 휴식공간이 열려있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집니다M 

백미자 (동안구 관펑로) 

o~파트 입구에 비치된 〈우리안양을 그냥 지나치곤 했는데, 이번엔 궁금한 미음이 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이모저모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비가 좋습니다 2월호에선 교통봉 

사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잘보았습니다 아침출근할 때면 복잡한 도로 중E뻐|서 수신 

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분들을 지주 보곤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네요 힘든 업 

무 중에도 봉사로 하루를 시ξ텀f시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역의 나비계단에 대해 

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건강도 챙기면서 기부를 하게 된다니 앞으 

로 계단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도서관, 보건소 복지소식 등 

잘 모르는 내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안양〉은 안앙시민들의 소소한 일상과 노고까 

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소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엄선희 (만안구 박달로) 

갈수록 지먼의 짜임새가 좋아지는 것 같다. 우리 안앙시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코너도 좋고 시 

정에 대한 일목요연한 공지도 좋다. 스타트업 71사와 지역 인물에 대한 동정도 시민으로서 

안양을 아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우리안앙〉을 기대한다. 

형재상 (만안구 문예로) 

바로잡습니다 우리안앙 2월호 VOL 267에 실린 내용 중 

• 병목안 채석장 절길 35p 왼쪽 단락에 들어간두 번째 방인사제인 ‘초|경환 

성인의 묘소’를 ‘초|앙업 토마스 신부의 부친인 최경환 성인의 묘소’로 정정합니다 

• 시정소식 49p 오른쪽 단락에 들어간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모집 문의 전화 
‘031-2045-2487∼8’을 ‘031-8045-2487∼8’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선을 초래해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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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소개란을 보고 기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우선 8가족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으며 각각의 태명과 태 

몽까지도 나와 있었기에 한 아이 한 아이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댔습니다. 전 지금 17년차 주부이고 저| 아이들은 중고등학 

생이기에 그런지 사진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01들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라며 나 

도 모르게 과거가 새록새록 떠오르며 살짝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네요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더라먼 

지금의 아이들과 꺼내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샘기기도 합니다. 부러운 마음이 더 큰 것 

이겠지요 요즘 시대에 한 아이의 탄생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혀주는 빛이 되지 않나 생ζ배보게 되는데요 생명의 탄생이 너무 

도 소중하고 보배롭기에 이런 기쁜 소식을 한 가족의 기쁨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양을 통해 인양시민 전체에게 알 

리는 것 또한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어머니들을 대표해서, 안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합니다 이번고 건강 

하고 이 세상에서 귀히 쓰임 받는 0비|들로 성εh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너를 보고 올해 7월에 셋째를 출산하는 동생에게 바로 

찍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답니다. 꼭 이 코너에 참여하고 특히 출생후 30개월 미만의 아이만 해당되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라는 

당부의 글과 함께요 안앙으로 이사 온 지는 횟수로 4년 차가 되는데 날로날로 〈우리안앙)OI 정보만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이야기로 특히 감동과 A밤사는 항기가 나는 책자로 거듭나고 있맴| 감사합니다 더욱더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저기에서수고하시는분들감사합니다 호~I팅요 

박종대 (동안구 관악대로) 

남다르게 모질었던 동장군이 설을 맞아서 살짝 숨죽은 듯합니다. 예년보다 길고도 드셨던 추위에 사건사고도 E능댔습니다 하늘의 

뜻이려니,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두터운 롱때딩 속에서 고개만 살짝 내놓고 옆에 있는 이와 손을 잡고 걸으며 고난에는 사랑을 나 

누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ζh하며 겨울의 끝자락을 맞이합니다. 수리산자락을 트래깅하며 극락의 의미를 지닌 우리 고장 ‘안앙’ 

을 다시금 느끼고 아름다운 제 터전에 감사드립니다 

흥효화 (동안구 동안로) 

전 이번 대흐뻐| 들어간 큰아들과 고2되는 작은아들 남편 이렇게 4식구가 사는 평범한 가정에 주부랍니다 

저희 가족은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볼링 등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먼 둘씩 편을 나눠 즐겁게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같이 푸는 가 

족입니다 요즘은 방학기간이기도 하고 큰이들은 시험보고 많은 시간이 있어 자주 시간을 만드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 실내에서 

하는 운동 외에는 넘 힘들어 실내경기장을 찾던 중 호계체육관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넘 사람이 많더라구요 볼링 같은 경우는 

40∼50팀이 대기로 있는 상황이고 배드민턴은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이들과 기다렸다 하고 오기는 

했어도 하는 시간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 뭔가 찜찜하더라구요 청소년 수런관도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부묘멍 

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번 호를 일으며 좋았던 것은 안앙전통시장을 잘 소개해주셨더 

라구요 저는 맏며느리라 항상 명절을 저희 집에서 차리게 되는데 매번 힘들다는 핑계로 미트에서 편히 장을 보고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맛난 호떡도 먹어보고 떡복이도 맛보며 덤도 주시는 훈훈한 시ε에서 남편과 장을 보t야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M 

오연경 (만안구 천서로) 

• 
62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앙〉을 사랑해 주시는 안앙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 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 우리안양 | 안양 만들기 

FC안양의마人큐E 

‘바티’ 묘탤를기 

πtructi줬 
날드=화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 - 접선 접기 * 별표 물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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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오른팔과 왼팔을 각 각 맞붙여 

만들고, 왼쪽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머리i꼬리 

앙쪽귀를맞붙인다음 

머리에 붙여주세요. 

꼬리를 맞붙여 만들어 주세요. 

Q합치기 

만들어진몸통에 

머리와팔, 다리를 

붙여주신후 

바티의상징인귀여운 

꼬리를붙여주세요 

안양종합운동장근처 학의천에 살고 있는 FC안양의 마스코트 

너구리 ‘바티’는 응원도 열심히 하고, 축구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바티’와 함께 FC안양도 응원하고, 

국가대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볼까요? 

혈쫓 

똥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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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 어제와오늘 

t·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 하류 지역으로 우측은 박달 

1동, 좌측은 석수3동 충훈부가 위치해 있는 사진이다. 박달 

동에는 예전에 농사짓기가 적합치 않은 박토라 하여 먹해들 

이라는 곳이 있었으며 석수3용il는 충훈부(忠勳휴)가 있다. 충 

훈부는 조선시대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관아가 있었으므로 관아의 명칭을 취해 충훈부라 불리워졌다. 

박달동에는 안양천을 따라 경수산업도로와 연결되는 박달우 

회도로가 개설되어 안양 도심지의 교통량 해소에 많은 도웅 

을 주고 있다. 또한 안양천은 1950∼70년대 안양이 공업지 

역이 되면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오염되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안양천 되살리기 사업을 실시하여 야생 

조류가 서식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바꿔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만들었다. 

글·사진 이정범(박들걷동 우성@ 거주) 



• 

• 

-- ---
017-18 ASIA LEAGIJEJ/CE-)HOCKEY 

플레DI 준결승 50% 흘번l권 

vs 
3월 10일 (토) 17시 
3월 11일 (일) 17.시 
3월 13일 (훼 19.시 

~t 
0 소 안양 빙상장 (안양한라 홈 구장) 

주 소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문의전화 031-381-6192∼3 

-본 할인권은 자유석, 지정석에 한합니다. (특별석 제외) 

- 타 할인과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훨렐꽤 
” -------------------------------------------------------------------------------------------------------------------------------------------------------------------------------------------------------------------

※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에서 그간의 성원에 보답코자 팬 여러분께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본 할인권을 가져오시먼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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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ι·판양Al 

점뭘다i보름 달맞이 를활저l 및 

2018 평참똥계 
1111 렬 렵 픽 다i효l t삐확 뺑At 

2018. 3. 2 (금) 13:00~21 :00 

Passion. Connected. 
하나된얼정 

• 충훈2교 부근 롤러스케이트장(석수3동) ( ※ 기념식' : 19:00) 

13:00- 14:00 ·성화물꽃 채집 

‘ 15:00-16:00 
만안답교놀이 

(길놀이, 마당놀이, 다리밟기, 줄놀이) 
만안교 

체험마당 

·세시풍속 체험부스 운영 

-보름음식(부럼깨기, 귀빌시)I술, 복쌍싸기, 

복치마시기), 잣불켜기, 복초밝히기, 제기차기, 
16 : 00∼1 8 :00 

투호놀이, 딱지치기, 윷점치기, 소원지쓰기, 

J 지게체험 도리깨와 케콩E꿰 장뿜입기 
훨쏘기,연묘될기둥 

f l . 길놀이(취타대) 
| 전통무용 

안앙소리보존회공연 
17 : 30∼19:00 · 난타 

• 초청공연(현대음악) 

충훈2교부근 

롤러스케이트장 

”-” 

신명마당 

·시립합효딴 

만안답교놀이 

19:00∼ 1 9:30 내빈소개,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19:30- 20:00 혹하 공연(£빼인 단체) 

{ 식후행사 l 20:00∼21:00 달집태우기(접화, 덕담, 소원지 소지) 

대동놀이및폐막 

※ 앵샤 사진 및 ucc 동영상 공모 참여하기 
• 3/5(월) ∼ 3/9(금) 안앙문화원때 제훌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핍플릿 참조) 

을림픽마스코트4효링 

한r 

때링림픽 마스묘트 빈다비 

주관 주최 關 했함뿐했 후원 앵 암양Al 훨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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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일 년을 기다렸던 4월의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라면서 화려함을 쁨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에 비해 만남이 짧아 더 아쉬운 벚꽃, 

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음껏 눈에 담아보세요.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석수3동 충훈2교에서 열리는 

‘2018 안양충훈 벚꽃축제’로 안양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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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충훈벚꽃축제 

사진 스튜디오매드 

일러스트 UNIQUIST 

回뿔뭘回 OR코드를 
_,,.,:반.‘i믿1 스마트폰에찍어보세요| 
꾀맘톰당낼R딛셰l 〈우리안~">을 

럼를1훌톨맡F『j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꾀빼힘~ ~ www.anyang.go.kr 

<] www.anyang .go.kr 

11 www.facebook.com/anyanglove 

El twitter.com/anyanglove 

m blog.anyang.go.kr 

살고설은우리안양 

04 우리동네안양 

08 더좋은안양 

10 생생한안양 

12 즐거운안양 

16 안양에서하루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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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꽃이피었습니다 
뜸)효성 안양공장 ‘진달래동산’ 

난 억찌하랴..IL 진달려는 져렇비 

고운 언붐홍오로 확, 파억냐는1 「 

- 조병 화으l ‘진달려’ 

누군가 이곳에 분홍 물감을 풀어 놓은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온 산이 고운 연분홍 빛깔로 물들었다. 올해도 진달래동산은 

상춘객의 감탄을 자아낼 봄 선물로 우리를 오라 손짓한다. 



花려한 연분흥 진달래 물결 

봄소식을 가장 먼저 전히는 전령은 단연 진달래와 개나리다. 

특히 진달래는 참꽃, 만산홍滿山紅), 두견회{*돼웹E)라 불리 

며 여러 시와 노래에 등장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꽃이다. 

우리 안양에도 선홍빛 자태를 한껏 뽑내며 진달래의 화려함 

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핑크빛 명소가 있다. 바로 호계2동 

엠효성 안양공장의 담장 안 깊숙이 자리한 ‘진달래동산’이다. 

평소에는 이곳을 출입할 수 없지만 해마다 4월 초가 되면 안 

양 시민들을 위해 굳게 잠갔던 빗장을 풀고 이틀간 ‘진달래축 

제’를 열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일순간 바람이라도 불면 

능선을 따라 분홍빛 물결이 화려하게 일렁인다. l만m2 넓이 

의 진달래 군락(群落) 사이를 거닐고 있노라면 진달래 꽃말이 

‘사랑의 기쁨’인 이유를 알 것도 같다. 

ν--
~ 같은듯다른꽃! 

철쭉과진달래으| 차이는무엇일까? 

진달래와 철쭉은 모두 진달래과 식물로 봄철 

산을물들이는 대표적인 야생화다 

진달래는 4월 초면 꽃을 피우며 잎보다 분홍 

꽃이 먼저 나온다. 반면 철쭉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볼 수 있으며, 잎과 꽃이 동시에 

핀다 진달래는꽃 속 윗부분에 반점이 없지만, 

철쭉은꽃속에 자주색 반점이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장 큰 차이는 식용 

여부다‘ ‘참꽃’이라불리는진달래는구황식물 

로 화전 등요리 재료로쓰01기도 하고술을 담 

그기도 한다. 하지만 철쭉은 독성이 있어 식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꽃’이라불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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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효성 안양공장 (동안구 시민대로 74) 

031 -428-1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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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째 이어오는 지역주민의 축제 효to~당 

뜸)효성 안양공장이 시민들에게 진달래동산을 개방한 지 올해로 39년째에 

접어들었다. 1970년대 후반 동Ool:L.f일론 당시, 안양공장에 근무하던 여성근 

로자들이 진달래가 만개히는 3월 말에서 4월 초 친구와 가족들을 진달래동 

산으로 초대해 기숙사 개방 행시를 가진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전통은 

이어져 왔고 점점 입소문 나면서 지금은 인근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사진 

작기들까지 찾을 만큼 추억과 전통이 깃든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많 

은 이들로부터 듬쁜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히듯 2008년에는 시민들 

이 선정한 ‘안양의 자랑거리 49선’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쥐효성은 올해 축제에서도 가족과 친구 연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 

도록 차와 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간 받아온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예정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다. 

*올해 진달래축제 및 개방은 개화시기에 맞춰 진행 예정으로 정확한 일자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힘(3.22 현재) 

한편, 과거 진달래동산은 약 2만m2에 달히는 군락 면적에 어른 키만큼 큰 

진달래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뤘다. 현재는 가지치기를 하여 길을 만들고 개 

나리, 벚꽃, 백목련, 지목련 등 다‘t한 봄꽃과 조경수를 심어 진달래 군락의 

면적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봄의 명당임은 틀 

림없다. 모든 것이 빠름을 강조히는 시대지만,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 

고 봄의 손짓 속에서 심신을 달래 보길 권한다. 



살고싶은우리안양 | 더좋은안양 

오능。 
E를L::' 

소풍가기좋운날! 
안양시 공원에 봄이 왔나 ‘봄’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볼까요? 

4월에 봄맞이 소풍 계획이 있다면 

안양시 공원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멀리 갈 필요 없이 캠핑장, 중앙공원, 예술공원 등 

가까운 곳에서도 봄을 만끽할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싸서 

봄맞이 소풍을 떠나보.AH 

~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화공간 

@안양예술공원 

주소 | 만안구 예술공원로 131 

문의 I 031-687-0548, 031-8045-5552 

생태예술공원 내 다수의 예술 작품과 전시관, 하천 

내 물고기 분수, 인근에 관악 수목원 등이 있어 힐링 

하기에제격인공간이다 

흰씩 잊렐 흘뭘 
전시관 예솔작품 야외무대 폭포 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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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내음 가득한자연공간 

@ 병목안시민공원, 병목안캠핑장 

주소 | 만안구 병목안로 215 

문의 I 031-8045-3128 

웅장한 인공폭포를 중심으로 운동시설, 넓은 광장, 

사계절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 자연학습장이 

있어 많은 안양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칫끽 쉴펠 훤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캠핑장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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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두에게사랑받는 

@중앙공원 

주소 | 동안구 관평로 149 

문의 I 031-8045-281 o 
시청 앞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수경시설과 예술작품 

이 있고, 야외무대에서 각종 공연과 행사가 열려 남녀 

노소모두가자주찾는곳이다 

.웹 젤 칫낀 .렐 흩률 
놀이터 야외무대 배드민턴장 운동장 

---------------------、

자연문화쉽터 

@자유공원 

주소 | 동안구 평촌대로 86 

문의 I 031-8045-281 o 
잔디마당과 숲 속 산책로 등에서 여유를 즐기고, 평촌 

아트홀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휴식처 

OJ다 

자연속체육공간 

밍호계공원 

칫끽 첼룹 %렐 
놀이터 배드민턴장 고인돌 축구장 공연장 

주소 | 동안구시민대로 74(호계체육관) 

문의 I 031-8045-281 o 
넓은 녹지공간과 함께 체육시설을 구비한 다목적 공간으로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추고 

있다 

활펀 칫낀 펠펠 @짧 
체육관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매봉광장 



꽤럴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성화 채화 행사가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그 중 안양시는 경기도를 

대표해 지난 3월 2일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바 있다. 

새해 첫 정월대보름까지 더해진 안양의 보름달은 평등과 

화합의 소원이 담겨 더욱 밝게 빛났다. 

질빼인과 비짙배H인이 하나 되는 불꽃의 시작 

올해로 15회를 맞이히는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는 금년 들어 더욱 특별했다. 지난 3월 18일 막을 내렸 

던 평창 패럴림픽의 성화가 경기도를 대표해 안양시에 

서 채회됐기 때문이다. 이날 충훈2교에는 패럴림픽 채 

화 행사라는 뭇깊은 장면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로 붐댔다. 충훈 두드림 예술단의 신명 나는 공연이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한 채화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양문 

화원장과 안양시 장애인재활센터 소장으로부터 채화가 

진행됐다. 

안양시에서 채화된 성회는 지난 3일 안양시청을 출발 

해 만안교까지 8.7km를달리며 희망과 열정의 불꽃을 

시민들과함께나눴다. 

이런 성화의 불꽃은 경기도 대표 안%딸 포함한 총 5개 

권역(충남, 전북, 경북, 제주), 패럴림픽 발상지인 영국 

스토크 맨더빌, 1988년 서울 패럴림픽 당시의 성화, 국 

제 패럴림픽위원회(IPC) 디지털 성화까지 총 8개의 성 

화가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합화(合火) 되 

었다. 성화가 지나가는 도시에서는 이번 대회의 성공 

적인 개최를 염원히는 지역 축하행사가 진행됐고, 장 
Lii 
Cl 

어 

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동}나 되어 행λ1를 즐겼다 많 괜 
~J i(J 



(사)안양시E빼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강명선(조” 

(새한국E배인부모회 안양시지부 회장 박현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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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에소원을빌다 

지난 3월 2일 어두운 빔히늘을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비췄다. 만안교 및 충훈2교 부 

근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2018 안양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및 패럴림픽대 

회 채화행λ까 진행됐고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해 다‘t한 행사를 즐기며 새 

해첫보름을맞이했다. 

봉사자로 참여해 한국무용을 선보였던 석수2동 주민센터 한국무용팀의 김금례 

씨는 “예부터 즐겼던 세시풍속이 사라지고 있어 아쉽지만 안양시는 매년 보름 

맞이 행시를 이어오고 있으니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었어요” 

라고소감을전했다. 행사장에는다OJ=한볼거리와놀거리가많았다. 체험마당 

에서는 부럼 깨기, 귀밝이술 등의 보름 음식 체험을 비롯하여 제기차기, 투호놀 

이, 육점치기, 소원지 쓰기 등다채로운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명마당 

에서는 길놀이, 전통무용, 안양 소리보존회 공연, 난타, 청소년 댄스 등이 열려 시 

민들의 즐거움이 이어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달집태우기 퍼포먼스였다. 달집 

에 불이 붙자 주변에서 “와∼”히는 환호성이 나왔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답답 

했던 속이 다 시원하네요”라고 한 시민은 말했다. 체험마당에서 작성한 소원지를 

대형 달집에 매달아 태우면서 한 해의 액운을 털고 소원성취를 기원했다. 그리고 

달집 주위를 도는 달집태우기 퍼포먼스와 대동놀이가 펼쳐지면서 대보름 행사 

의대미를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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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법 l추|업을꿈꾸는 

안양청년들, 
모두 ‘큐브’로 모여라! 

안양시 관내에는 총 3개의 ‘큐브’가 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정년공간 에이큐브는 청년 효업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부시설을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농탄}는 

정년공간 에이큐브는 성공적인 효법을 위한 맨토링, 아카데미, 

자금 지원, 너|트워킹 등 다·~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청년들의 문의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그 01후어|도 범계큐브와 청년오피스가 추가로 개소되어 효법 · 추|업을 

꿈꾸는 안양 청년들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고자 효H각. 

텃tJA츄느ube 
주소 동안구시민대로 327번길 11 -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3층) 

운영시간 평일 및 주말 1 0 :00∼1 8 : 00 

(일부시설 24시간 개방) 

문의 031-8045-6754, 6755 

청년공간에이큐브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내에 처음 문을 연 청년공간 에이큐브는 누구나 자유롭 

게 이용하는 카페 형태의 공동 협업공간이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는 정보를 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자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 

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기도 하다. 

이에 예비 창업자는 물론 인근 직장인에게 자기 개발과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으로 환영받고 있다. 에이큐브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개방형 협업 

공간과 1인 작업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다OJ=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창업 멘토링 연결, 각종 세미나 및 프로그램 제공, 투자 펀드 연계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01 02 03 04 05 
스타트업을위한 2차청년창업아카데미 에이큐브취업세미나 스타트업 대학측법플러스 

‘쇼핑몰 실무 노하우 20년’ 모집 4. 16(월)까지 모집 4. 1 1 (수) 성장사다리 4월중예정 

모집 4. 2(월)까지 운영 4. 23(월)-4. 27(금), 지원사업 

운영 4. 9(월)-6. 29 (금), 5일간 30시간 4월중예정 
총 40시간 주제 전략적인 브랜딩과 마케팅 E람 



안양시정년공간 

주소 동안구 시민대로 180 

(롯데백화점지하1층 

범계광장내) 

운영시간 월∼토요일 10 :30∼21 : 00 

(일,공휴일휴관) 

문의 031 -387-0228 

01 
범계큐브소식지발간 
기간 . 2018년 1 ∼12월까지 
내용 3, 6, 9, 12월 발간 

12 I 13 

• 범계큐브 • 

범계큐브 

범계큐브는 2017년 6월에 개소되어, 청년단체에서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으 

며, 올해부터는 블로그 운영 및 소식지 발간으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한다. 또한, 상 · 하반기 각 3회씩 범계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 

하여 문회예술 분야의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예술가를 발굴해 청년 사 

업의 다양성을제고할계획에 있다. 이에 더해 인문·예술· 여행 ·관광등청 

년들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월간 토크콘서트’ 등의 공개 강연을 진행할 예 

정이므로 범계큐브는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입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혁신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02 
청년예술가공연지원 
기간 2018년 상반기(3회), 

하반기(3회) 

내용 · 4∼6월, 9∼11 월 

! 03 
월간토크콘서트 
기간 : 2018년 상반기(3회), 하반기(3회) 

내용 · 4∼6월, 9∼11 월 
범계큐브 내 토크콘서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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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오피스에이큐브 

지난 2월 개소한 청년오피스는 기존의 청년 공간 에이큐브외는 다 

르게 청년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공간이자 청년 커뮤니티 공 

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입주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오피스와 자유석,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라운지는 예비 창 

업자와 창업자에게 오피스 공간과 휴게 공간을 제공하며 든든한 창 

업파트너가되어준다. 

청년오피스를 통해 유망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집중 성장시킨 

디음 우수기업은 차후 기업 입주시설로 입주를 연계해 관내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청년오피스는 이용 전 회원가입이 필수며, 회원 

가입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입주기 

업 모집은 4월 중 진행 예정에 있다. 

살고싶은우리안양 | 즐거운안양 

만안구안양로 311 

(롯데시네마안양일번가 16층) 

운영시간 월∼일요일 1 0 : 30∼21 :00 

(라운지 이용, 공휴일 휴관) 

070-4550-4213 

청년오피스 

입주기업모집 

4월중운영예정 

@A-cube 

챙년 오 IIl 스 
주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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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맑발,행복만개 
“안양천。 될 오서l요” 
충훈벚꽃축제 

올해도 벚꽃이.완언단볼울 ~~룰다. 

가뜩이나 짧은 이 계절의 시간만큼 

’ 연분홍 꽃잎의 화려한 흩날림도 그리- 길지 않을 터. 
Of름다움이 사라지기 전,안양천변의 축제와 함께 오롯이 즐겨보자. 



“함께 피며 함께 지며 연분홍 터널 속을 너와 함께 걸 

어왔네” 

송연우 시인의 ‘벚꽃길을 걷다’라는 시를 읽고 있으면 

봄 기운을 느끼며 같이 걷던 이득한 기억 속의 누군가 

가 생각나곤 한다. 떨어지는 벚꽃 이파리를 잡으면 첫 

사랑이 이뤄진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벚꽃’은 유독 

아련하고 애듯한 사랑을 떠오르게 한다. 

매년 4월,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을 좀 더 가까어서 

즐기기 위한 이들로 벚꽃 축제 장소는 연일 북새통을 

이룬다. 많은 이들이 이토록 벚꽃을 사랑히는 。1유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찰나의 봄을 장식하 

기 때문이 아닐까. 

피어있는 모습뿐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눈부신 벚꽃은 그야말로 전 생애 동안 빛나는 꽂이 아 

닐 수 없다. 또, 벚꽃은 긴 겨울끝에 봄과함께 나타 

나 지친 일상을 살아기는 현대인들에게 잠깐의 평온 

함이라는 선물을 선사하고 떠나 더욱 잊혀지지 않는 

아련함으로남곤한다. 

스치는 벚꽃 향기 맡으며 걷는 4월 당신은 누구와 걷 

고있나요? 

• • . * ￥ 1원 17 
• 

• 

~ 

~ 

• * 

일석삼조봄나들이 

‘졸졸졸∼’ 안양천을 따라 만개한 벚꽃과 함께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안양충훈 

벚꽃축제’가 4월 7일(토)부터 15일(일)까지 석수동 

충훈2교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 금천구와 광명까지 이어지는 안양천변은 산책로 
와자전거 도로등이 잘닦여 있고 강을따라줄지어 

선 벚꽃이 아름다움을 선사하니 찬찬히 봄을 즐기기 

에 제격이다. 특히 축제의 둘째 날인 8일에는 ‘안양 

꽃길 걷기대회’가 진행된다. 벚꽃 잎 사이로 떨어지는 

봄볕을 느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거닐어 보기 

를 추천한다. 다OJ한 경품은 덤이다. 

봄의 정취를 만나고자 먼 길 떠나지 않아도 되고, 가 

벼운 산책으로 건강도 챙기고 함께 한 이들과 추억도 

쌓으니 일석삼조의 봄나들이다. 

• 
--

내· 



살고싶은우리안양 | 안양에서 하루놀기 

04. 07. {§) 19:00 JI매륙이공연 ,.월 

2018 안양충훈 벚꽃축제 

[~양한프로고램 

걷기대회 외에도 축제 기간 중 다%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4월 7일에는 ‘안양천 벚꽃 그리기대회’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은 

물론 가수 조항조의 축히공연도 이어진다. 밤에는 불꽃쇼가 화려하게 펼쳐 

질계획이다. 

그 밖에 어린이 벼룩시장,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라피 등 기족 나들이객을 

위한 체험부스가 진행되고, 행사 구간 곳곳에서는 버스킹 및 거리공연이 

오가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of{버l는 벚꽃길 일부 구앤1 조 

명을 설치해 낮과는 또 다른 감동과 분위기의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 개회식 
1 4 :00∼ • 사생대회 

• 시민공연및축하공언 

4월 7일(토) 
10:00∼1 7 : 00 

• 어린이벼룩시장 
• 체험부스 

15:00∼20 : 00 • 거리공연 

21 :00 • 를 t,;긍듯 T「;i1: 

1 0 : 00샤 1 :30 • 걷기대회 

1 0 : 00∼ 1 7 : 00 
• 어린이벼룩시장 
• 체험부스 

4월 8일(일) 

1 4 : 00∼19 : 00 • 거리공연 

4월 14∼ 15일(토∼일) 1 4 : 00샤9 00 • 거리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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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정명(淸明)에 나무 심기가 적호하다고 하여 

정명 무럽인 4월 5일이 식목일로 지정됐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구온난화 폭염 등 기후변호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튼튼한 나무뿌리가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황,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정호f해서 쾌적한 도시숲을 조성해줍니다 

만약, 나무 심기가 어렵다면 아이와 함께 집안 화분에라도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작은 나무가 지구를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아이 마음 속에 자라난 식목일에 대한 인식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봄기운 물씬 풍기는 요즘, 

나무 한 그루 심으러 가볼까요? 



행복한우리안양 I 열린꿈터 

Hello!? 영어로 만L~는 
안양의모든것! 
안양여고 영자매거진 동아리 ‘V뼈A’ 

무작정 공부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적성을 발휘해 

새로운 분O때| 도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여기 틀에 박힌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영어로 안양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생각을 

매거진에 담아내는 여학생들이 있다. 안양여고 영자매거진 동아리 ‘V아JA’.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도 그녀들의 활동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양의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일 것이다. 
안양여고 영자매거진 동아리 

‘VANA’ 회원을 소개합니다. 

3학년 - 이지현, 박소영, 손혜령 

권이주, 유화영, 김유진 

2학년 - 정서영, 김수빈, 박지은, 김수연 

안g때| 대한 관심이 동아리 활동으로 

‘'VANA 라는 동아리 명칭에 무슨 뭇이 담겨있나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바나니를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라고 농담하셨지만, 사실은 Voluntary 

Agency Network of Anyang girl’s high school의 약자에요” 

안양여고 컴퓨터실에서 만난 V따.JA의 회원들에게 동아리 명칭에 대한 질문을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 

이 터져 나온다. 평소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 

각에 영자매거진 제작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VANA 동아리 명칭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웃게 

된다는 것. 학교의 정규 동아리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결성한 지율동아리 V따.JA는 안양여고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13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자매거진 동아리이다. 

“저희 동아리는 우리고장 안양을 영어로 소개하면 어떨까히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외국인들이 봐 

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양에 소재한 산과 하천, 공 

원, 문화시설, 역사 등을 설명해 주는 거죠.”라고 말문 

을 연 부장 권이주(3학년) 양은 “안양에는 인근 타 도 

시에 비해 자연과 문화, 역사, 축제, 사람들의 이야기 

등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매거진을 발행 

하는 과정에서 지긍심과 함께 책임감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자체가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안양여고 학생들이 만든 〈영자매거진 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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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통해 꿈을 키워요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책자이지만 60면의 분량을 생 

각하면 회원누구한사람도소홀히 할수 없다는것 

이 학생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기획 회의를 통해 기사 

주제를선정하고지면분배를한후각자취재 및한 

글로 기사를 작성하고 나면 영어로 번역해 마감을 하 

게 된다. 보다 참신하고 감각적이며 수준 높은 컨벤츠 

제작을 위해 여러 번의 수정과 편집 작업이 이루어지 

고 담당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물론 기사 작성에 어려움은 많아요. 한글로 작성한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히는 과정이 쉽지 않고요. 하지 

만 누구 한 사람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하지 않고 매주 

회의 시간에 만나면 늘 즐거운 표정이에요. 동아리 활 

동은 영어 공부에 도움도 많이 되고 진로를 설정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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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치기도 해요.”라며 박소영(3학년) 양은 동아 

리 활동을 통해 대학에서도 영문학을 전공하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VANA는 3월 한 달 

동안 동아리 활동에 열정을 가진 새구성원을 맞이한 

덕분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친다. 

동아리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송혜령(3학 

년) 양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나의 진로를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에 힘든 시기를 맞게 돼요. 흥미나 적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도전해볼 수 있는 동아리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활동을 할까 

동아리 선택에 고민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어요.”라며 동아리 선택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 

에게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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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가르며 
신나거l 
건강은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및 실업팀에서 활동 중인 전임 코치와 

안양시청 롤러선수단 선수들이 인양시민을 위해 똘똘 뭉쳤다. 

바쁜 일상과 훈련 속에서도 오직 롤러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중앙공원에서 무료인라인교실을 열고,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열정은 아이들에게 꿈을 찾는 즐거움을, 

시민들에게는 건강을 챙기는 즐거움을 안져준다. 

MIMI~ 
00~ 

MM 
톡톡 

재능나눔 무료인라인교실 



• 

인라인, 누구나 즐겁게 탈 수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는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인라인스케이트가 없는 집이 없었을 정 

도. 안양시도 비산동에 세계적인 롤러경기장을 구축해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대회를 개최하고 국가 

대표 선수를 잇따라 배출히는 등 ‘롤러 명문도시’로 인 

정받았다. 그러나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의 정식종목 

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제약과 안전 문제 

등으로 동호인은 차츰 감소하고 있다. 롤러 경기가 사 

랑받는 남미나 유럽 등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안양부흥스포츠클럽’과 ‘인양시롤러스포츠연맹’은 

롤러스포츠의 재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저변 확대에 나 

섰다. 올 4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초등학교 3학년부 

터 성인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무료인라인교실’을 개최 

하여 시민들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워볼 수 있는 기 

회를 선사하는 것이다. 이는 롤러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높이는동시에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여 보다 

활력 있고 건강한 안양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안양시롤러스포츠연맹 임찬수 회장은 “인라인스케이트 

는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스피드를 즐길 수 있어 지방 

연소 효율이 높은 전신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을 단련 

시켜 근력을 키워주고 균형감각과 유연성도 기를 수 있 

죠. 성장판을 자극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고, 유연성 

과 체력을 커울 수 있어 어른들에게도 권장하고 싶습니 

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함께하면 좋은 스포츠에요”라 

며 인라인의 매력을 뽕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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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은 나누고, 관심은 커지고 

안양시민과 함께히는 무료인라인교실은 관내 초(평촌 

초, 부림초) · 중(귀인중, 비산중) · 고등학교(동안고) 및 

실업팀에서 활동 중인 전임 코치와 안양시청 롤러선수 

단의 재능기부로 꾸려진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 

들은 바쁜 일상과 훈련 속에서도 롤러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재능나눔 무료인라인교실에 동참해 

왔다. 그러한 땀의 결실은 지난해 ‘경기도 우수 재능기 

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거뒀다. 

전문 강사와 선수단의 수준 높은 강습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니 학부모와 청소년 사이에서 반응은 뜨겁 

다. 2017년만해도관내 22개 초등학생, 400여 명이 참 

여했을 정도. 올해도 특정일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받 

을 예정이지만, 연초부터 수업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코치와 선수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 

화되고 인리-인 인구가 늘어나 엘리트체육으로 육성됐 

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안양시롤러스포츠연맹 오현석 전무이사는 “재능기부 

를 통해 저희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어 기 

뽑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도 

느끼고요. 그간 롤러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니 뿌듯할 수 밖에요”라며 “올해 유소 

년 · 성인부 인라인하키팀을 창설해 인근 시 · 군과 인 

라인하키 리그전을 치를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의 재능나 

눔에는 유 · 청소년의 꿈을 키우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 

기면서, 안양시가 인라인 롤러의 메카로 다시 한 번 도 

익t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무료인라인교실 짧뽑 
강습대상 초3∼성인 

강습 장소 중앙공원 미관광장 인라인경기장 (동안구 평촌동) 

강습비 무료 

참여 신청 및 문의 안앙시롤러스포츠연맹 031 -383 3164 

전무이사 오현석 010 651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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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갇밀하나로 
모두가하나도l다 
안양시 ε빼인탁구협회 

안양시 ~t{〕H인탁구협회는 2013년부터 ‘안양시 ε빼인탁구클럽’으로 활동을 해오다 

2016년 3월 비영리 사단법인 E쩌|로 정식 출범하였다. 

약 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대회에 대표선수로 발탁되어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는 

국가대표를 배출했던 안양시 E빼인탁구협회는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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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빼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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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빼인과 함께하는 무료 탁구교실 

안양시 장애인탁구협회(회장 윤남태)는 장애인들에게 긍정 

적인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장애인스포츠 

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7 

월부터 시작된 무료탁구교실은 3개월에 한 기수씩 진행되 

고 있으며, 현재는 3기가 진행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10시에 호계체육관에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 

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약 20여 명의 장애인이 함께하고 

있다. 무료탁구교실의 수강생들은 선수 출신의 코치로부 

터 레슨을 받을 수 있고 협회 소속의 선수들이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탁구를 쳐줌으로써 실력향상에 도움 

을 주고 있다. 작년 1기와 2기 때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인 양영자 감독이 두 번이나 방문하여 원포인트 레슨을 해 

주었고, 역시 국가대표 출신이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김완 감독이 방문하여 지도해 주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부터는 본 협회 소속의 선수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안양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그곳의 장애인 

들에게도 무료레슨을 통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한편, 비장애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 3월 3일 안양시 탁구동호 

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각종 국내외 대 

회 출전은 물론, 제1회 안양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6월 2일, 호계체 

육관)와 제1회 안양시 장애인탁구협회장배(10월 20일, 호계체육관) 전국 

장애인탁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는 차세대 우수 선수 발굴과 양 

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탁구전용구장’ 확보라는 소망을 갖고 있으 

며, 이에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안양시 장애인실업팀’의 설립을 꿈꾸고 

있다고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더 원활하게 만드는 윤활유 

가 되어 안양시 장애인스포츠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무료탁구교실 권성달 사무국장 010-5023-3557 

〈한마음 한뭇〉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및 

단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메일 

(u「ianyang201 B@nave「com)로 연락 

처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생각 

행복한우리안양 | 기쁜우리젊은날 

청년들의미래를 
함께샘걷뺨니다! 

、-/ 

정년생각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청년과 기성세대가 하나 되어 청년들의 발전과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단체이다. 청년이 멘티가 되고 

기성세대가 맨토가 되어 서로의 장점으로 

함께 시너지를 내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간다. 

다S딴 지원활동으로 정년들의 꿈을 현실로 묘딴는 

‘청년생각’을 함께 만나보자. 

수채화동아리 ‘꽃밭에 수채화 

천연호F잠품 동아리 ‘향기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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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공간안다미로 

청년생각에서는 청년과 기성세대가 교류하고 자기계 

발 및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공간 안다미로는 인덕원역 7번 출구 근처에 있으며 편 

안하고 쾌적한 분위기 덕분에 차나 음료를 마시며 자 

유롭게 소모임을하기에 좋다. 문화공간카페의 훌은 

누구나 사용 기능하다. 문화공간 스터디룸의 경우에 

는 청년생각에 가입한 정회원 중에서 청년생각이 승인 

한 소모임 및 스터디 담당지들만 예익빨 수 있다. 스터 

디룸 7개(1∼2인실 1개, 2∼4인실 3개, 4∼6인실 1개, 

5∼10인실 2개)를 운영 중이며 흘 및 스터디룸 사용 시 

별도 시용료 없이 1인 1음료 이상 메뉴를 이용하면 된 

다. 문화공간 대여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다 

만, 운영의 순수성과 모토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치, 

종교, 금융 등의 활동은 제한하고 있다.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을 E를어가는 청년들 

청년생각에서는 지난 2월 3일 문회공간 안다미로에서 

‘장아람 후원행사 행복나눔 일일잣집’을 주최했다. 장 

애이동을 둡는 사람들의 모임 후원행사에는 200여 명 

이 참석해 받은 후원금(백만 원)을 안양시수리종합복 

지관에 지정기부 하기도 했다. 청년생각 이재현 대표 

는 “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청년생각이 개설한 

문회공간 안다미로에서 함께 주최하는 첫 번째 행사로 

의미가 컸으며, 장애 이동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어울려 함께한 

행사가 되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사진봉사, 목욕 

봉사 등 다%끝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과 기성세대를 연결하며 미래를 

함께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체 

로 성장하고 발전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 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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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미래 

한편, 지난 2016년 첫 발을 내디딘 청년생각은 청년들 

의 창업과 진로지원, 자기계발, 사회공헌을 기본으로, 

기성세대와 청년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 인적 네 

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대여와 문화 동 

아리소모임 활성화, 교육, 강좌, 창업, 창직, 취업진로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생각의 특징은 기 

성세대가 멘토가 되고 청년들이 벤티가 되어 기성세 

대의 다%댄f 연륜과 성과 기술 인적 네트워크를 청 

년들에게 전해주고,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등 청 

년들이 가진 장점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자기계발 

과 다잉딴 청년생각의 활동으로 좀 더 발전한 스펙과 

경험을 할 수 있고 기성세대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앞으로의 방향은 청년과 기성세대, 장애인, 다문 

화 기족 등 청년생각의 바른 집단지성으로써 밝은 미 

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보드게임 동아리 ‘보드마카 

문의 정년생각 www.iyou.o「k「 문화공간 안다미로 070-8836-4441 

동안구 관악대로 480 우정타운 304호 (인덕원역 7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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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도시우리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안양의 
유일한 신도ti l (神道牌)
‘현계박서신도비’ 

안양은 여|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조선시대부터 제법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옛 선인들과 관련된 문호}재는 박서의 묘와 신도비가 유일하다. 

자 석수2동에 위치한 ‘현계 박서 신도비’를 호h가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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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안양의 문화채 

만안구 석수2동(화창경로당 인근)에는 안양시의 유일한 신 

도비가 있다. 조선 효종시대에 병조판서를 지낸 현계 박서 

의 신도비가 그것이다. 신도비는 죽은 사람의 생전 행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우는 비를 말한다. 이런 신도비는 조선 

시대 초기에는 왕릉에 세우다가 점차적으로 사대부들이 정 

치권력을 형성하며 기문의 위세를 드러내고자 세우는 경우 

가 많아졌다. 이후 조선시대 18품계 중 3동급에 해당하는 

정 2품 이상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하 

기도했다. 

박서의 묘는 화창경로당 건너편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위치해있다. 봉분 주위로 빽빽하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짙푸른 잔디가 깔려 있다. 묘 앞에는 

망주석과 문인석 한 쌍만이 있어 허전한 느낌을 주기도 하 

는데 박서 신도비는 묘의 아래로 길과 가까운 곳에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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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계박서묘상석 

참고문헌 

인조실록, 효종실록, 박서 신도비, 국조문과방목, 시흥 

군지(시흥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 

구원), 안양시지(안양시),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안양시), 내 고장 경기도의 인물〈경기도사펀찬위원회) 

왕의 사량을 받았던 조선시대 문신 

현계 박서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밀양(密陽), 지는 상지(尙之), 호 

는 현계(玄횟이다. 1634년(인조 2년)에 지사시에 합격한 후 음서로 의금부 도사, 

선공주 주부 등을 역임하고 1630년(인조 8년)에 별시 문괴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 

문원권지부정자에보임되었다. 이후홍문관수찬과교리 사간원의사간을거쳐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기도 했으며, 병조참뺀1 오른 후 사은부사로 청나라를 

다녀와 대사간 ·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재임 중에 자신의 소신을 담은 상 

소를 올렸다가 경주부윤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그 후 1650년(효종 1년)에 도승지 -대사헌으로 제수되었다가 청의 사신을 맞이 

할 공조판서로 승진되었다. 그때 지경연춘추관사로서 「인조실록』의 편초버l 참여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진향부사로 다시 청에 다녀와 대사헌 · 지의금부사 · 의정 

부 우참찬 · 예조판서 · 병조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오랫동안 효종의 두 

터운 신임을 받아 병권을 총괄하는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군사력 정비에 힘썼다. 

1653년 52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효종이 매우 애통해 하며 해 

당 관서로 하여금 장례 물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인문도시 우리안양 | 배움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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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펙의 산업호}와 대중문호}으| 변화 -

안양대학교 시민인문학당에서는 3월부터 6월끼~I 

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 강좌가운영된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문학을 통해 세상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 지난 3월 8일 개최된 ‘제4기 시민인문학당’은 훗댁의 산업화와 대중문화의 변화’란 주 - 제로 열렸다. 이날 강의는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창남 교수의 부드러운 해설과함께 다 - OJ한음악자료와 영상자료가 곁들여져 수강생의 이해를돕고 재미를 더하였다. 

- ‘인문도시 안양에 발맞춰 개설된 안양대학교 시민인문학당의 4기 수강생인 김정현 씨 
놈 Lii 

다비어Ji - 는 ‘'tr-극의 산업화 시대와 군사정권 속 60∼70년대 모습을 통해 대중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어 의미 있으면서도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당시에는문화적으로 억 
~ -- 압되었다는시실이 새삼놀라웠다”고말했다. 또 “시대적인 변화가문화와대중들에 ~ 

- 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강의에 대한 소감 

을전했다. - 저14기 시민인문학당은 다문화 사회와 인문학, 동양 문화와 인문학, 청소년과 인문학, 훨 덩 - 세대 간 인문학으로 구성되어 오는 6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nru 

- 진행된다 . 

• 



환젤 잃질융i뚫|제으| 

4.19 이후 민주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다%댄f 문화 

적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최인훈은 분단 

문학의 뛰어난 성과로 꼽히는 소설 ‘광장’을 발표했 

고, 영회감독 유현목은 호댁 리얼리즘 영화 ‘오발탄’ 

을 내놓았다. 그러나 5.16쿠데타 이후에는 규제와 검 

열 아래 앞선 걸작들을 이을만한 기능성이 꺾여버렸 

다. ‘독재와 개발, 근대화, 반공’ 등의 이념을 확산시 

키기 위해 매스미디어의 도입과 체제의 정비에 착수 

하게된것이다. 

60년대에는 상업라디오, πI 등의 대중적 미디어들 

이 등장해 성장했고 방송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화 

법, 출판법 등의 통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70년대에 

는 라디오와 TV의 보급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졌 

는데, 매체 보급의 확대는 넓어진 광고 시장과 함께 

광고주, 독점자본의 영향력으로 이어져 대중문회에 

상업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30 I 하1 ---
혈풀 청년문화으|억압 
70년대 중반 이후 긴급조치가 심해지면서 사회 분위 -기가 경색되었고 대중문화도 억압적인 통제 아래 놓 -이게 된다. 70년대 초반 젊은이들에게 폭넓게 확산 • 된 청년문화가 정치적 규제와 함께 맥이 끊기게 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유진 정권은 청년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였고 심지어 연예인들의 외국식 -
예명까지도 규제의 대상으로 심았다. 예컨대 ‘패티김’ -
은 본명인 ‘김혜자로 돌아가야 했고 ‘바니걸스’는 ‘토 • 
끼소녀’로, ‘오니온스’는 ‘앙파’로, ‘블루벨스’는 ‘청종’이 -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불려야 했다. 심지어 가수 ‘김 -세레나’의 경우는 그것이 본명이었음에도 외래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세나’라는 이름으로 바 

꾸어야 송}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75년의 대마 -
초 파동과 대중가요 재심사는 그런 상식을 초월한 억 -
압의 대표적 시례로 기억된다. • 
-2018년 3월 8일 강의자료 발훼-

’ -• 
이 밖에 더욱 다양한인문학분야에 대해 궁금하다먼? -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저14기 시민인문학당〉 • 
저14기 시민인문학당은 다문화 사회와 인문학, -동양 문호}와 인문학, 청소년과의 인문학, 세대 간 인문학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따라 총 15강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좌의 2β를 출석하는 수강생에게는 

안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 
참여대상 인문학에 관심있는 안양 지역민/한생 • 강의기간 2018. 3. 8 ∼ 6. 21 

(매주 목요일 오후 2 :00∼5:00) -강의장소 안양대학교수봉관 7층 701호 -※ 자서|한강의 정보는 포스터 참조 

• 문의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ttps ://sub.anyangac. |〈「/hct

031 -467-0929, hct@anyang ac. 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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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패션의 
완성은스카프 

멋 부리기 좋은 봄 날씨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있다 

살짝둘러주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스카프가 바로 그것이다.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스카프를 알아보고 

올 봄 패셔니스타가 되어보.A~. 

나에게 잘 어울리는 스카프 고르기 

매년 봄과 가을이면 여성스러움을 더해주는 0에템 스차프가올해도 어김없이 여성들에게 관심 

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핸드백의 장식이나 헤어 스타일링 아어템으로 연출히는 등 다OJ:하게 활 

용하고 있다. 스카프의 종류는 크기에 띠라 가브로쉬 까레 솔의 형태로 나뉘고 여기에 미름모 

꼴과훨씬작은쁘띠 상F프로나뀐다. 이러한스카프는칙칙할수도 있는비즈니스정징에 곁들 

이면 화사한 효괴를 낼 수 있다. 목에 두른 화려한 색상의 상}프는 그다지 돋보이지 않던 상의 

를 더욱돋보이게 한다. 하지만 스카프와옷을 모두 화려하고 요란한 것으로 택하면 전체적으로 

어수선해 보이기 때문에 블라우스가 컬러풀하면 스카프는 깔끔한 단색으로 재킷과블라우스가 

단색이면 화려한스카프로 그에 어울리는색감의 무늬가 있는 것을 선택히는 것이 현명하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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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굶핍굶빠젠] 

어깨매듭 

℃져 1 

歡 2

爛 3
스카프의 볼륨감을 살리면서 발랄하게 연출할 수 

있다. 데님 팬츠와 셔츠, 심플한 셔츠와 재킷 위에 

코디하면멋스럽다. 

1 스카프를 길게 접어 어깨에 두르고 한쪽 끝에 

매듭을만든다. 

2 다른쪽끝을매듭안에넣는다. 

3 한쪽 끝을 길게 빼서 스카프 라인을 따라 꼬아준다 

넥타이매듭 

\]__ J 

關 2
뽑 3 

폭이 좁고 소재가 앓은 스카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이 드러나는 옷이나 심플한 정장에 잘 어울린다. 

1 스카프를 길게 접는다. 

2 한쪽 끝에 매듭을 묶는다. 

3 2의 매듭 안에 다른 끝을 넣고 매듭의 위치를 조절한다, 

\\\/// 뽑2 줄혔3 
꼬아서묶기 

캐주얼한 스타일에 잘 어울린다. 면이나 주름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주름이 있는 다른 두 개의 

머플러를섞어도좋다. 

1 스카프를 양쪽으로 길게 접는다. 

2 목에 두른 다음 두 바퀴를 돌린다. 

3 매듭의 끝을 사이에 넣고 꼬아준다. 

짧1 짧 짧3 
리본묶기 

투피스나 원피스에 어울리는 리본 묶기는 

여성스러움을 한껏 살린다. 리본을 너무 크게 묵으면 

부담스러워 보01므로 크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좋다. 

1 스카프를 길게 놓고 2번 감는다. 

2 가운데 매듭을 짓는다. 

3 리본을 묶은 다음 풍성하게 부풀린다. 

32 I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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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꽃처럼, 
책속에서 

인문흑빨꽃피우다 

꽃피어나는계절봄 책한권을들고떠나는 

;나들이는 어떨까? 봄이라서 느킬 수 있는 감성에 
....-

책이 알려주는 다S딴} 정보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었던 생각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사이언스브런치 

이종필 지음 | 글흔비뀐| I 2017 

r사이언스 브런치」는 물리학자인 저자가 라디오으| 한 코너에 

서 정취지어|게 들려주던 과학 이야기의 원고를 모아서 엮어낸 

것으로 42개의 소주제를 통해 일ε뻐|서 발건하는 다~한 물리 

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다 ‘스타워즈 광선검은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물리학자는 카지노를 잘할까?’, ‘미니 

블랙홀의 위력’, ‘딩연히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겠는가?’, ‘소리 

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인공블랙홀’ 등 소주제들을 생활 속 에 

피소드를 통해 어려운 물리학적 지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풀어나가며, 즐기듯이 가볍게 일기 좋은 과학 이야기 

책이다. 

인문학일러스토리 | 

곽동훈지음 | 지오북 I 2017 

‘우리는모두 그리스인이다 우리의 법률, 문학, 종교 예술은모 

두그리스에 뿌리를두고 있다’ 

이 책은 위의 퍼시 비시 셀리의 극시澤|밤) 「헬라좌-Bias」으| 서 

문으로 시작효~~. 책에서는 대부분의 서양문호f가 그리스에서 

기인했다고 밀하고 있다 서양 문명에는 자연스럽게 고대 그리 

스 문호f가 녹아있고 100년 이상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왔던 우 

리는그 기븐뻐| 낄텐 그리스문호를 알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플라톤, 아리스토델레스 소포클레스으| 저서를 통달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서양철학/서양인문학’ 초보자들 

은 이 책부터 밀기 시작하면 좋겠다 

「v



Q/PM 

김동규리사이틀 

일 시 2018. 4. 7 .(토) 17시 

장 소 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40,000원 

문 의 031-687-0500 

2010년 산마리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 

린 김동규는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쥬너|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 

에 입εh하며 일찍이 세계무대에 발을 디댔다, 항상 정중과 교감을 해야 한다는 

모토의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연주를 통해 관객들이 감동과 위로를 받기를 바 

란다. 다가오는 2018년 4월 7일 평촌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진행하는 김동규는 지 

금까지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여 한국에 연주를 소개할 기호|가 많이 없었던 피아 

니스트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자신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관객들에게 전하 

고 싶어 독주회를 기획했다 

스트라디바리 콰르렛 삐th 피아니스트 허승연 

일 시 2018. 4. 1 9 . (목) 20시 

장 소 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30,000원 

문 의 031-687- 0500 

스위스 취리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왕 샤오밍(바이올린), 세바스찬 보렌(바이올 

린), 러|흐 안토니오 우진스키(비올라), 마야 베베젤로) 4명의 연주자가 2이6년에 

이어 두 번째 내한 공연을 선보인다. 

세계 최고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로 갚이 있는 소리와 감정을 끌어내는 그들 

은 40회 이상의 다양한 연주를 통해 예술을 항한 뜨거운 열정을 거침없이 표출 

하는 차세대 현악 4중주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후반부에는 스위스 취리히 음악원 종신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피아니스트 

허승연이 협연한다. 이번 공언에서 지금껏 국내 음악팬들이 체감하기 어려웠던 

유럽 실내악의 강자 허승연 음악의 실체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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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 E다 

솥< E」 일 월 화 

00 ~~ 3 
c; 5」 공연 

N 
벌룬아트매직쇼 

10:4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일반석 20,000원 

단체석 5,000원 

앙 031-687-0909 ft 02-3487-2642 

8 9 10 
영화상영 E희 :J 

전시 

무료영호밤영전 영화역사전시회 (--04.15) 
상영시간 안앙문화예술재단 io:oo-19:00 

홈페이지참조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 
안앙아트센터수리흘 무료 
무료 ft 031-687-0535 
ft 031-687-0535 

15 16 17 
전시 

저111호| 하늘새 새봄에 

씨앗을 물고 (∼04.2이 

lQ:OO 
안앙아트센터 갤러리 미담 

무료 

ft 031-441-2688 

22 23 
1 1 4챙-;양·양YJ 2. 나~~뱃-싫S 어린이뮤지얻 

®~c켠tl.fJ 교통안전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0:10, n:2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개인석 15,000원 

r뚫훨 단체석 5,000원 

ft 02-882-9001 

29 30 



J ‘ -「
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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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口

6 5 식목일 
인문교육 

전통시기중국의시와 
노래속사랑이야기 

14:00∼17:00 

안앙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ft 031-467-0929 z 
12 
인문교육 

인류의문화유산, 
갑골문의세계 

13 

14:00‘ ·17 ’:oo 

안앙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 앙 031-467-0929 

19 20 
이뮤지컬 인문교육 

~~·뮤지컬 페페의 꿈 (댐.2이 실생활에접목된 

o,1no 중국어어휘와발음 
아트센터수리흘 i4:00∼17:00 

석 20,000원 안앙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2-6224-9039 앙 031-467-0929 

26 
인문교육 

중국인의 욕, 금기 그리고 해학 

27 
공연 

맛있는마술쇼 
10’AO 

안앙아트센터수리흘 

일반석 20,000원 

단체석 5,000원 

ft 02-3487-2642 

36 I 37 

축제 

2018안양충훈벚꽃축제 (∼04.돼) 
석수3동충훈2교일대 

앙 031-687-0535 

14 

14:00∼17:0(〕

안앙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ft 031-467-0929 

3 

21 
길뻗 

[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 
전시연계학술심포지엄 

14:00∼rn:oo 

김중업건축박물관교육관 

무료 

앙 031-687-0909 

28 
공연 

Pilleo Flute Ensemble 
19:0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전석 10,000원 

ft 010-6250-5748 

5 4 



열린귀로듣고 
진심으로소통하는 

만맡:.11 몰린 롤핸터 031-8045-7000 

궁금한 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안양시 콜센터는 자체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운영시간 월∼금 8시 30분∼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당직실로 연결 

비산1동주민센터 건립공사설계공모 

공모개요 

위 치 ; 안앙시 동안구 비산동 488-152번지 일원 

대지면적 : 1,180.1m2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5층/연면적 4,100m2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예정공사비 : 9,675백만 원 

※안양시 일상감시규정 등에 따라 용역예산은 다소 변경될 수있음 

예정설계비 : 407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공모기관 및 접수 ; 안양시 시설공사과 -a 031-8045-2464 

설계공모일정 :3)18년 4월 중순경 (추후 인양시 홈퍼|이지 공고 예정) 

작품시상 

시상내역 

당선작 
우수작 입선작 가작 

비 고 

(최우수작) 
설계용역권 

1,6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디;ζ자「~-λ「

부여 11 이상 

설계용역권 
1,600만원 1,200만원 

응모작품수 
부여 6이상∼10이하 

설계용역권 
1,300만원 

ζ 。〉口=자「근끄]-〈「

부여 5 0 1하 

다양하고복잡한복지제도룰 

전문상담사가원-스롭으로 알려드리는 

만양:.11 북II롤젠터 031-8045-7979 
(힌우힌우) 

전화 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검사결과(2월측정체 

검사일시 ; 1일 1회 이상 수분석 

검사대상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검사항목 ’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7개 항목 

검사결과 ;적합 

방류하류 ; 인앙천 (재이용수 인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2018년 2월평균) 

구분 
BOD COD SS TN T-P (대7t 층수~뼈댄) 생독(TU성태) (rng/Q ) (rng/Q ) (mg/Q ) (rng/Q ) (mg/Q ) 

법정기준 
10 40 10 20 0.5 3000 

01하 0 1하 01하 0 1하 0 1하 0 1하 01하 

인양 
2.2 8.1 2.5 15.025 0.157 31 0 

하수처리장 
서-,스l 

2.4 8.9 2.0 15.260 0.080 74 0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1.6 8.7 1.3 15.155 0.052 28.1 0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정생홀버|나 ι업현ε뻐|서 더럽혀지거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히여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는 곳입니다 

문 의 ; 안양시 하수과 하수처리팀 -a 031-8여5--2524 



행복한 부부프로그램 l동행l 

일 시 : 2018. 4. 낀. (토) I 4. 28. (토) 9시£분∼13시;P분 

장 소 ;센터 3층강의실 

대 상 ; 일반 4α·대 부부 강커플 46명 

내 용 ; 성격검사 아로마오일, 수분크림만들기, 부부가 만드는 

부케와부토니에등 

참가비 ;무료 

접 수 ; 안앙시건강기정 · 다문호~7f족지원센터 전화또는 

홈페이지 신청 (비φ;//anycrg.t삶li~αkr) 

문 으| ; 인양시 건강기정 · 다문화지원센터 문화사업팀 

'Zr 031→Il45-핏T3 

1인 가구 지원사업-Hygge Life 

。 l
E프 

~~ 
C> 

대 

시 :2018.4. 낀 (토) I 4. 28. (토) 10시∼13시 

소 ;센터 2층강의실 

상 ; 잉서|∼£세 1인 가구 20명 

내 용 : 수분크림체험, 봄 다육화분 심기 샌드위치 만들기 등 

참가비 ;무료 

접 수 ; 인앙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정 

(http://an뻐rg.fami~αkr) 

문 의 ; 인앙시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문화사업팀 

'Zr 031• {)45• fil3 

l부모와자녀, (내면) 만남의 노래l 

일 시 : 2018. 4. 4. (수) I 4. 6. (금) 10씨∼13시 

장 소 ; 센터내강의실 3층지혜나눔방 

대 상 ; 아동기부모 2D명 

내 용 ; 1회기 성격유형으로 본 내 아이의 강점 

갱|기 성격유형별 대화기술 

3회기정서지능과감정표현 

4회기 감정표현 W아〈 양"'OP 

참 가 비 ;총캘l기 5,αl원 

(하나은행 4ffi-용1001&-52ff)4 인양시건강가정지원센테 

접 수 ; 안앙시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정 

(h때'/ariyarg.fami~α.kr) 

문 의 ; 안양시 건강기정 · 다문호}지원센터 교육사업팀 

'Zr 031• :D45-57[E

0 l우리결혼했어요· 

일 시 . 2018. 4. 14. (토) I 4. 낀. (토) 10시∼14시 

장 소 ; 센터내강의실 3층지혜나눔방 

대 상 ; 신혼 및 예비부부 15쌍 (2D명) 

내 용 ; 1회기 효괴적인 부부대화기술 및 문제해결법 

갱|기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수제 치아비타 샌드위채 

3회기 t혼재무를 위한북토크 

4회기 신혼부부 소품 만들기 (냄킨이트) 

참 가 비 ; 총 빼기 5,0CJJ원 (라f은행 405-91001&-5엉〕4 

안앙시건강기정지원센테 

접 수 ; 인앙시 건강기정 ·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정 

(h뼈'/myc:rg떠mi~α,kr) 

문 의 ; 인앙시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사업팀 

'Zr 031• :D45-57C6 

*tj혼기 및 예비부부교육 등록하시는 분께는 예쁜 웨딩수첩을 드립니다 

현명한 가사분담(독서) l책 놀이를 통한 행복 더하기l 

일 시 : 2018. 4. 낀. (토) I 4. 28. (토) 14시∼16시 

장 소 ; 센터내강의실 

대 상 ; 맞벌이가정 X배 유아 flv7.세 대상 10가족 

내 용 -책 놀이를 통한독서지도 코칭, 다S한확장활동 등 

참가비 무료 

접 수 ; 안앙시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홈퍼|이지 신청 

(http://an따g때매~αkr) 

문 의 안양시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직장맘지원사업팀 

'Zr 031→:D4운5476 

내 아이와 소통 UP l생태체험l 

일 시 : 2018. 4. 7. (토) 초등 : 10시∼12시, 유아 ’ G人|∼15시 

장 소 ; 군포수리산 (,q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대 상 ; 맞벌이가정 ;:q녀 초등 1∼4핸년 1α}족 / 유아 ftv7.세 10가족 

내 용 ; 도룡농알 개구리알관잘해|, 진달래 η때|만웰먹기등 

참 가 비 ; 5,αn원 (부모1인, 자녀1인 기준), 가족구성원 추가 시 

인당 5,αn원추가부담 

접 수 ; 인양시건강기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nβrg.fami~αkr) 참조 

문 의 ; 인앙시 건강기정 · 다문화지원센터 직장맘지원사업팀 

'Zr 031→셋45-건476 



。 TV쇼 E품명품출장감정-안양시편 빌씀(예정) 

개 요 

농발일시 : 2018. 4. 8. (일) 11세예정) 

촬영장소 ; 김중업건축박물관(어울마당) 

감정대상 고서핸그림l 펴(글씨 도자기 떤품 

※고화폐, 우표 불상, 수석 제외(당일 감정위원 불침) 

방송진행및감정위원 

- 현ε!MC: 문용현(개그멘 

- 감정위원 ; 죠동묘R그림), 김상핸글씨), 김준영(도재|), 양의숙(민속품) 

문 의 ; 안양시 문호딴광과문화정책팀 휠 031냉여5-2064 

용 · 

<> 2018 십반기 지방세 체능빽 특별정리기간운영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묘명 

치 등)이 없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기 간 : 2018. 3. 10. (토)∼ 2018. 4. 30. (월) 

납부방법 

은행 CD/A깨기기 납부 ;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 이용 

ARS 납부 . 1딩4→굉44 

가상계좌 납부 · 농협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입금 

인터넷 납부 지로(www.giro.α.에, 위텍쇠WWW.IA없(QO. kr) 접속 늠부 

체납에대한조치 

재산뽑 ; 부활!. 자동차 예금, 급여, 주식 등 각종 재산의 밟처분 

공매처분 ; 압류된 재샌부동산, 자동차 등때N맨f여 공매처분 

차량번호판영치 ;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의 주 야간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신용거래 제한 

관허사업제한 ; 체납자가 영위하는 각종 인 허가 사업의 정지 및 취소 

문 으| ; 안양시 징수과 'if 031냉045-2588 

만안구청 세무과 'if 031-8045--3093 

동안구정 세무과 'if 031용045-4견4 

。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l납부 안내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 (2017년 귀속 법인소득) 

납부기한 . 2018. 4. 1. (일)∼2018. 4. 30. (월) 까지 

납서|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ε벤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재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재파일)신고 · 납부 또는 관할구정 세 

무과방문신고 · 납부 

신고 · 납부시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E쩌| 사업ε에 있는 경우 안분히어 신고 · 늠밤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E쩌|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20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 · 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 

(가산세 포함) 10%를 신고 · 납부 

의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if 031냉045-3856 

안앙시 동안구 세무과 'if 031용여5-4395 

2018년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개인 무료 체험교육 

용 코스별 체험교육 및 비누 만들기 체힘을 통해 안전하 

고 바른 식생활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 

전교육 

이용시간 ; 평일 15시∼18시 

이용인원 

이용연령 

예약방법 

이용료 

문 의 

위 치 

개인체험교육 15시 - 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개인자유체힘 16시 - 예약 없이 이용 가능 

1명부터예약가능 

5세 이상 어린이, 초등학생 / 보호자 동반 필수 

홈페이지 예약 (http://www.ay-,입ef1αxtor.kr) 

모든체힘교육무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if 031-471[• 4732

인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3 (만안청소년수련관 

4층식품안전체험관) 



청소년S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안내 

종합심리검사 및 놀이치료 프로그램 

종합심리검사 ; 이동 정소년의 성격, 인지, 정서 상태를 측정하 

여 심리적 증상 및 행동의 원인을 파악 

놀이치료 : o~동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놀이’라는 과 

정을통해치료 

이용안내 

-신청기간 

- 이용방법 

연중 

전화접수 다 종합심리검사 실시 다 초기상담 다 

놀이치료진행 

대상및비용 

- 종합심리검새15만원) ; 정소년 

- 초기상담(2만원) : 아동 및 부모 

- 놀이치료(2만5천원/회) : 5서| 01상 이동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시설거주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ε배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ε배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만 24세 이하의 자녀는 예산 범위 내 무료01용가능 

신청 및 문으| ; 안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ff 031냉045-2짜)rv6 

찾아가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비용없음 

청소년동반자 ; 도움이 뭘요한 정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상 

담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정소년의 건강한 

성장을돕는상담전문가 

이용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연중 전호f접수 

- 지원내용 ; 심리상담, 학업 및 진로 · 보호 · 의료 · 문화활동등 지원 
- 신청대상 ; 학교폭력(성폭력), 친구관계, 우울증, 게임중독, 가출, 

~탁률, 도벽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청소년 

신청 및 문의 ;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ti' 031-띠&-0242 

。

• 

。

안양시질빼인합측딴ξH드}빌레 E변모집 안내 

파 트 ; 남성파트 여성파트 

대 상 ; 18세 이상의 E빼인 및 지역주민 

언 습 ;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시∼11시 @분) 

장 소; 인양시수리E빼인종합복지관 2층 S당 

모집기간· 상시모집 

문 의 ; 인앙사수리ε뻐요똥합복지관 지역복지팀 ti' CBH1ffi」"ill5

생계 곤란국가유공자장례 서비스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에서는 2018. 1. 1. (월)부터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 

례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K등급 기준 미달자 

제외) 중 국민기초수급권재생계급여)에 해5하는 사람 

※ 본인에 한햄유족 사망시 미지원)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 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 

의 관 등 장례 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 

만원이내에서지원 

지원절차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보훈관서에 장례 서비스 신청서 제출 

- (펑일) 관할 보훈관서에 신정 ti' 031- 259-1752 

- (야간 및 공휴일) 보훈관서 당직실에 신청 ti' 010-건잉6-1경2 

2018년 모범음식접 신규 신청 

상 ; 안양시 소재 일반음식점 

(주로 주류를 취급하거나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오|) 

접수기간 : 2018. 4. 9. (월) ∼ 2018. 4. 27. (금) 

현지조사 : 2018. 5.1. (호0 ∼ 2018. 5. 31. (목) 

모범업소지원 

- 모범음식점 이용홍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 인센티브 물품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 

접수처 ;방문또는팩스접수 

만안 동안구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받 031냉045-3325, 4314 

FAX 031- 8045-6605. 6655 

만안 · 동안구 외식업지부 암 031-44운5914, 4않용405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언간생태교육 안내 

안양천환경대학 

환경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리더 양성 

교육명 | 일정 | 대상/인원 

인앙천환경대학 

안양천탐사 

4∼6월매주목요일 
(09:30∼12:3이 

일반시민 
30명 

안양천의 물고기, 식생, 곤충, 새 관잘 등을 통한 사계절 생태체험 

... 「.._.,.。I『며C> 일정 I 대상/인원 

여름방학안양천탐사 7. ~o월;00 매∼주12 수;O요0)일 
초등학교 3학년 

걸어서안앙천탐사 4. s.60 1:멜αh \~주;0이 토요일 
이상 20명 

겨울방학철새탐조 1. 2,(116;월00∼ 매주12:0 토〔〕요)일 초등학생이상 20명 

생태교실 

안양천의 물고기, 새, 곤충 등을 주저|로 한 현장중심 생태체힘 

... 「..._"%。,며。 일정 대상/인원 | 

수요생태교실 3∼0~월:30 매∼주17: 수m요)일 초등학생이상 
20명 

우리가족생태교실 4∼11월 매주; 토30요)일 
(10:。。이1 

7세}족 이상 
동반7 20명 

창작교실/~를기교실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창작물 제작 및 기념품 만들기 

... 「1:.,-:!。휴며。 。c:J;c처〉 대상/인원 | 

창작교실 3∼w4월;m 2∼ 4주14:5 토이요일 유아/초등학교 
1∼4학년 15명 

만들기교실 매(14:주-@ 화∼ 금16요;00일) 방문객누구나 

학교 연계 / 자유학기제 선택과정 

학생들과 인양천의 수서곤충, 물고기, 새 등을 모니터링하는 체험활동 

‘ 「::i。휴며。 일정 대상/인원 | 
동아리연계안양천 일 4∼정1협2월의 중 고등학교 

모니터링 E쩌I 20명 

찾아가는생태교실 4∼6일월정, 9ν11월 
협의 

단-i」체;b三등 ~ 「.~」미명」 

교육안내 

신청방법 ; 안앙천생태이야기관 홈페이지 

(http깨rive「.anyang.go.kr) 및 전화 접수 

교육문의 ; 안양시 하천관리과 안앙천생태이야기관 

'Zr 031경여5-5203∼5 

과정별 세부 내용 및 참가비는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입금계좌 ; 농협 301-0122-4(정1-31 

(예금주 . 안앙시 환경사업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수요생태교실, 창작교실 안내 

- 수요생태교실 (동화속으로 자연속으로) 

일 시 : 2018. 5. 2∼5. 16. (매주 수) 14시 30분∼16시 

※1회성 교육이 아닌 월간교육으로 신정 후 3회 모두 참여 

대 상;초등학교 1. 2학년 

교육내용 : 생태동화를 읽고, 체험형 독후 활동 진행 

참가비 :9,000원 I 1인 - 3회 

- ;s~J;;~-;;}츠l 
o-「“--=

일 시 : 2018. 4. 14. I 28. (토) 14시∼15시 

대 상 ; 5∼7서|, 초등 1∼3학년 

교육내용 ; 흙 놀이하기 황토와 색모래를 이용해 그림 그리기 

교육주제 ; 흙 그림 그리기 

참가비 :3,000원 I 1인 -1회 

※신청방법 ; 안앙천생태이야기관 홈페이지 

(http://rive〔anyang.go.k「) 및 전화 접수 

교육문의 ; 안앙시 하천관리과 안앙천생태이야기관 

'Zr 어1경여운5203∼5 



。 「자동차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짧앓닮포. 밸화빼 
~엄II!!힘f뼈톨~흩~““ω잉-,.~.”‘illl I ··‘· I 

온라인접수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www.eca.r;;pJ<r) 

- 등록민원 ; 신규, 말소 변경, 01전, 저당설정,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정개종합검사유효기간연쟁유예씬정 

- 발급열람 민원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램유료 무료) X합발소λi실증명서, 이륜차사용폐X뜸 

명서, 01륜차사왈1고필증,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 자동차 응류조회·해저| ;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압류 및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수납 가능 

·기업지원플러스 G4B (매NN.여b.r;;p. kr) 

- 법인치량 주쇠상호) 변경 ; 변경일로부터 $일이내 신고가능 

사이트 이용문의 : tr 070-:낌72-'3..표 

문 의 ; 인앙시 시민봉사과 차량등록팀 휠 잉1-ff)45-낀34 

: 2018년 상반기 광견병예방접종사업 실시 안내 
그 동안 강원도 산간지역 및 휴전선 일대에서만 주로 발생되던 

광건병이 지난 2이2년 수원 · 화성시 등에서 발생된 이후 계속 

추가 발생된 바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건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전염되는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이를 예랩f고자 2이8년 상반기 광건병예방접종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개를 기르시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간 : 2018. 4. 16. (월) ∼2018. 5. 5. (토) (20일간) ~· 
접종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 

“’ 
I ~ “ ...... 

¢·깐F쁜 

,· 
안양시민학당 

일시 녀018. 4. 12 • 4. 26 • 5. 10 (목) 오전 10 ∼ 12시 
장소 | 동안명생교웹!터 3충 강당(구. 동뻔성호l관) 

문의 | 오빵시명생교육웬 명생교육과 031) 8045~_012 

.sax싱J.1'11"' 이ll"lft!ll 

접종비용 

- 동물등록이 된 개 ; 1마리당 5,αn원씩 접종 (동물등록증 지참) 

- 동물등록01 아니된 개 ; 정상접종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 ·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시각ε배인 등이 소유한 개 ; 무료접종 (해당 증명서 지참)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또한, 기르시는 반려건은동물등록을 해주시고 외출시에는목줄과 

인식표를 부ξ틴씨고 분변을 수거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접종방법 및 기타사항 문의처 

안양시 식품안전과 축산방역팀 tr 031• 3045-5423 

만안구정 복지문호f과 생활경제팀 1f 031용여5-것56 

동안구정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 tr 031--8045-잉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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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삐삐법톨2J 
•• 빼.빠LD 

안양를-- -한g말윈룰.빼 

예절교육관야오| 
작은결혼식운영 

관악산 아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예절교육관을 

작은결혼식장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개성있고 의미있는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안양부흥스포츠클럽 설립 기념 강습 회원모집 

인앙부흥스포츠클럽은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효t체육회 

가 공동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안양시가 응모하여 선정된 선진형 공 

공클럽인 지역스포츠클럽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민의 삶의질 향상 

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안앙부흥스포츠클럽이 앞장서겠습니다. 

강습종목 ; 유소년 뭇살, 롤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강습장소 

종 모 ! 유소년뭇살, 
「 | 테니스 롤러 배드민턴,탁구 

카스차시펑촌스마트스퀘어 | 비산롤러경기장 | 호계체육관 
。닙。」-- | 처|육승던 

지도강사 ; 엘리드 선수 출신의 우수강사 배치 

회원모집 ;매월접수 

강습문의 ; 인앙부흥스포츠클럽 "Zr 031-421키)877 

안양부흥스포츠클럽 위치 ; 인앙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20 

(펑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 內)

사단법인 인양부흥스포츠클럽 

• 컸 KSP1컸빨빨 야* 
문화재|육관광부 묘밴응!!.. YI양시 

‘ 신첩기간 ·、※.언중 

며|식미용 매주 토요일 1호| 1쌍 (선착순) 

자격조건 안양시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00명 이내 하객수 

며|식잠소 예절교육관 야오|정원 (비~f3.동 종합운동장 후문 건너편) 

※주차는 안양종합운동장주차장 01용 가능 

예식시간 3시간 이용 가능 

시설사용 야외정원(예식 및 피로연), 폐백실(별관 1층 실내) 

결혼식설겨|·진햄 

문 의 안양시 예절교육관 "Zr 031-384---6983 결혼식 설겨| · 진행은 예비부부 스스로 디자인하고 준비 
안양시 가족여성과 "Zr 031-8045-2482 ※결혼식 기획, 예식장 장식 , 배치,기타 용품, 피로연 등 

작은결혼식신첨서제출 

서식홈페이지다운 

- 방문(예절교육관) 또는 이메일(ymh90@korea.k「) 접수 

- 인적사항, 결혼식 희망일,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작성 

※ 원할 경우 관내 웨딩업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연결 가능 



를줍활웰l 

2018.3.15.(목) - 4.23.(월) 

률홉헬뢰l 
대한민국국민, 기업, 단체등누구나 

。

• 공모과저| ; 민생규제 혁신 과제(7개 분야) ※ 복수과계 공모 가능 

--등ll!.l-1ξ롤엔t!I’‘i 
취업일자리 | · 청년경단자노인등휘업애로사항동 
국민 복지 | • 훌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쩌1 
일상생활 | · 교통, 주택.의료등생활속불면사항 

국민안전 강화 |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훨재해 관련 규제 강화 
신산업 | • 신기술신서비스1 신재생에너지, 정단의료등 

창업 입지고용 | • 기업 입지, 벤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등 
생산유통판매 | · 상품생산. 유용및판매애로사항용 

• 공모방법 ; 이메일, 우편 2가지 중 선택 

• 쩌|출서식 행정안전부홈떼이지 (www.m。is . g。 kr) 거|시 (분량쳐|한 없음) 

’ 선정기준 ; 참신성 (30% ) , 실현가능성 (40%), 효과성 (30%) 

• 시상내역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및부상(201 8 . 1 0월중 발표) 

• 수상자 ; 개인, 기업,단체 등 

• 최우수 1명 ( 10012!펜),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12!뺀) 

• 세부사항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TEL. 02-2100-3734) 

‘i 행정얀전부 

국민생활 
및안전 

기엉 
~·동 

효중한 um otOI · 가폭 

」g로 

II켜푸l뼈요! 

소충한 까측의 성흥 예앙과 신속한 방견을 위해 

옥앤요한샤션층흑셰! 

o]셰 얀양옹얀갱앙야 시인의 애복을 서셔 ..:..l-] 갱승니 냐. 

샤션~1운응흑·!반 야옹 •I 싣응외엉을 예흥 내•I 애 oJ"-J 

갱앙에 ~1운과 엔웅샤샤. 11 바 사상갱.!..훌 응혹 싱송 시 

응흑인 ·~흐흥 양용·~ 앙·}추응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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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Al할 때 전기요금! 얼마를 내고 어떻게 납부를μ|나요7 4. 고객번호(EE는 계량기 번회와 확인한 계량기 지침 알려주기 
5. 정산요금 ‘직접늠밤’ 또는 ‘신 구 고객 간요금전달’ 중 선택 

이사전·후고객점검사항- 이사후 

1. 이사가신 장소(전입지)의 한전 고객변호(10자리) 또는 계량기변호 

사전확인 

2.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신청(한전 고객센터 if 1Z3, 

휴대폰 지역번호 +1Z3) 
3. 전기요금 청구 납부 방법 신정 
- 정구방법 ; 우편, e꺼떼 모바일문자 카카오톡 

- 납부방법 ; 인터넷, 댐이체, 겨|조에체, 편의점, ?β}왜|이 

4. 전기요금 자동이체, 복지힐인저도 인터넷빌링 등 신정 

유의사항 ; 전입장소에서, 해지된 복지흘벤제도 등은 모두 재신정하 

셔야 흘벤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용이사고객 요금정산제도? 

전기요금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한달 단위로 계산 정구되는데 중간 

에 0/사를 가실 경우, 전월전기요금 검침일 이후부터 이사 당일까지 

시용한 전기사용램이사당일지침 - 전월지침) 만큼 전기요금을 정 

t때드리는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저압주택용 및 주거용 심얘갑)고객 ; 요금 확인 및 납부 모두 가능 

※ 단, 1주택 수가구 등 별도 전기사용계약 미체결 고객은 제외 

이사전·후고객점검사항-이사당일 

1. 거주지 한전 고객번호(10자리) 또는 계량기 변호 사전획인 

2. 현재 고객님의 계량기 지침 확인(계량기 보는법 ; 한전사DI버지점 

-→조회 납부메뉴) 

3.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 뀔 123, 휴대폰 지역번호 + 123 - • 

‘0’번누르게상담원연결) .합국전력풍샤 안~지사 



저1237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저|경r회 시의회 

임시회를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안앙사랑상품권 

인앙시의회 

설명절맞아복지시설방문 

안양시의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양행복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등 어려운 

이웃과 훈흔한 정을 나눴다 



。

중국 원|이팡시 초청 방문 

안양시의회는 국저|자매도시인 중국 웨이팡 

시의 초청으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웨이팡시를 방문히여 εf호 우호증진 및 교류 

협력 농반 등을 협의하였다 

수도군단초청 간담회 참석 

안양시의회는 2월 12일 수도방위를 책임지 

고 있는 수도군단을 방문하어 생활관 건학 

및 장비 · 물자 전시를 둘러본 후 식5뻐|서 

병사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총무경제위원회 

FC안양 동계 전지훈련장 격려 방문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음경택}는 2월 7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 방문하여 동계 전지 

훈련중인 FCC!앙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적 

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운영위원회 저1236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저12차회의 개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 저1236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인 2월 19일 의회운영 

위원회 저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 

터 협의 요청된 「저|강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다 



봐딴경위원회 저1237호l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필여}는 저123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7일 저11차 회 

의를 개회하여 복지문호f국, 만안구 보건소 

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심사 

를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 

S반기위원회활동실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화는 2월 19일 

부터 2박 3일간 상반기 위원회 활동의 일 

환으로 군산 근대역사 문화거리 탐방 등 벤 

치마깅을 실시하고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시 간 상호 발전농딴뻐| 대히어 논의하 

는시간을가졌다.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 회의 장면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aycouncil.go.kr 



2018년 4월 석수도서관홍보자료 

석수 • 만안 · 삼덕 · 박달도서관 4월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안양시립도서관에서는 제54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행사기간 : 2018. 4. 12. (목)∼'2018. 4. 18. (수) 

(터관 및 행사별로 다름) 

대 상 ; 도서관이용자 및 인양시민 

세부내용 

운영행사 -<r (’ 
-} 

서「-λ「 
「과년도 잡지나눔」, 「나만의 석수도서관 

책갈피 만들기」 등 5개 행사 tr 031냉045-건139 

만안 
「과년도잡지나눔」, 만안도서관 

「점자타자기 체힘」 등 4개 행사 tr 031-8045-θ164 

人C그H~j 
「경제특강」, 「봄놀이책놀이」 등 삼덕도서관 

4개행사 tr 031경045-정61 

「동화잭 원화전시」, 「시를 담은 
박달도서관 

박달 
바구니」등 5개행사 

tr 031냉여둔6182, 

6184 

석수도서관 ‘다문화가족 효박어교실’ 운영 

대 상 ; 안양시 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장 소 석수도서관 다문화자료실(4층) 

기 간 : 2이8. 3. 6. (화)∼2018. 12. 6. (목) 

(※ 여름방학기간 7/W∼8/9) 

일 시 ; 매주화 목 /10시∼12시 

내 용 ; 다문화가족의 효괴적인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방법 ; 다문화기족지원센터에 내농텀f여 회원 가입 후 신청 

문 의 ; 안앙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031--80빠건710 

안양시 석수도서관 다문화자료실 tr 031-8045-용139 

석수도서관 ‘동화그루터기’ 자원봉A짜 모집 

대 상 ;동화에 관심있는안양시민 

장 소 ; 석수도서관 1층 문화교실 

일 시 ; 매주 목 I 14시30분∼15시잉분 

내 용 : 5-7세의 어린이들에게 렬레이식 책 읽어주기 봉사를 

위한동화연구모임 

신청방법 ;전화로문의 

문 의 ; 석수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tr 031→3045-6134∼5 

삼덕도서관 경제특강 「적게 벌어도 잘사는 노후50년」 

일 시 ; 2이8. 4. 13. (금) 10시∼12시 

대 상 ;성인 

장 소 ; 삼덕도서관 3층 시청각실 

내 용 ; 생활비 줄이지 않고도 불팔요한 비용을 잦이 f서 2천만 

원마련한노하우 

진 행 ; 서울교육연구소 전문강사 

신청방법 ; 도서관 홈떼이지 접수 (4월 3일(화) 10시부터 선착순 접쉬 
C그 -,-
‘--

의 · 삼덕도서관 사무실 tr 031-80짜윗61 

삼덕도서관 〈계탠극장〉 운영 

일 시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I 19시∼21시(※문화가 있는 날) 

장 소 ; 삼덕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계댄2층) 

내 용 ; 오싱 (4. 25.) 

문 의 ; 삼덕도서관 tr 031냉여5윗62 

박달도서관 그림책 「t펠기 임금님」 고수진 작가 1인극 공연 

일 시 : 2018. 4. 16. (월) 16시∼17시잉분 

대 상 ; 4∼7서| 40명 (4, 5서|는 보호자가 함께 관람해주세요) 
신청방법 : 2018. 4. 2. (월)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내 용 ; 본 행사는 작가 1인극 + 길밴 + 체험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북유럽의 아름답고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산딸기를 아주 좋아하 

는 테레사와 아어나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산딸기 임금님 

(창비, 2016)」의 저자 1인극, S밴 및 체험활동하그림그리71)이 이뤄 

집니다 

문 의 ;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뀔 031냉045-건184 

박달도서관 「엄마표 영어책 읽기 공부법」 특강 운영 

일 시 : 2018. 4. 17. (화) 10시30분∼11시$분 

대 상 일반성인 40명 

신청방법 : 2018. 4. 2. (월)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내 용 ; 뇌를 춤추게 하는 우리 아이 영어책 읽기의 힘! 

제54회 도서관주겐4. 12.∼4 18.}을 맞아 화제의 돼 「영어책 읽 

기 공부법」의 이지연 저지를 초청하여 영어교육현ε뻐|서 오직 ‘영 

어독서’로만 학생들을 가르친 저자의 교육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진 행 이지연 (리딩프라우드 대표) 

문 의 ;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tr 031냉여5쉰184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도서 대출권수가 두 배 

기 간 : 2018. 4. 25. (수) 9시∼22시 

대 상 ; 안양시대출회원 

대 상 ;안양시 10개도서관공통 

문 의 ; 석수도서관 관외대출실 훨 031→3045-건132 



’ 스토리텔링 (석수 만안 · 삼덕 박댈 
대 상 ;2∼7서|유아 

장 소; 각도서관문화교실및시정각실 

문 의 ; 석수도서관 어린이실 'U' 031냉여5건134 

도;J두 - 〔-기 
CS'、l ~ 

-- ‘----- ‘------
스토리델링교실 

매쥐목) 동r동화호구f그연루봉터사기단」 
서「::!---「 

15:3ον16:10 

도서관 책밀어주는 매쥐금) 시니어 동화 자구원연봉사자 할머니 11 ·α)rv1t40 

만안 영어동화나라 
매쥐토) 영어 성영결문대학학과교 학생 도서관 11:00∼11:40 

책읽어주는 매쥐금) 
동회구연자원봉사자 

할머니 11 ;α)rv11:30 

~더-「 그림책세상 
매쥐퇴 

동화구연자원봉사자 
도서관 11:α)rv11:30 

엄마의동화책 
2.4쥐쉬 동화구연자원봉사자 

11:00∼11:30 

님-「}드 J 
책읽어주는엄마 

매쥐쉬 r행 동복화한구연 의봉자사나단무」 도서관 11 ;αy이1:40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kr) 

및 관내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도서관 〈단처|도서대출〉운영 

기 간 : 2018. 2월∼연중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등 단체대출 희망기관 

도서분야 -일반도서(단체대출 지정도서) 

대출권수 ; 1개소 당 20∼100권(상호협의) 

대출기간 ; 3개월 단위(상호협의) 

문 의 ; 만안도서관 관외대출실 'U' 031-8045-건1ffi 

석수도서관 “언니,오빠! 책 읽어주세요”운영 

대 상 ;유아및초등저학년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현장 참여 

장 소 ; 석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1층) 

일 시 ; 매주 토 · 일 I 14λ|∼16시(※ 방학기간 중 펑일 

(매주 월요일 휴관일 제외)도 운영) 

내 용 ; 노란 앞치마를 입은 정소년 자원봉사자에게 읽고 싶은 

책을 가져가세요 1:1로 읽어드립니다 

문 으| ; 석수도서관 'U' 031냉여5용116 

fJO I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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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평촌도서관홍보자료 

평촌 · 관양 · 비산 · 호계 · 어린이 • 벌말도서관 도서관주간 

행사운영 

안양시립도서관에서는 제54회 도서관주겐4. 12.∼4 18)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관심과참여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18. 4. 1. (일)∼2018. 4. 30. (월) 

대 상 ; 도서관이용자및안양시민 

내 용 ; 과년도 잡지 무료배부 등 (※ 도서관별 상에 

세부내용 

돈、 문엿과목 문 의 
•--- 1증어린이자료실 펴초 「작가와의 만남」 등 5개 행사 

tr 031→3045--건218 
OL-

「도서관 주간포스터展 등 5개 행사 
2증사무실 

관양 tr 03H3045-윗34 

「소망 책갈피 꾸미기」 등 4개 행사 
4증사무실 

비산 
n- 031냉045--6232 

마음성장체힘프로그램 3증사무실 
호계 

「우리 함께해요」 등 4개 행사 tr 031• 3045--6255 

「작가와의 만남」 등 5개 행사 
1증사무실 

어린이 
n- 031용045--6갱5 

「세계여행으로 만나는 명작」 등 3증디지털자료실 
남~口.J 

4개행사 n- 031냉045-윗03 

호계도서관 십반기 「시사통합 논술교실」 참가자 모집 

일 시 : 2018. 3. 긴 (훼∼2이8 6. 19. (핸 매주 화 17시∼18시 

(총 12호|) 

장 소 ; 호계도서관 3층 문화교실 

대 상 ; 초등 3∼4학년 
진 행 ; 논술지도사 선생님 

신청방법 ;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krh로그인 

「문화강좌신정 

문 의 ; 문화행사 담당자 'U' 031냉여5용255 

호계도서관 싶반기 「이슈진로 탐구」 참가자 모집 

일 시 : 2018. 3. 27. (호0∼2018. 6. 19. (화) 매주 화 18시∼19시 

(총 12회) 

장 소 ; 호겨|도서관 3층 문화교실 

대 상 ;중등 1∼3학년 

진 행 ; 논술지타선생님 

신청방법 ;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r.krh로그인 

「문화강좌신청 

문 의 ; 문화행사 담당자 'U' 031→304운6255 



평촌도서관 나도 작가다 문학강좌 「작가으| 꿈, 날개를 달다 

(작.꿈-날-)」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이8 3. 20. (호0∼마감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운영기간 : 2018. 4. 12. (목)∼2018. 10. 끼. (목) 매주 목 15시∼18시 

장 소 ; 평촌도서관 2층 문화교실 
대 상 ; 글쓰기에 관심있는 시민 25명 

강 사;배준석시인 

내 용 ; 글쓰기 기법 및 문학강의와 시 창작, 첨삭지도 등 
문 의 ; 평촌도서관 ti' 031용여5-6212 

비산도서관 나도 작가다 문학강좌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글 

쓰게마.감.글)」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18. 3. 20. (화)∼마감시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 

운영기간 : 2018. 4.11. ∼2018. 10. 31. 매주 수 10시∼13시 

장 소 ; 비산도서관 4층 시청각실 

대 상 ; 글쓰기에 관심있는 시민 25명 

강 사 ;원선화동화작가 

내 용 ; 원선화 동화작가와 함께 문학, 글쓰기 기초이론과 

동화쓰기실습 

의 퍼|신도서관 ti' 031냉045-6232 

관양도서관 4월 「그림책과 놀자」 운영 

일 Al: 매주 목 16시∼16시 짜분 

장 소 ; 관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 유애6-7.세)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자 

문 의 ; 1층 어린이자료실 ti' 031-804운않34 

관양도서관 「그림책과 놀자」 자원봉사자 모집 

봉사일시 · 매주 목요일 16시∼17시 

장 소 ; 관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접수기간 .수시모집 

접수방법 ; 사무실 방문접수 

대 상 ; 책 읽어적(~7.세 대상)에 관심있는 성인 

문 의 ; 관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ti' 031냉045----6'.334 

。

비산도서관 「도서표뻐|서 영어동화 함께 읽기」 

일 시 ;매주금 15시$분 

장 소 ; 비산도서관 1층 어린이실 이야기방 
대 상 ; 유애6-7.세)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자 

내 용 ;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영어동호f를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기 

문 의 ; 비산도서관 ti' 031→3045-건235 

어린이도서관 4월 「책 읽어주기」 

일 시 ; 매주 금요일 15시 2아륜이6시 2〔}분 

장 소 ;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배움터3 

대 상 ;4세이상 20명(※당일선착순입장) 

진 행 ; 안양동화일는어른모임(자원봉N) 

문 의 ; 어린이도서관 ti' 031냉여둔6285 

※도서관 홈떼이지(www.anyanglib.or.kr)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영일시 및 행사 관련 변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참고히세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내역 

덕대건설주식회사 

기탁일자 : 2018. 2. 22. 

기탁내용 ; 성금 1천만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인방동물병원 

기탁일자 : 2018. 2. 12. 

기탁내용 ; 백미10kg 150포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개인(성재*) 

기탁일자 ;2이8. 2. 7. 

기탁내용 ; 백미10kg 100포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관악회 

기탁일자 ; 2이8 2. 12. 

기탁내용 : FCT!앙 연간회원권 50권 

나눔대상 ;지역아동센터 

청년생각, 소상공인연합회 

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 

기탁일자 ; 2이8. 2. 13. 

기탁내용 ;안양사랑상품권 

1,000천원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개인(원광*) 

기탁일자 ;2018. 2. 2. 

기탁내용 ; 성금 1,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안양외국어고등학교 

기탁일자 ; 2이8. 2. 9. 

기닥내용 ; 성금딩9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 2018. 2. 28. 

기탁내용 ; 사랑의 도시락 

나눔대상 ;저소득기구 

(독거노인) 

! 기탁일자 ; 2이g 2. 14. 

| 기탁내용 ; 성금 1,000천원 

| 냄대상 ; 수리쟁H인복지관 

¢ 폐렴구균무료 예방접종 안내 
| 려 상 : 12._fffi세 이상 미접종재1953년 출생자 포함) 

간 연중/평일(월∼금) 

Al 
장 

간 ; 13시∼16시 

소 ;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2층) 

동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1층) 

준 비 물 ; 주민등록증R신분증) 

백 신 명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따객SV23) 

유의사항 : 65세 이상 평생 1호| 접종 

백신이 떨어질 수 있으니, 보건소 전화 문의 후 방문 

문 으| ; 만안구보건소 11" 031냉045-3208 

동안구보건소 11" 031→3045-띠00 

월2 l 월3 

、• • 、
a 

。 .· 
; 초틀확생붙소도포사업 요빼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충치를 예잉봐고 

자 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상 ; 만안구 관내 초등학생 (1학년 ∼ 6학년) 

기 간 ;연 중 

진 료 비 ;무 료 

시술내용 - 불소도포 ; 트레이 이용 겔도포 (6개월주기 연2호| 실시) 

방 법 ;보건소전화예약후방문 

문의 및 접수 ‘ 만안구보건소 구강보건실 11" 031-8045-3206 

불소의충치예방효과 

• - 불소는 치아를 단E「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 합니다 

; - 불소는 충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으로부터 치아표면을 보 

I ! 호합니다. 

i 노인짧쐐웰링A뻐웹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잇몸질환과 충치 예방 및 시린 

이 방지를 위한 노인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 

은참여바랍니다 

기 간 ;연 중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안구 관내) 

’ 내 용 ; 스케일링 · 불소도포 

진 료 비 ;무 료 -방 법 ; 예약제 운영 (전화 및 방문예약) 

예약 및 문으| ; 만안구보건소 구강보건실 11" 031-8045-3206 

반안구보썰굉지혈츰교실 모집안내 
‘. 

대 상 ;고지혈증환자및관심있는시민 

장 소 ‘ 만안보건과 5층 대회의실 

일 시 2018. 5.1.∼5. 15. (매주 화) 14시∼15시 

내 용 

펀판「일시 | 내용 
1 I 5월 1일(핸 | 고지혈증의 진단과 괜| 
2 I 5월 8일(핸 l중성지방과콜레스터홈수협 딸는 식이요법 
3 I 5월 15일(핵 | 고지혈증 관리를 위한 운동 



2018년 전문가 초빙 건강걷기교육 참여안내{만안구} 

기 간 2018. 4. 13. (금)∼2이8. 4. 27. (금) (총 3회) 

일 시 매주 금요일, 10시∼12시 

상 80명(안양시민) 

모집기간 2018. 3. 15. (목)∼2018. 4. 10. (호” 

신청방법 전화또는방문 

비 용 무료 

교육내용 

일시 교육장소 시간 교육내용 

4. 13. (금) 보건소강당 
〈이론교육〉 

10시 건강걷기를 위한보행g법 등 

4. 20. (금) 보건소앞팔각정 r、‘-/ 〈야외쓸압〉 

박석교농구장 
12시 보행밸런스걷7 1와스택|칭 

4. 27. (금) 
(석수동럭키아마트아래) 계단 언덕 등에서 보행법 등 

문의 및 신청 : 만안보건과 체력측정실 ff 031냉여5---3162 

2018년 전문가초빙 건강곁기 교육(동안구) 

일시및장소 

| 일시 시간 교육내용 교육장소 

4.17. 〈이론교육〉 

(호U 
건강걷기를위한 동안구보건소 
보행방법등 

10:00 
〈실습교육〉 r、‘J

4.24. 12:00 보행밸런스, 동안구보건소 

(호” 
걷기와스트레징 

앞마당(농구대앞) 계단,언덕등에서 
보행법등 

대 상 ; 50명 

신청기간 : 2018. 3. 15. (목)∼2018. 4. 16. (월)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ff 031-8여5---얘32, 3층 재활보건실 

비 용 ; 무료 

※교육수료 후 걷기동아리 결성 지원 

피부병무료검진안내 

일 시 . 2018. 4. 25. (수) 13시 30분∼15시 

소 · 만안구보건소 4층 회의실 

상 ;안양시민 

용 ; 무좀,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 진료, 한센병 환자 발건 

진 ;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 · 인천 지부 

의 ; 만안구보건소 ff 031냉045---3195 

장
 대
 
내
 
검 

’동안구 비t바동, 신촌동, 갈산동I 관양2동, 달안동, 부 

흥동. 평촌동 어르신들은주민센터로오세요l 

4월 인양시 동안구 주민센터로 안양시동요fj: I매안심센터가 이동 김 

진 갑니다 안양시동요예매안심센터에서는 동안구 어르신(만 ED세 

이상들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무료 기억력 검새치매〉를 실시합니다 

~ ~ 일 정 

비산1동주민센터 4월 2일(월), 3일(해 

신촌동주민센터 4월 5일(목), 12일(목) 

갈산동주민센터 4월 9일(월), 10일(호U 10:00∼11:30 

관~J2동주민센터 4월 16일(월), 17일(핸 

들반동주민센터 4월 19일(목), 26일(목) 

부흥동주민센터 4월 20일(금), 27일(금) 

펑촌동주민센터 4월 23일(월), 24(호” 

시 간 ; 14시∼16시$분 / 갈산동은 10시∼11시30분입니다. 

대 상 ; 인앙시 동안구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준비물 ; 신분증지참 

문 의 ; 인양시 동요fj:I매안심센터 ff 031-381-3770∼1 

재활운동교실 참가자모집 

모집기간 2018. 3. 26. (월)∼ 

운동기간 2018. 4. 2. (월)∼ 2018. 6. 29. (금) β개월) 

※ 3개월 운동 후 재활운동 동아리 참여 

운동장소 ; 동안구 보건소 3층 재활보건실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재활보건실(흉) 

ff 떠1냉여5---얘32, 4874 

대상 일시 내용 

중증 ε빼인 - ε빼 정도에 맞는 운동지도 
(뇌병변, 주3회 

-신체중심 및 김은근육강화 
지처|, (월,수,금) 

- 균형운동으로 낙상예방지도 시각E배) 10:00∼11:00 

(1급∼3급) - 자가 운동을 위한 반복지도 

주2호| -슬링및토구를이용한체 
2 뇌졸중환자 (화목) 중심강화및심부근운동 

10:00∼11:00 - 균형운동으로 낙상예방지도 



긴급복지사업안내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口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상실한경우 

口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口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S반 경우 

口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료텀태| 된 경우 

口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히어 생계가 곤료하게 된 경우 등 

선정기준 

구분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동/CT이1!--」드「드 
500만원 이하 

선정기준 
75% 이하 ffi.000천 

(주거지원은 
(4인기준 : 3,389 원이하 
천원이해 

700만원이해 

지원내용 

구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그밖의지원 

4인 
초 Z21천원 해산비 8〕3천원 

기준/ 
선정 

4인기준/ 1회/ 422 중 352천원 장제비 750천원 
1,171〔)천 원 'J)J만원 고갱2천원 전기요금 

기준 
(월) OIL~ 

천원 
및수업료· 500천원이내 

01하 
(월) 

。J하-「그E그 언료비월 96천원 

문 의 ; 안양시 무한돌봄센터팀 -a- 03HD잉경455 

안양시 복지콜센터 -a- 03HD45-?97d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할인가맹점 모집 

모집대상 ; 관내 모든 점포 및 사업체 (단, 유흥업소 등 제외) 

모집기간 ;연중수시 

가맹내용 ; 자원봉사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구입 상품 및 서비스료 

흘벤 

가맹혜택 ;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및 계간지 홍보 

자원봉사관련행사초정 

모집문으| ;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권혜진 ti' 031용045----걷57 

※자원봉사자증을 소지(자원봉사 누적 10시간 이상)한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료η 

사업체와 자원봉사자간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유하 

고 지역사회 활성호빼 기여하기 위해 (새안앙시자원봉사센터와 

가맹점 지정 협g를 맺은 업소입니다. 

a 

무료국가암검진안내 

대 상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어6 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검진대상 해당자 

※ 2018년은 짝수년도 검진대상입니다(검진주기가 2년인 경우) 

검진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안내문 참고하여 

검진의료기관 사전예약 후 검진실시 

검진비용 ; 무뢰단, 수면내시경 등 추가 발생비용은 대상자부담) 

검진항목 ;5대암 

|암검진항목 | 검진대상및주기 
우|암 | 만때세이상 남녀 2년주기 
대짧 | 만밍세이상 남녀 1년주기 
유방암 | 만때세이상 여성 2년주기 
I당경부암 | E얻어101상 여성 2년주기 
간암 | 만때세이상 남녀 중 간임고위험군 6개월주기 
문 의 ; 동안구보건소 ti' 031냉여5-48'.33 

만안구보건소 윈 031냉045--경95 

국민건강보험공단 ti' 1577-1000 

기초체력측정검사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의 체력수준을 파<2-f하고 적합한 운동프로 

그램을 제공뼈 주민의 행태개선 및 건꿇진에 기여하고자 합 

니다. 

기-최|력검,.q를 통해 자신의 체력 나이를 체크해 보세요! 

검사대상 ; 누구나 (20서|이상) 

검사장소 ; 3층 체력측정실 

검사목적 - 자신의 체력 수준을 동일 연령대 평균과 비교 

- 각 항목에 대한 운동지도사의 분석 및 상담 

-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 저|공 

일정 기겐6∼127H월)후 재측정을 통해 향상도 비교 

검사종목 ; 7종 (*하체근력검사 체 성분, 심폐지구력, 유연성, 

악력, 평형성, 좌우균형) 

간편한 복장t운동화, 운동복) 

소요시간 ; 약 40∼%분 

이용방법 ; 사전예약 (비용 1,100원) 

문 으| ; 만안보건소 체력측정실 ti' 031-8045----3162 



2018 영양플러스사업 대승r자 접수 (2차) 

접수기간 ; 2이8 4. 12. (목)∼2018. 4. 13. (금) / 2일간 14시∼17시까지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잠후 방문접수 (신청하파하는분모두 방문) 

현장접수 ;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혹샌]서(최근 3개월분) 또 

는 고지서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 해당자에 한함 임t멤산모수접), 기초생활 

수급자 치상위겨|층 (증명λ펌) 

접 수 ; 만안구보건소 4층 회의실 

신청자격 만안돼|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 혼합 수유부, 영유아 

(12.l뼈개월미만까재 

기준 중위소득의 8어6이하 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1,374 59,490 71,788 

3인 92,410 95,295 93,띠8 

4인 112,792 126,195 114,241 

5인 133,811 153,025 135,662 

※육아휴직 ; 휴직기간 6개월 이상 ;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먼 그것으로 저|출 가능. 

휴직기간 6개월 미만 ;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한 

내역을제출. 

※건강보험료 금액이 0∼49%일 경우 전액지원, 50∼@%일 경우 

지원금액의 100/o 본인부담금 있음. 

선정방법 ※대상자 선정 시 기구당 최대 2인으로 제한 (임신부의 

경우, 태어날 아기 포함 2인으로 간주) 

선정인원;약 50명 

방 법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결과는개별통보 

문 으| ; 안양시 영양상담실 1r 031냉여5-3037 

12세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내 

기 간 ;연중 

대 상 ; 만 12세 여성 정소년 (2005.1.1. ∼ 2006. 12. 31. 출생재 

※ 2017년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 시행한 2α〕4년 

출생자는 2차 접종 무료지원 

내 용 ; 건강 상담, 사람묶종바이러스(H마) 예방접종R무료) 

* 건강싱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는6개월 간걱으로2호| 제공 

장 소 ; 보건소 및 사업 참여의료기관 

문 으| ; 안앙시 만안구 1r 031• 3045-3208, 3039 

안양시 동안구 1r 031• 3045-4898, 4400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안내 

대 상 ;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 2이2 9.1. ∼ 2이7 8. 31. 출생자 

기 간 ; 2이8. 4. 30. (월) 까지 

장 소 ; 전국 위탁 병 • 의원(※보건소는 접종하지 않음) 

※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νnip.어C.QO.kr) 

에서 의료기관 및 백신 수량 확인 후 방문바랍니다. 

문 의 ; 안앙시 만안구 1r 031경여5-3208,3039 

인앙시 동안구 1r 031냉여5-4898,4400 

! 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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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안양시일자리채용정보 

|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I 
크린토피아 크린토피아 하려 q_I 겨ζ그려 -기 무과 ._,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10-5248- 5763 월급 158만원(면접 후 협의), 

사원모집 여성우대 귀인로 15(호계동) 식사제공, 4대보험, 퇴직연금, 
(1 명) 주6일(평일 08:30∼17 :30, 

토 09 :00∼13:0이 

엠경기에이텍 서비스 흑랙무관;경력 1년이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388-8828 월급270만원(면접 후협의l ε뼈금 

엔지니어경력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관악대로 236 (비산동) 50%, 주5일 09:00∼18:00, 4대보험, 

사원 모집 (2명) 팔수, 인근거주자 차량 퇴직연금, 중식비지급, 차량유지비, 
소지자우대 교육비 지원, 자녀학자금지원 

안g볕꾸는 생활복지사 학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64-4553 월급 1a::r-100만원(면접 후협으I), 
지역아동센터 모집(1 명) 경력 1 년이상, g얀둥}로 148번길 36 주5일1 0 :00∼19:00, 4대보험, 

사회복지자격증필수 (박달동) 퇴직금 

(주)경남금속 사무경리회계 학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10-3763-4609 월급 170만원(면접 후 협으|), 
직원모집 경력 4년이상, 안양로 372번길 36 주6일 08 :30∼17 :30, 
(1 명) 컴퓨터활용능력 (안양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우수자우대 

태앙당인쇄(주) 물류관리원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71 -1251 월급 240만원, 주5일 
모집(1 명) 인근거주자 석수로 492 (석수동) 08 :30∼19 : 00, 4대보험, 

청년층우대 퇴직금,식사제공 

주식회사강동 도로설계경력 대졸(2∼3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345-0001 월급166∼416만원(면접 후 협의), 
사원모집 대졸(4년), 흥안대로 427번길 38 주5일 09:00∼18 : 00, 
(1 명) 경력 10년이상, (관앙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토목공학과우대 

태경주식회사 자재관리 학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22-2339 월급 166∼250만원(면접 후 협으I), 

사무원모집 경력 2년이상 덕천로 48번길 29 주5일 09:00∼18:00, 
(1 명) (안양동) 4대보험, 퇴직금, 식사제공 

(주)세진정밀 범용선반 학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10-7133-7491 월급 300만원 4대보험 퇴직금, 
조작원모집 경력 5년이상 만안로 340번길 12 식사제공, 주5일 월, 화, 목, 금 
(1 명) (안양동) 08 :30∼20 :30, 수 08 :30∼17:30,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 

(주)포스O~OI엔티 실내건축현장 고졸이상,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7-6247 월급 158∼183만원(면접 후 협의), 
감독직원 운전가능자우대, 경수대로 657 (호계동) 주5일 평일 08:30∼1 8:30, 
모집 (1 명) 건축분야기능사자격증 토요일 격주 근무 08:30∼13 :00, 

소지자우대 4대보험, 퇴직연금, 중식비지급 
(명시임금은주 40시간적용) 

(세차세대융합콘텐츠 대외협력부포럼 대졸(2∼3년)∼박사경력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2- 558-51 80 월급 198만원(면접 후 협의), 
~법협회 &사업기획 1 년 이상, 영어/중국어 시민대로 327번길 주5일 09 :00∼18 : 00, 

사무원모집 가능자우대,컴퓨터 11 -41 (관양동) 중식비지급, 4대보험, 퇴직연금 
(1 명) 활용능력우수자우대, (채용공고 사이트로 접수) 

비영리법인, 정부사업, 
컨퍼런스등운영 
경력자우대 



함께해요우리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 i n 。 옮뼈 n 「 * 

강태하 왕자닙 
2017년 3월 21일 훌생 

부모 아빠 강명원, 엄마 김현정 (만안구 석수동) 

태명 뚜둥이 

태몽 선비가길을가다가책을주면서덕담을해주는꿈 

태하에게하고싶은말 

태명처럼 뚜둥 생겨서 건-0하게 태어나준 고마운 우리 아들, 

동생을살뜰하게 챙기는우리 딸모두 행복하게 자라기 바랄게. 

지금처럼 밝은 미소 지으면서 모두에게 사랑주고사랑받는 

사람이 돼야해. 

안은찬 왕자님 
2017년 11월 14일훌생 

부모 아빠 안덕진, 엄마 박해정 (동안구부림동) 

태명 팽글이 

태몽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꿈 

은찬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 아가은효비H 은찬이의 미소는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단다. 지금처럼 항상 건a텀f고 밝고 행복하게 자라자∼ I 

우리아가사랑해! • 

든 맨。옳L 옮。내뿔그 p 
M ., 

이예원 공주님 
2017년 1월 3일 출생 

&ζ/參·

부모 아빠이세영,엄마윤선미 (동안구관양동) 

태명 튼튼이 

태몽 무지개색물고기들을떠나르는꿈 

예원이에게하고싶은말 

• 
• 
• 

아빠, 엄마의 바람대로 새해 이른둥이로 태어나준효녀 예원아 

보고만 있어도눈물이 날 정도로소중하고 귀한 내 아기 

항상 아빠, 엄마가옆에서 지커줄게, 사랑한다 

。A를 왕자님 

2017년 8월 17일 훌샘 

- / 

부모 아빠유영진,엄마한효정 (동안구평촌동) 

태명 대림이(待臨) 

태몽 맑은 연못에 작고 어여쁜금붕어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두손으로건져올리는꿈 

승현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를잦빠와집서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서로사랑하며 기쁘게 시간들을꾸며나가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 갓안양 가족이 된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01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후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드립니다. 안양시민의 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출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개 

접수방법 urianyang@korea.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Q매|의친가와외가에서도탄생의행복을함께공유할수있도록여분의‘우리안앙’을같이보내드립니다 아이의사진이실린우리인g떨선물해보세요| 

김재희 왕자님 
2017년 7뭘 22일 출생 

부모 아빠 김홍구, 엄마 박효진 (만안구 석수동) 

태명 쩍쩍이 

태몽 크고 예쁜복숭아를 안는꿈 

재희에게하고싶은말 

재희야, 엄마와아삐어|게 와줘서 고마워 ! 지금처럼만 밝고 

건S년대| 자라주럼! 너에게 더 넓은세상을보여줄게 

우리함께재미있고신나게살자| 

이다윤 왕자님 
2017년 4월 18일 출생 

부모 아빠이연성, 엄마권민정 (동안구부림동) 

태명 축복이 

태몽 키다란 나무에 대추열매가 대롱대롱 달린 꿈 

다윤이에게하고싶은말 

이나라 왕자님 
2017년 1월 12일 출생 

부모 아빠이지상, 엄마신수진 (만안구박달동) 

태명 우리나라 

태몽 황금성 

나라에게하고싶은말 

나라야∼ 1 년 동안 건S년때| 자라주어서 고마워∼ 
엄마, 아빠, 형님, 누나, 우리 모두는 나라가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 나라야, 사료「해 ! 

-‘ J ‘ 왕자님 

2017년 7월 24일 출생 

부모 아빠최현철,엄마김보희 (동안구호계동) 

태명 완사 (‘완전사랑해’의줄임말) 

태몽 아주큰에메랄드빛보석이나오는꿈 

수혁이에게하고싶은말 

58 I 59 

언제나밝고항상웃음을주는우리 다윤이* 

항상 건~하고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랄수 있게 엄마가 항상 

기도해M고맙고사랑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보물! 수혁이가 엄마, 아빠에게 와주어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단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 씩씩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자, 많이 많이 사랑해 



함께해요우리인양 | 기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7~족어l귀l 보Ll-1는 
λ}량으l 머lλ)A) 
이메일 (urianyang@korea . kr)로 

가족에게쓰는사랑의 메시지를보내주신 분중 

선정된분꺼|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ιFτt-~·강t운 VI/{ 핫f 

내가 낳은 내 딸이라서 그럴까?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먼 서운한 내 딸. 만나먼 포옹하고 뺨을 비비고 

손가락을 맞대며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게 좋단다 내가 

조금이라도 원하는 것은 모두 해결해주어 고맙고 너 

무나도 착한 내 딸o~. 내가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좋지 

않은데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여행도 가주기 

도 했지.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먼 항상 같이 가주 

는 게 말하지 않아도 고생스러운 거 안다 그래도 사 

랑하는 내 딸과맥주한잔마시며 이런 얘기 저런 얘 

기하면 너무 좋단다. 항상 “사랑한다’, “고맙다” 말하 

면서백살까지더살고싶구나 

운/~//{펀 Iι깥1 f-17 {-

잦 1(/-11 {- ι jζ정Ao-fv/
τl 

언니∼ 둘째 임신 중이라 입덧하면서도 꼬박꼬박 시율이 밥 챙겨주고 놀아 

주는모습을보면 요싹러우먼서도 엄마는 참위대한존재라는 걸 언니를보 

면서 또 한번 느껴! 매일 한집에서 보던 언니가 가정을 꾸려 엄마가 되었다 

니 아직까지도 어색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그러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형 

부랑 알콩달콩 잘 지냈으먼 좋겠고 나에게 예쁜조카들을 선물해줘서 고마 

워∼! 언니가둘째 태교히느라 시율이 키우느라 힘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시율이가자라는동안나도언니를도와서 사랑으로보살펴주고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건강한아이로성장할수 있도록 기원하고도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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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안녕? 결흔히고 따로 산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지 기 

억도 안 나네. 평소에 그렇게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같이 안산다고 허전하고그러네. 누나는 아직 알 

콩달콤 행복해서 그런 거 못느끼지!? 내가요즘 취업 때문에 힘 

들어하니까 명절에 와서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지금도 멀 

리 떨어져 있지만 인생 선배이자 힘이 되는 누나에게 많이 물어 

보고 의지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 같아 걱정하지 말고 누 

나는 행복한 신혼생활 즐기길 바랄게! 꼭 좋은 곳 취업해서 자 

료얀러운동생이란 걸 증명해줄게! 고마워 누나! 

죠/,~갚커t 전(~η 촉농감이 

t:.> f.참?← 

매달 우편함에서 만났던 ‘우리안양’ 덕분에 아들에게 펀지를 쓰게 

되는구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산 노란 병아리를 키우며 보여줬던 

순수했던 너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벌써 군생활 마치고 건강한청년 

으로 돌0~.2다니 뿌듯히고 자료남럽구나 평소에 챙겨주지도 못했 

는데 바르게 잘 자라주고 단체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는 아들! 모든 

게 정말고맙고지금하고자하는 ‘연기자의 꿈’도꼭 이룰수 있을 거 

야! 항상꿈은크게 가질수록좋은 거란다 아직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 도전해보럼. 언제나 너의 뒤에서 응원히고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아들민호! 



함께해요우리안양 | 다른그림찾기 

탱다른그림찾기 
온통 분홍빛으로 가득한 봄의 동산, 새 옷으로 갈아입은 진달래 동산으로 꽃구경 갈까요? 

그림 속 다른 그림(6개)를 찾아보세요! 

※ 상기 삽호}는 호겨12동 (쥐효성 안양공장의 진달래동산에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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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영상이 TV에 나온다고?? 

훗f묶선)i받송 2018 
깨H될’명샅 를즉E표훗것 

를휠훨뻐l 

-률꽉힘합웰- -를궐흘릴표훨-
-내가경험한선거 

-제핵 전국동시지방선거에대해1 

-내가바라는선거는이런모습 

-일&언|소소한감동올전하는내용 

-여행,취미,지식,행사생활, 요리등많은 
시청자와공유하고싶은다~한내용 

-아름다운선거행복한우리동네등 

홉웰월. 
- 대한민국국민 누구나(개인 및 지원 가능) 

률훨휠l 
- 응모 기간 : 2018. 2. 19. (월) ∼ 5. 25. (금) 

- 응모 방법 ; 제작한 영상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 
(etv _contest@naver.com) 

.낼뼈. 
1) 해상도 : 1280x720 픽셀(HD급) 이상 

2) 확장자 : mp4, wmv, avi, m。v

-영상길이 제한없음 
-영상형식 광고 뉴스,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비 등자유형식 

.출월빼l 
구분 접수마감일 심의기간 첫 방송일자 

제 1호| 2. 28. (수) 3. 1.(목) ∼ 5. (월) 3. 6. (화) 

제 2호| 3. 31.(토) 4. 1.(일) ∼ 5. (목) 4. 6. (금) 

제 3호| 4. 30 . (월) 5. 1.(호” ∼ 3. (목) 5. 4. (금) 

제 4회 5. 25. (금) 5. 28. (월) ∼ 31. (목) 6. 1 . (금) 

※ 방송 시ζ멸 고려하여 각 회당 3∼4편의 시청자영상이 선정됩니다 

릎휠흩뀔센 
- 발표 : 2018. 6. 1.(금) 

- 시상 : 2018. 6. 여|정 ※ 추후 변동 가능 
띤위친원) 

구분 분야 훈격 작품수 상금 합계 

대상 통합 중앙위원장상 1 1000 1 000 

최우수상 선거 자유 중앙위원장상 1 1 700 1400 

우수상 선거 자유 1 1 500 1 000 

장려상 선거 자유 2 2 300 1,200 

*접수기간중매월 우수작을선정하여 방송하고, 선정된 우수작에 대하여 

최종수상작품선정과는별도로소정의 상품을, 참가자모두에게는 기념품을드립니다 

힌국션떻쫓 문의 ~ 070-4365-5509 

“ 
한국션,.,방송은 

여러분으|놀이터! 

여러분으l 영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귀방송을 :i:H워주서|요! 

~ etv_contest@삐er.com 廳 http:νwww.etv.go. k매 



함께해요우리안양 | 시민플러스 

누가뭐라해도 

내 누나,우리 누나 
글 이기철 (동안구 관악대로) 

나에겐 누나가 하나 있다. 있었다고 해야 하나? 조금 

은 특별한 기슴 한쪽이 시리고 저린 나의 하나뿐인 형 

제, 나의 누나 이야기이다. 누나와 나는 4살 터울, 다 

른 집 오누이처럼 사소한 것에 씨우고 삐지는 일은 없 

었다. 남들이 보면 부럽다고들 하겠지만, 나의 이야기 

를 듣게 된다면 과연 부러워만 할까? 

우리 누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랐다. 어릴 때는 

다르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느끼지 못했다. 누구보다 

건강하다 느껄 만큼 체력도 좋아서 태권도도 잘했고, 

나랑뒷산도잘탔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시춘기가 됐을 무렵엔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지만 남들과 다른 우리 누나가 창피했 

다. 덩치도 크고 얼굴엔 여드름 같은 흉터가 잔뜩 있 

고 어눌한 말투에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누나가 창 

피스러워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했던 적도 있었다. 

그래도 우리 누나는 나의 못난 마음을 알아서 그랬는 

지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었었다. 

시간이 흘러 나도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 

는 예쁜 여자친구도 생기고 고민이 많았다. 왜냐하면 

그전 여자친구들에게 장애가 있는 우리 누나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멀어져 가고 헤어지기 일쑤였기 때 

문에 ... 누나가 부끄럽진 않았지만 다시 거절당할까 두 

려웠다. 오랜 생각 끝에 이야기를 꺼냈는데 나의 두려 

움이 전해진 걸까? 오히려 그녀는 회를 냈다. 아픈 누 

나가 부끄럽냐고 .. 아픈 건 잘못이 아니라고 그녀의 

아버지도 군대에서 다치셔서 장애가 있으시다고. ‘그 

래, 맞다 .. 내가 사람을 잘 봤군 .. ’ 그래서 그런지 그녀 

를더사랑하게된거같다. 

그녀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고 누나는 살갑게는 아니 

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게 생각 

했다. 점점 시간이 흘러 나는 그녀와 결혼을 했고 아 

이도낳았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나는 결혼을 하고 한집에서 같이 

살았다. 아픈 누나를 위해서였다. 같이 살며 조카도 

보고 여동생도 생기고 외롭지 않기 바라는 어머니의 

오랜 바람이셨다. 고맙게도 그녀는 흔쾌히 응했고 누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고 사랑했다. 정말 고마 

울따름이었다. 

그사이 우리 누나는 몸은 많이 망가지고 변해지는 걸 

우리 식구 누구도 알지 못했다.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 

는 없었지만.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오기 시작 

했다. 산도 잘 타던 우리 누나였는데 .. 집에서 잠시 밖 

으로 산책하는 거조차 숨이 차서 걷기가 힘들어지더 

니 집에서도 거실에서 화장실까지도 힘들고. 집안에서 

의 생활조차 숨이 차서 힘들어졌다. 속수무책이란 말 

이 이렇게 와닿을 줄이야 ..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 

다. 병원에서는 머릿속에 있던 혹이 점점 내장 쪽으로 

내려와서 장기 속에 다 붙어서 장기들이 서서히 망가 

져 간다는 설명이었다. 청천벽력이었다. 병원 의사로 

부터 사형선고 아닌 선고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산소호흡기 

의 ‘t을 늘리고도 숨이 차서 소 대변을 받아낼 수밖 

에 없었고 침대에 앉아서만 생활하다 보니 다리가 부 

었다. 그럼에도 순수한 우리 누나는 늘 미래를 꿈꿨고 

많이 아프면서도 늘 웃었고 행복해했다. 여느 날과 마 

찬가지로 누나는 보러 갔을 땐 명소랑 같았는데 느낌 

이 이상했다. 누나가 어지럽다 했고 기운이 없어 보 

였다. 그러면서도 어서 가라고 나를 채근했다. 힘없이 

손을 흔들던 누나 모습이 마지막이었을 줄은 정말 몰 

랐다. 지금 내 나이 36. 늘 아폈지만 웃음을 잃지 않 

고 순수하게 36해를 살다간 우리 누나가 너무너무 보 

고싶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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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향기 
글 강민지 (동안구 관펑로) 

20 1 7년 2월 1 5일 너는 무지개 너머로 왔다 

일곱 빛깔 무지개색으로. 

조막만 한 너의 몸이 부서질까 

너의 작은손가락이 부러질까 

감히만질수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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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는 표현 못할 

감동의너울이 

순간너와니를 에워싼다 

천사들이 무지개다리로 념어온다지? 

아마도 너는 거기서 왔나 보다 

무지개향기를품고.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시·수필 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건등 (분량은 A41장이내) 

접수 01 머|일(urianyang@korea . kr) 또는팩스(F 031-8045-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031 -8045-2018) 

※원고를보내실때는이름 주소 전화번호를정확히적어주세요 보내주신원고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안앙사람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랑상품권’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횡(다운로되 

3. 안양 관내 5대 전통시ε때|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ε엔회 가입 점포) 



함께해요우리안양 | 열린 편집실 

훌훨 
독자으|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rianyang@korea . k 「)로 

소중한독자의건을보내주신분중 

선정된분께는‘인앙사람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마감) 

우리안~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앙시 홈페이지(www.anyang . go . kr) 

또는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 ‘우리안앙’을 

통해 볼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8045-2018 

스마트폴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을만나세요 

안드로이드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업 다운로드 

”~~~~~~~~~~~~~,6' ~ 

알랑가몰라! 우리 고장 안양의 따끈한 소식은 〈우리안양〉을 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최신의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안앙을 연고지로 한 유명 아이스하키 

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 펑창 동계올림픽에 안앙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들 

이 대거 참여한다는 사실은 지난 2월호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것도 외국출신. 더욱 놀라 

운 것은 ‘한국 귀화 4인방’ 선수들이 있다는 점. 글로벌 시대의 한 단면인가 봅니다. 그리 

고 이 종목 국가대표 예비명단 소속 32명 가운데 12명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니 자랑 

스럽습니다. 알랑가몰라, 우린 안양 스타일| 

김앙근 (동안구 관펑로) 

늘 아파트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우리안양〉. 한 권 들고 들어가서 앉은 자리에서 쭈욱∼ 

잘 일고 있습니다. 안앙시의 다양한 정보와 다채롭고 알찬 구성으로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코너는 과거와 현재의 사진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는 재미 

도있구요 

제보가 또 안양시민들이어서 더욱더 재미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을 한 번 찾아보고 

저|보해보려 합니다M 저는 집 앞이 중앙시장, 남부시장이어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만 이 

용해 봤는데 정이 넘치는 안양 전통시장을 보니 다른 시장들도 가봐야겠다는 생각01∼AA 

들었습니다. 관양, 박달, 호계 시장 지도 하나 들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었으니 봄나물 

도 사고 시장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나들이 한 번 가보f야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와 소식으 

로 자랑스러운 안양입니다. 저도 멋진 도시 안양에서 안양인으로 열심히 멋진 2018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자연 (만안구 삼덕로) 

매달 찾아오는 우리고장 지킴이님, 참 고운 소식 물고 오시네요. 반려건을 기르는 초보 멍 

멍이맘입니다. 울고장에도 반려건 놀이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맞는지요? 

저출산 시대라서 생활매턴도 변호f를 따라가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에 대한 존 

중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추억은 엄마 품이었으니까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사랑은 지구에서 공존하는 동반자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지 

구를 지켜나가는데 한몫 하고 싶습니다. 

이병희 (동안구 동안로) 

내가 사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 듬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우리안앙〉에 다 실려 있네요. ‘문화 행사들을 늘 즐기며 살아야지 .. 살아 

야지 .. ’ 하면서도 막상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우리안양〉의 ‘인문캘린더’ 떼이지를 펼 

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갈 수 있겠어요 무 

료로 진행되는 전시들도 많으니 더욱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일자리 채용정보가 한 페이지 

를 장식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정년실업 말이 아닌데, 많은 정년 

들이 안앙시 일자리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도전에도 성공했으면 해요∼ 우리나라 청 

년들힘내요! 

강은경 (만안구 석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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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성황리에 끝마친 평장 동계올림픽! 우리 안양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안양 출신의 선수가 있는 지 몰랐네요. 〈우리안양〉이 아니었으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 

나갈 뻔했네요. 저도 모르게 경기 순간을 상상하면서 정독을 하게 됐네요.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느꼈던 감정이 다 

시 떠오르는 거 같았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대표 선수도 있던데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저로서는 정말 대건스럽 

고 한편으로는 “나는 떳떳하게 생활하지 못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네요.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있지만 안앙시민을 대신해 “고생했어요|”, ”최고예요「라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수들이 봐주면 좋겠 

네요M) 4년 뒤 있을 동계올림픽에서도 안양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의 선수들은 아직 

어려서 기회가 많을 거 같기 때문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양시민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네요, 이런 정보를 준 

〈우리안양〉도 고맙습니다 

이효엽 (동안구 비산로) 

이번 기회에 〈우리안양〉이란 책을 처음 알게 됐어요. 월 말이라 은행 업무가 밀려서 은행에서 시계만 보며 지루하 

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안양〉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길었던 대기변호가 코앞 

까지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넋을 놓고 봤네요. 처음부터 정독하게 된 이유는 사랑의 온도탑 때문이에요. 사실 범계 

역 로데오거리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 중앙분수대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에서 기부를 참여했었어요. 그런 작은 

참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안양시가 경기도 최초로 100도를 달성했다니 괜히 더 뿌듯하고 벅차오르네요, 앞으로도 

〈우리안앙〉은 꼬박꼬박 챙겨보게 될 거 같아요. 생활정보부터 안양소식까지 모두 담겨있으니 안앙시민으로서 필독 

해야될월간지같아서요 

김지숙 (만안구 덕천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네요∼ 생활의 됩 코너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시민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콘텐츠라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호에 있던 냉이전을 직접 만들어 보며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간단한 레시피라 고민 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진처럼 예쁘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비슷하 

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여 〈우리안앙〉에 나온 사진과 비슷한 구조로 사진을 찍어 제 인스타그램에도 자랑을 하였 

습니다 멋글이 많이 달려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저희 시민들이 쉽게 해 볼 수 있는 좋은 주저|로 부탁드러요 

이주리 (동안구 경수대로) 

.훌 
62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양〉을 사랑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잦브셨나요? 정답은 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우리안양 | 안양 만들기 

안g뼈l솔~원 
대표건축물 
‘안양파빌리온’ 묘탤를기 

r lnstructi。n. , 

l 口 ~c느= 버 I 
l L..!-L- l:::::i J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0지붕 

지붕은접는선을 
접어준비해주세요 

@외벽 1, 2, 3 

외벽1을설명과같이 

만들어주세요 
외벽 1 , 2 , 3을서로 

붙여서 벽을 만들어 주세요 

.정문 

정문을 그림과 같이 만들어 주세요 

나무를 겹붙이기 하여 만든 후 

파빌리온관의 정원에 심어주세요, 

〈}부지 

1 . 정문을 외벽에 붙여 주세요. 
2. 1 번으로 만든 벽에 파빌리온관의 
상징인 지붕을 붙여 주세요. 

3. 오|벽에 올려접기한부분의 변호와 
바닥에 풀 붙이는 곳의 변호를 

맞추어붙여주서|요 

안양시의 대표 건축물인 ‘안E깐I~빌리온’은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전시관으로 내부 웰 구조가 다~한 

곡면을 이루며 독특한 건축미를 쁨내고 있습니다. ‘공원도서관’, 

‘프로젝트 아뻐|브’ ‘APAP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01 

운영되고 있는 안g깐과빌리온, 함께 만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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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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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 어제와오늘 

1970년대 안양천에서 바라본 덕천마을 지역 사진이다. 넓 

은 벌판으로 이어졌다 하여 벌터라 불렸던 이곳은 1960년 

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지역이 농경지였으나 안양이 공업 

지역으로 변하면서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1977년 안양 대홍수 때 안양천이 범람하여 공장과 주택 

상가등이 물에 잠겨 수재민이 발생하자수재민촌이라고도 

불렀으며 그 해 마을 명칭을 덕천(德果)미을이라 이름 지 

어 미을 입구에 초석을 세웠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역이 

었던 이 미을에 대해 2013년 재개발사업을 실시, 총면적 

25만 7,600m2 면적에 38개동 4,250가구의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어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안양천이 바로 

옆에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하였다. 

글·사진 이정범(박듣잉동 우성@ 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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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여l술을 
품어l 안은 
5월의안양 

표지이야기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5월,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 김중업과 세계 3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건축 대가(大家) 두 명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전시회가 

3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안양예술공원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이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이들의 작업 공간 

‘아틀리에 르 코르뷔지에’에서 두 거장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CONTENTS 
MAY 201 8 I VOL.270 

~ 부i!l안양 

-... ,, .. 
표지 김중업박물관 

사진 스튜디오매드 

일러스트 UNIOUIST 

回훨훨回 OR코드를 
」.,,.,:반돈r‘ι5 스마트폰에찍어보세요| 
꽉뿜.흙켜l 〈우리안똥을 

겉면훌톨봐.i 읽어보실수있습니다 
민j빼tJ '~ www.anyang.go.kr 

<> www.anyang . ga . k「

텀 www.facebook.com/anyanglove 

잉 www.twitter.com/anyanglove 

m www.blog .anyang .go.kr 

살고싶은우리안양 

04 우리동네안양 

08 더좋은안양 

10 설레는안양 

12 생생한안양 

14 안양에서하루놀기 

행복한우리안양 

18 우리동네사랑꾼 

20 특별한이야기 

23 캠페인 

24 한마음한뜻 

28 여전히청훈 

30 세상을 바꾸는 희망기업 

인문도시우리안양 

32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34 배움마당 

36 생활의탑 

38 마음의한줄 

39 공연소식 

40 인문캘린더 

함께해요우리안양 

42 행복한변화 

60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박달하수처리장의 새로운 변화 

안양시문화예술시설 

제22회 안양시 정소년축제 

엠저|로(M이 프로젝트 타임캡슐 개봉식 

김중업 작고 30주기 기념 특별전 

보드게임 봉사팀 ‘프렌즈’ 

프로글퍼‘홍란’ 

가족사랑말하기 

안양시축구협회 

경기실버포럼 박랑자 어르신 

임팩코리o~주) 

명학바위 

우리마을생동감스토리 

봄 내음 폴폴 냐는 피크닉 도시락 

초록으로물드는 ‘봄’, 독서로 영혼을물들이다 

꽃항기 흩날리는 5월의 공연소식 

5월의인문캘린더 

62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64 다른그림찾기 

66 시민플러스 

68 열린편집실 

70 안양만들기 

72 어제와오늘 

우리안양VOL.270 

발행일 201 8. 4. 25 

발행인 안양시장 이필운 

편집인 안양시 홍보기획관 임승용 

발행처 안양시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양의 안전지킴이 ‘서|흐|’ 만들기 

안앙시만안구안양5동 

주소 경기도 안앙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화 031-8045-201 8 

기획 · 디자인 ·제작 디자인매드 031 -442-2273 

〈우리안양〉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살고싶은우리안양 | 우리동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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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들띈}수처리장의 새로운 변화, 

안양새물공원 

| 만맡재풀콩원頭립펄 만~H ____ .... 
약 18만m2으| 규모의 안양새물공원은 

각종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휴식을선사한다.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다~한 체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 신청(휴오푼예정)후 

이용가능하다-

안양새물공원의개요와 

시설이용방법을 함께 알아보자. 

※준공기념석 제막식 ; 2이 8. 4. 10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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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우리안양 | 우리동네 안양 

통힘악취배출구 

동파되고, 녹슬던 하수처리시설 ‘지하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방이 개방된 지상에 위치해 있어 비가 오면 시설에 녹이 슬고 추운 날이면 동파되어 어려 

웅이 따르던 박달히수처리장이 지하로 내려가니 유지 및 보수가 훨씬 편리해졌다. 또한, 하 

수처리시설 능력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됐다. 안양새물공원 지하에 자리 잡은 히수처리시 

설은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해 ‘제2의 안 

양천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분산돼있던 악취배출구를 하나로 통합해 주변 악취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히수찌꺼기를 최종 처분할 수 있는 건조시설도 설치해 안정적 

이고 경제적인 최종 처분이 기능하게끔 했다. 

여느 누구나 더러움에서 멀어지고 싶어한다. 안양새물공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혐오시설 

로 인식되는 시설의 진입을 반대히는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도심지의 환경 기초시설이 주민의 생활공간과 충분히 어우러 

질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처품활동으로 한 템포 ‘수|어가기’ 

빠르게 돌아가는도시 그속에 자리 잡은도심 속공 

원은 시민들에게 쉽터이자 휴식처요, 잠시나마의 ‘틈’ 

을선사히는공간이다. 

특히 안양이 관할하는 안양새물공원은 시민들이 언제 

나 방문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위주 

로 조성하였다.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 

구장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다%댄f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했다. 

이외에도 홍보관 및 잔디광장, 자전거 스테이션, 어린 

이 놀이터 등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접근성도 

걱정할 필요 없다. 안양천변에서 산책하던 시민들도 

바로 안양새물공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설치해 공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수 있게 도왔다. 

체육시설 등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로 개방될 안양새 

물공원에서 푸르른 녹음과 함께 긴장을 잠시 늦추고 

휴식하는 안양 시민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그려본다. 

제막식 4. 10. (화) 기 실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는 마무리 단장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방 예정이라고 밝힐 (4. 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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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새물공원시설안내 단위 원 

시설명 사용구분 
체육행사 체육외행사 

비고 
영일 토·공휴일 영일 토·공휴일 

인조잔디 주간 40,000 50,000 10(] ,000 150 000 

혹구장 
- 1 회대관 2시간기준 

야간 50,000 60,000 150 00[] 200 000 

주간 30,000 40,000 
풋실장 - 1 회 대관 2시간기준 

야간 40,000 50,000 

주간 10 000 1500(]
족구장 - 1회대관2시간기준 

야간 15000 20000 

주간 3500 5 000 - 1 연 1시간기준(최대 3시간이용) 

테니스장 
- 8쩌|는 30명 이상으로 30%할인 

-어린이는 50%할인 
야간 6500 9500 - 1 시간미만은 1시간으로간주 

※ 뭇살장·족구장 · 테니스장 이용팀 내 관외거주자가 50% 이상일 시, 우| 요금에서 30% 가산 

- 신청방법 안앙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신청 (추후 오푼 예정) 

- 문의 안앙시시설관리공단 031 -389-5284∼5 

새물공원에대한 
이야기를들어봤어요! 

6 I 7 

“냄새가사라진 안양새물공원에서 
얼른 여유를즐기고싶어요” 
박형준씨(34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절로 상쾌해지네요 

특히 새물공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과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뜻갚은것 같아요. 

“박들팅}수처리장의 
놀라운 변신이 기대되네요.” 
김명진씨(36서|) 

집 근처는 자동치들이 많이 오고 가서 

아이와 함께 산책할 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새물공원이 개방되고 나면 쾌적한 공E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되네요 



살고싶은우리안양 | 더좋은안양 

부 11 듣는 

즐거움이 ]~특! 
안양시문호뼈l술어l 
푹빠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는 그곳을 대표하는 문호배|술시설이 있다. 

안양시 또한 문화예술 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콘텐츠· 예술· 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안양시 문화예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안양시 문화예솔 시설 현황 

현헬도서관 공공도서관 107H 
작은도서관 72개 

공연장 
아트센터 2개 

아트흘 

공립박물관 2개 
사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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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문화예출재단 문화예솔 프로젝트 현황 

건수 30 

14 

훌훌 
기획공연 촉제및야외공연 

이승환콘서트 안앙충혼벚꽃축제 

~흐|은콘서트 요얻j-Of줌口t축제 

백건우피아노리사이틀 안양시민축제 

클래식공연 8. 15광복기념음악회 

3 

뀔훨 
APAP(안양공공예슐프로젝트j 

APAP 투/더 

APAF' 악동투어 

APAP와섬께하는 
재츠L o-OJE 

[2017년기준] 

10 

뚫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전시교육사업 

시민참여박물관사업 

동네아지트 in 뮤지엄 

κχ) 

ζ~ 

안양 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 프로젝트 관람객 현황 [2017년기준] 

A8A88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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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15, 15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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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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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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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1 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댄스공연 무대 

제22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5월 26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온다! 

청소년들이 무한한 끼와 밝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안양시 청소년축제’가 평촌 중앙공원에서 진행된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학생들에게 허락된 자유로운 하루를 즐기기 위해 

μ‘ 청소년들이 스스로 톡톡 튀는 축제를 기획했다. 

자유에 나를 던지다, ‘자유로드롭’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억압과 입력은 청소년 

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고 문화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Margaret Mead)는 말했다. 

과도한학습시간과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등에 지친 대한민국 청 

소년들에게 주어진 적당한 자유는 활력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곤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지유롭게 참여해 자신들이 원히는 놀이문 

회를 형성히는 ‘안양시 청소년축제’가 5월 26일 토요일 평촌 중앙 

공원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 

• 
• 
~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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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지친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청소년들이 복 

잡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현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안양시 청소년축제의 올해 주제는 ‘자유 

(Freedom)’이며, 슬로건은 ‘자유에 니를 던지다, 자유로 드롭’으 

로 청소년들이 반복된 일상과 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축제가 

진행되는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꾸였다. 또한 전반적인 

축제의 구성 및 운영계획은 안양시청소년재단 동안청소년수련 

관과 안양시청소년축제기획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인 

구성과 운영을 의논했다. 
저122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기획단 

션i칙합 ,~ .. j\'! ~r~ 

쫓 
22th오빵시앵소년측쩨’‘ . ’ 
xi;유빼 * 
L~를 I껴~ICJ-

• ’를를 L -

[ :x뿌로끓] 

제22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포스터 

문의 동안청소년수련관 031-8045-4941 

‘스트레스’, ‘학업’, ‘틀’, 모두 안녕∼ 

과도한 학습시간과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강제적인 야간지율학습 

등은 청소년들을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기 충분하다. 그동안 주로 

책상 앞이나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청소년들이 직접 

폼을 움직이고 죠배할 수 있도록 이번 축제에서는 다‘F한 체험부스 

가마련될예정이다. 

총 30개로 이루어진 체험 · 이벤트 부스는 ‘자유’라는 주제와 맥을 이 

어 특정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청소년 

들이 축제를 통해 자유를 즐기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자 

유 네컷’ 무료 사진관, 너프건을 이용한 ‘자유를 향해 싹라!’, 체험 부 

스와 축제 만족도 설문조시에 참여하여 받은 도장으로 빙고를 채울 

수 있는 ‘체험부스 자유이용권’ 등의 다OJ=한 체험거리와 이벤트가 진 

행되며, 행시에 참여한 청소년 및 안양 시민들에게 푸짐한 상품이 

증정된다. 

(※ 이벤트 및 체험부스는추후 일정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이어지는 저녁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락밴드, 댄스팀 등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력있는 m팀의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경기방송 녹화와 함께 치타, 키썽, 더이스트라이트, 

14U, P ·O·P 등 인기 기수들이 무대를꾸며 안양 청소년들의 축제를 

더욱 빛내줄 예정이다. (※ 공연팀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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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APAP 2007’ 
과거의추억속으로! 
웹제로(M이 프로젝트 타임캡슐 개봉식 

옛 기억을 떠올랄 수 있는 물건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으| 주인공처럼 시간탐험을 하는 느낌이 들까? 

지난 3월 24일 안양파빌리온에서는 ‘2007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사업’으| 

일환이었던 ‘엠저|로(M이 프로젝트’으| 타임캡슐 개봉식이 있었다. 

마사토 나카무라가 제작한 엠제로 구조물 내부에는 2007년 당시 신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오동나무상자에 간직한 추억이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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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캡슐’ 속에 

보관되어있던 

오동나무상자 

선생님, 친구들Orv 그 시절이 그리워 

‘롱다리’, ‘거부기’, ‘생각벌레’, ‘졸라맨’, ‘덜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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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 아이들의 별명이 새겨진 타임캡슐 상자가 행사장 한 쪽에서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 

다. 오후 2시가 다가오자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반가운 인시를 건냈 

다. 여기저기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행사장 안을 가득 메웠다. 사 

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리며 엠제로 프로젝트를 소개한 뒤 타임캡슐 장막의 버튼을 누른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가장 먼저 추억이 담긴 상자를 건네받은 임장빈 군의 상자 속에는 3학년 2학기 당시 수여받 

은 흐L급 반장 임명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어머니가 쓰신 육아일기도 함께 보관되어 있었 

다. 친구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자 머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임 군은 “이제야 기억이 난 

다”며 “임명장을보는순간 5학년 때의 추억뿐만아니라 3학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기억이 

새롭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40여 명의 학생들은 상자를 들여다보며 친구들과 추억을 얘 

기하고 아련한 기억의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년이 지나 다시 열어본 상자 속에는 

당시 5학년 학생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만화교본과 장난감 우정편지 그리고 유희왕 카드가 

1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훌쩍 자라 어른이 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화를기리며놀았던 개구쟁이시절이 

기 시절로 돌or간 것 같or요 다JJ 샘각나요 엠제로 프로젝트(마사토L바무라,2007) 

/ 
기술이 발전하며 사라진 전신주 대신 

상자 안에는 제가 그렸던 만화 습작 노트 한창 칠없이 뛰어다니던 개구쟁이 시절이 
등장한 배전탑을 덮는 형태의 구조물 

로 ‘모률 원(M1) 유니트’에서 영감을 받 
가 여러 권 있어요 친구들에게 쓴 편지와 라 그땐 타임캡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아 만들었다 각각의 구조물은 표지판, 
사진도 있고요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한 지폐를 상자에 넣으며 ‘10년 뒤에 화폐가 재활용 분리수거 체험기, 타임캡슐 등의 
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 상 어떻게 변해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이 중 타임캡슐은 

자를 열어보니 그 시절이 생각나요 같아요 세월이 지나 이렇게 상자를 열어 2007년 당시 신기초등학교 5학년 학생 

보니감회가새롭습니다 들이 참여하여 제작했으며, 10년 뒤인 

지수빈양 박영흔군 
2018년 3월 24일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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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핀즈어 
I그0 t::::I, 

르 큐 를부IA!I어I, 
그들의여접을 
도|롤o~보다 

1952년 10월 17일, 베니스 

“료 로료부l;r.J.어l 섣썽이 앞습니까? 

닿싣의 저l자가 도l교 갚습니t:: l-'’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개념을 효반한 사람, 

사람의 평균 신체 치수에 기반한 측량 단위를 개발한 사람, 

기둥으로 건물을 공중으로 띄우는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사람, 

바로르코르뷔지에다. 

그의 유일한 효택인 제자 김중업과 그가 함께 일했던 당시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바로 우리 지역, 안g빼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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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4 

1 르 코르뷔지에의 아틀리에 재현공간 

2 전시가 진행되는 특별전시관 

3 대한민국 1세대건축가김중업 

4 김중업이 참여한 설계도면에 새겨진 그의 서명,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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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건축가, 

김중업’ 
르코르뷔지에 

대한민국 건축 역시장 걸출한 족적을 남긴 김중업, 그 

는 1952년 베니스에서 르 코르뷔지에와 운명적으로 

마주한다.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김중업 

은 테스트를 거쳐 아틀리에의 일원으로 선발되었고, 

약 3년 2개월 동안 당시 피-리 세브르가 35번지에 있 

던 ‘아틀리에 르 코르뷔지에’에서 총 12개의 작품에 

참여해 무려 320여 장에 달하는 도면에 ‘KJM’이라는 

그의 성을 뚜렷하게 남겼다. 

이 시기에 그가 참여했던 작업들을 통해 김중업 건축 

사(史)의 시작점은 물론, 한국 현대건축과 서구 모더 

니즘건축이 어떻게 조회를이루게 되었는지를확인 

할수있다. 

르 코르뷔지에의 이틀리에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최 

전선을 경험한 뒤 귀국한 김중업은 명보극장(1956), 

주한 프랑스 대사관(196이, 서산부인과의원(1965) 등 

을 선보여 대한민국의 건축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르 코르뷔지에와 김중업,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아 

있는 그들의 건축물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며 그들이 현재진행형 건축가로 기억되는데 이바지 

하고있다. 

| O틸리에i(atel i 
화가.조각가.공예가‘건축가.사진가등의 

작업장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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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업, 

그의건축인생 

안양시민들의 문화 공간인 안양예술공원에는 우리나라 근대 건축 

계의 거장, 김중업의 숨결을 느껄 수 있는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자 

리잡고있다. 

이곳은 특별전시관 교육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안.빡물관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히 김중업건축박물관은 그의 초기 작품으로 (주)유 

유산업의 안양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 했으며, 건물에 

조각 작품을 접목시키는 등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김중업 작고 

30주기를 맞아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 2층에서는 ‘김중업, 

르 코르뷔지에를 만나다:파리 세브르가 35번지의 기억’ 특별 전시 

회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의 건축 인생을 돌이켜보는 이번 전시는 김중업의 건축 여정을 

시간 순서대로 쫓아가며 그가 르 코르뷔지에 이틀리에 근무했을 당 

시 참여했던 작품이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르 코르뷔지에 재단’과 협력하여 김중업이 그 

렸던 도면 전체를 목록화하고 그 중 주요 작품 10개와 원본 자료 

123점을대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김중업 Kim Chung-up 
(1922. 3. 9. ∼ 1988. 5. 11 .) 

‘건축은 인간에의 찬가다’ 

대한민국 1서|대 건축가.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유일한한국인제자로 

한국 현대 건축의 기반을 닦았다 

주한프랑스대사관, 서산부인과의원, 

서울올림픽 기념 조형물 평화의 문 등 

한국 현대건축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선보였다 



그들의 

숨결을낭기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 전쟁과 피난, 꿈과 모험’을 비롯해 ‘아틀리에 르 

코르뷔지에’, ‘아메다바드, 세 개의 건축’ ‘새로운 도시 상디갈’, ‘1957, 김 

중업건축작품전’ 등 총 네 개의 구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1층에는 당시 

파리 세브르가 35번지에 위치한 르 코르뷔지에의 아틀리에를 부분적으 

로 복원해 설계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그의 개인 

사무실 또한 재현해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작업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E자 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인도 상디갈 프로젝트’로 의사 

당, 행정청사, 고등법원, 주지사관저 등 네 개 건물의 주요 도면들을 모 

두살펴볼수있다. 

쉽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현대인들에게는 휴식이 절실하다. 연초마다 많 

은 이들이 ‘올해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문화인으로 거듭나리라!’하고 결심 

히곤 하지만 마음먹은 바외는 다르게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것이 쉽지만 

은 않다. 우리 안양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문회예술공간, 안양예술공원을 

찾아가분주한 일싱써l 감성을 더히는 쉽표를 찍어보는 것은 어떨까. 

--1 

2 

1 인도상디갈고등법원 

2 르 코르뷔지에 재단을 통해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인도 상디갈 의사당의 실제 모형 

3 인도상디갈프로젝트전시관 

룰률괄뭘l 

기간 2018.3. 31 (토) - 2이 8. 6. 17. (일) 

장소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1, 2층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매주 월요일 ※ 단, 5월 7일(월) 개관, 5월 8일(화) 휴관 

주차 안양예술공원 공영주차장 이용 

문으| 031-6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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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코르뷔지에 Le Corbus1e「

(1887. 10. 6. ∼ 1965. 8. 27 .) 

‘삶 자체가 하나의 건축물이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건축가로모더니즘건축의 대명사.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를 도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사보아주택, 

롱상 성당, 초|초의 현대식 아파트인 

마르세이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 등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주고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1369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 

www.ayac.oιkr/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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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로 ‘사량’을 L~눠요 
보드게임 봉사팀 ‘프렌즈’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모인 안양시 보드게임 

봉사팀 ‘프렌즈’, 이들은 올해로 10년째 한림대학교병원, 

해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달팽이지역아동센터, 

안민희망둥지 지역아동센터 등 병원과 

지역o~동센터에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프렌즈의 최미성, 문효주, 김경숙 선생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양시민 모두 ‘프렌즈’와 함께 

총 20명의 봉사자로 구성된 보드게임 봉사팀 프렌즈는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ot:가 어르신들을 대상 

으로 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모임을 

가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프렌즈는 지난 4월부터 관내 고등학교와봉사단체 

를 일대일로 연계해 지역사회에 봉시를 실천히는 ‘틴볼 

그룹키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해 신성고등학교 

봉사동아리 RCY 학생들이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밀 

있도록 둡고 있기도 하다. 오는 7월 중에는 봉사 대상을 윈 

확대해 실버타운,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o] 모여 있는 윌 
<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끼
앤
따
페
 
때
 



이에 더해 올 10월 개최되는 ‘안양시민축제’에서는 체 

험부스를 운영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보드게임 체험을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아이부터 어르신 

들까지 안양의 다Oef한 시민들이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기지않아도괜찮아 

보드게임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괴를 불러일으킨 

다. 프렌즈의 최미성 선생님은 “보드게임 자체가 서로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놀이에 

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플레이 하는 과정에서 서 

로의 차례를 기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도 병 

행되는 거죠.”라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은 

아이들의 집중력과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감정 제어 능 

력을 기르는 데 도웅을 주기도 한다. 선생님들은 실제 

로 아이들이 변화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경숙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 

들이나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 

잖아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게임이 마음처럼 안 되고 

지니까 속상해서 울기도 하지만 점점 울 필요가 없다 

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게임 도중 아이들이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라고 덧붙였다. 

문의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 031-385- 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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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는곧약속 

봉사는 관심과 나눔에서 시작한다. 문효주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니눌 수 있는 게 무엇일 

지 고민하다가 수업에 보드게임을 활용했을 때 더욱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더 많은 아이들과 보 

드게임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라고 봉 

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소개했다. 이어 최미성 

선생님은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막상 시작하게 

되면 다른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보드 

게임 봉사를 시작으로 기족봉사도 하게 됐어요. 봉시를 

시작한다는 것은 더 많은 봉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 

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라고 설명했다. 

한편, 프렌즈의 선생님들은 봉시를 실천하기에 앞서 개 

인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봉사는 약속이에요. 내 개인 시간 중 남는 시 

간에 가는 게 아니라 봉사할 시간을 먼저 따로 빼 놓아 

야 히는 거죠. 아이들도 어쩌다 한 번 오는 선생님보단 

늘 오는 선생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봉사는 약속이라 

는 것을 잊지 말고 봉사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당부했다. 



반갑다 ‘베테랑’ 
반갑다 ‘우승!’ 
KLPGA(효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 우승, 

프로골퍼‘홍란’ 

8년만의쾌거 

홍란 프로가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m」PGA 투어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에서 
18언더파 195타를 기록하며 7년 9개월, 약 8년 만에 다시 정싱벼1 올라섰다. 홍 프로는 경기 
마지막 날, 마치 N극의 홀컵이 S극의 골프공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듯한 신들린 퍼팅으 
로 2위와 5타의 차이를 벌리며 베테랑의 실력을 가감 없이 발휘해 우승컵을손에 쥐었다. 
하지만 값진 우승 이전에는 쓰디쓴 패배도 있었다.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픈 일주일 전 베 
트남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챔피언십에서 1타 차로 컷 탈락한 것.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에 임하는 마음을 다잡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터이다. 그러나 홍 프로는 이를 전 
화위복으로 삼았다. 특히 경기 전 나눈 동료선수와의 대화가 많은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홍 프로는 “아무리 예선을 탈락하더라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동료선수 
에게 듣는 순간, 저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가 나태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느 
새 한국 골프계에서 은퇴 여부를 결정짓는 나이가 된데다 첫 대회 또한 실망스러워 심란 

해진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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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KLPGA 투어 브루나이 레이디스 오푼 
1 라운드에서 흥란 프로가 9번흘 아이언~올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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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걷렐}흥란프로 

어린 시절부터 쭉 안양시에 거주해 온 홍 프로는 끄살 당시 운동 삼아 시 

작한 수영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안양시의 대표선수로 활띤}기도 

했다. 이렇듯 안양시와 특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는 홍 프로는 바쁜 스케 

줄 탓에 이웃들과 많은 왕래를 가지지는 못 하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안양 

과 함께다. 지난해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만안구 소재 ‘안양의 집’을 

찾아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범계역, 평촌역 등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영회를 즐겨본다는 홍 프로는 발달된 교통과 다수의 생활편의시설을 안 

양시의 장점으로 들었다. 홍 프로는 “주말이라도 급하게 영회를 보고 싶 

을 때 바로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양 주변에는 영화관이 많아서 정말 

편리하다”고 전한 뒤 “또 운동을 하러 수원 용인 등을 자주 가는데 안 

양시의 교통인프라가잘갖춰져 있어 경기 지역뿐만아니라서울로의 이 

동 또한 아주 수월해서 좋다”고 애향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욕심난다 너, ‘메이저 대회 우승’ 

홍 프로는 꾸준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왔다. 10년이 념도 

록 KLPGA 투어에서 상금 순위 60위 안에 들어 정규투어 

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홍 프로는 이번 우승을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선언했 

다. 홍 프로는 “통산 4승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메이 

저 우승이 없다”며 “원래 올해 목표가 1승을 하는 것이었는 

데 그 목표가 일찍 달성되어서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올해 

목표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간 진행되는 메이저 

경기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과 코스 매니지먼트 등을 잘 준 

비해 우수한 성적으로 경기를 마치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전해왔다. 

또, 마지막으로 홍 프로는 “모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커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 

는다”며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분명 있을 태 

니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우승 확정 후 동료 및 후배 선수들에게 축하받는 홍란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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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는말, 
내일로 미루Al 마세요. 
바쁜 일상 때문에 잊고 있었던 오늘의 할 일, 

넘치는 업무에 낄버반했던 오늘의 할 일, 

오늘은꼭해보는 거 어떨까요? 

표현을 나누면 나눌수록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행복한우리안양 | 한마음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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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포천축구공원서 열린 

‘2018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안양시 축구협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40대부 우승과 50대부 준우승, 60대부 3우| 등 

6개부 중 3개부가 입εF하면서 종합점수 20점을 획득해 

호냄시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촉구인생은 60부터! 

저념 7시가 다가오자 평촌 자유공원 인조잔디구장 

으로 하니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날은 안양시 축구협회 60대부 회원들이 불과 사 

흘 앞으로 다가온 ‘제37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에 대비해 지역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연습 

경기를 치르려고 모인 날이었다. 

60대부를 이꿀고 있는 정이태 단장은 “생업에 종사 

하는 관계로 제대로 호흡을 맞출 시간이 부족한 상 

황이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축구야말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며 “축구 

를 사랑히는 회원들이 모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함으 

로써 축구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간에 친목을 도 

모하는 등 축구와 관련된 다OJ=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 전했다. 주 3회 축구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이들 

은 부상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개의치 않으며, 열정 

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작전 회의 중인 안양시 축구협회 회원들 



디비전6리그(Divisio「1-6 League)는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아마추어 레벨의 대한축구협회 산하 

축구리그이다 

문의안양시축구협회 

031-384-72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시 축구협회 60대부 회원들 

안양축구의 산실 ‘안양시 축구협회’, 디비전6리그유치 

안양시와 역시를 함께히는 안양시 축구협회는 엘리트 축구팀(전문축구 

팀)과 생활체육 축구팀(동호인 축구팀)이 통합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안양 

시 축구협회 산하에는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안양공업고등학교 등 

에 소속된 엘리트 축구팀과 27개의 생활체육 축구팀이 포함되어 있고, 

3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 대표팀이 다OJ'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팀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안양시 축구협회 유성조 전무이사는 “안양시는 축구도시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가진 팀과 선수들이 많고 어려운 환경 속 

에서도 각 연령대별 대표팀이 각종 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안양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그동안 생활체육 축구팀에 편중 

되어 있던 행사들을 엘리트 축구팀에도 확대해서 전국 대회를 유치할 계획” 

이라고전했다. 

한편, 안양시 축구협회는 디비전6리그를 유치해 4월 22일부터 10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안양시 전역에서 축구경기를 치르게 된다. 8부 리그 

의 신화로 유명한 제이미 바디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대회가 펼쳐지는 축 

구경기장을 찾아 목청껏 ‘슛∼ 골인!’을 외쳐보는 것은 어떨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o띔E딴선거 
、. 행복한우리·된| 

5. 22. DI펀 싣고 5. 23. DI후싣고 
~ 、 「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I 투표소에서투표 
ι ..... ... 」

© 2018년 5월 22일(호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저17호|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 
2018년 6월 13일(수)[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6시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차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행복한우리안양 | 여챔히정춘 

“내나이일흔여섯, 
L~논츰띤입니다” 
경기실버포럼 박랑자 어르신 

‘E뉴닥 타-닥’ 키보드 소리가 천천히 사무실을 메운다. 인ε받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자리 잡은 경기실버포럼을 들어서먼 컴퓨터 문서 관리으| ‘달인’ 76세의 박랑자 어르신이 

살갑게 반긴다- 어르신은 ‘신(新)노인문화의 리더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술공원지킴이’, 

‘교통모니터링’, ‘노노지킴이’ 등 다~한 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실버포럼에서 

회원 · 주차관리 및 은행 업무를 담S띈i는 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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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되더라고요” 

2003년부터 이어온 인터넷 카페 활동이 ‘총무 박랑자 

어르신’의 시작이었다. 어르신은 “집에서 쉬면서 손자 

를 돌보던 때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 ‘상은(손자 이름)이 할머니입니다’라고 글을 남 

겼더니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죠.”라며 컴퓨터와의 인 

연이 시작됐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 

인 교육을 받기 위해 안양시 동안평생교육센터를 찾 

았다. “책을 놓고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교육원, 

아들, 손녀딸, 국장님 등등 다Oef한 이들에게 배움을 

받았어요.”라고 전한 어르신은 중년모임 카페에 가입 

해 컴퓨터 활용눈력치를 차독차콕 쌓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회원 수가 약 만 명 가까이 되는 ‘한아름 중년 

모임’이라는 카페의 운영진을 맡아 활동하는 동안에 

카페 운영 흐름을 배우면서 실력이 확연하게 늘었어 

요.”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이런 어르신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 

기실버포럼에서의 일자리를 제안 받았을 당시에는 망 

설임이 앞섰다. “처음 경기실버포럼에서의 일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사무직이 난생처음이라 걱정이 많았 

어요. 그런데 진짜 하니까 되더라고요. 몇 개월이나 

버틸 수 있으려나 했는데 벌써 6년 넘게 총무를 하고 

있네요.,, 

28 I 29 

가장 기분 좋은 찬사, “언니같이 늙고 싶다!” 

빅랑자 어르신은 본인이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언제 

냐는 물음에 바로 말문을 열었다. 가족뿐만 아니라 주 

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만약 일을 안 하고 동네에만 있었다면 매일 

노인정에 가고 그다지 특별한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나 지부심도 생기고 주 

위 동생들에게 ‘나도 언니같이 늙고 싶다∼’라며 인정받 

곤 하니까 굉장히 뿌듯해요.”라고 말했다. 

가족모임에서도어르신의소식은연일화셋거리다. 어 

르신은 “정초에 늘 대여섯 기족이 모이는데 조카들에게 

‘작은 고모 최고!’ 이런 소릴 들으면 기분이 또 얼마나 

좋은지요. 이럴 때마다 내가 정말 컴퓨터 배우기를 잘 

했구나 싶죠.”라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물론 힘든 점도 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주장이 강 

한 편이니까 이해시키고 서로 소통하는 점이 어려울 때 

도 있죠. 하지만 살갑게 칭찬을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 

어요.”라며 연륜이 담긴 사회생활의 탑을 소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실버포럼의 총무 박랑자 어르신은 배 

움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한 번 끝까지 

해 봤으면 좋겠어요.”라는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행복한우리안양 | 세상을바꾸는희망기업 

하루 10분! 
LH 허리는 
LH가관리한다 

임팩코리아(주) 

움직임이 적은 현대인들에게 급속도로 번진 

허리 통증 및 질환으로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는 환자의 

연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많은 아들이 만성요통, 

허리디스크로 고통받고 있어, 허리디스크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허리디스크 의료기기 제조업체 임팩코리애주를 소개한다. 

허리통증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기업 

임팩코리아주식회사는 2013년 설립되었으며, 

가정에서 허리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히여 의료기기로 등록을 한 회사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면서 치료 

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 ‘디스크매직’을 출시한 

임팩코리아(주)는 창업 3년 만에 서울아산병원 

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의료기술 

을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도 디스크치료기 특허 

4건 등록, 의료기기 제조 인증서, 의료기기 제 

조 허기증,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N.I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정 등 다OJ한 특허 

와인증을획득한벤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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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투자로 허리디스크 예방 

디스크매직은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완만한 곡선 형태로 올려 견인 

한다. 사용자의 컨디션에 따라 스스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 스트레 

칭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전기나 전파, 강한 자극이 없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임팩코리아(주)의 이명숙 대 

표는 “잠자기 전에 누워서 10분가량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견인 방식 

은 디스크치료는 물론 통증완화와 척추 교정을 도와주고, 디스크 예 

방 및 허리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같은 자세를 반복히는 일을 하는 

분들이나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로 시달리는 분들 운동이 부족한 직 

장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반인이 척추 질환을 예방히는 차원에서 보다 쉽고 편리 

하게 λF용할 수 있도록 저가 보급형으로 ‘디스크매직 모닝업’을 출시 

했다고 밝혔다. 허리건강벨트 디스크매직 모닝업은 기존 디스크매직 

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우리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듯하게 정렬시킴과 동시에 허리를 커브형으로 

지지하면서 견인, 가압 · 감압을 반복하여 코어근육을 지극하고 활성 

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 대표는 “꾸준히 사용하면 허리가 

편해지면서 아침이 가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팩코리아〈주) 이명숙 대표 

디스크매직 - ‘모닝업’ 안양시민에게 먼저 인사 

30 I 31 

안양에서 나고 자라 현재까지도 호계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안양토박이임을 자랑한 이 대표는 “임팩코리아 

(주)의 시작부터 안양에서 함께하면서 안양 시민힘l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그간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 

해 안양시민들을 위한 혜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임팩코리아〈주)의 디스크매직 모님업 

문의 031-455-6900 

동안구 경수대로 671 6층 

www.diskmagic.co.kr 

임팩코리아(주)는 디스크매직의 보급형인 ‘디스크매직 

모닝 업’의 8월 출시를 앞두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안양시민들에게 소비자가격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문도시 우리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명학(嗚關)이란 이름의 시초, 
그오랜역사와함께하다 
명학바위 

-、,
-\! 

디뽑 

훌펌 

우리 지역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장소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골목길 갚숙이 숨어 있는 명학바위 역시 마찬가지이다. 

명학바위를 찾아가려면 안양동 마을 주택가에서 수리산 등산로로 연결되는 

오밀조밀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인지 정작 이곳에 살아도 

명학바위의 존재를 잘 알지 못 하는 마을 주민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존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명학바위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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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聽)이슬피울다 

명학동(IJ.羅합同)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낳은 명학바위 

에는 옛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구전에 따르 

면, 조선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이샘융遠, 미 

상∼1644, 인조 22년)이 그의 부친 심간(沈謝의 묘를 

수푸루지(林짝, 비산l동) 뒷산에 쓰기 위해 땅을 왔는 

데, 돌 밑에 학이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두 마리 

의 학 중 한 마리는 양명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오미산 

(鳥尾山) 뒤로 날아갔고, 다른 한 마리는 안양경찰서 

와 명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바위에 날아와 앉더니 

슬피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 그 이후부터 이 바위 

를 학이 울었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청했고, 마 

을 이름도 바위 이름에서 따와 ‘명학동’으로 부르게 됐 

다. 명학역, 명학대교, 명학봉 등의 명칭 역시 바위에 

서 띠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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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시절 

1970년대 초, 명학바위에서 미을을 내려다보고 있자 

면, 논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10여 채들의 주택들 

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유행하던 시멘트 패널로 만들 

어진 담장이 집의 안과 밖을 구분 짓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우측에는 경부선 철길이 보였으며, 그 뒤 

쪽으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던 1번 국도(현재의 엘 

에스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명학동에서 50년 이상 

을살아온토박이들의 기억에 의하면, 1970년대 경에 

는 명학바위에서 동네를 조망할 수 있었고 바위 앞에 

는 장엄함이 느껴지는 소나무 한 그루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소나무 대신 잡목들이 

자리잡고있다. 

거대한뿌리를품다 

명학바위를 감상한 후 내려가는 이들은 간혹 ‘초라하 

다’는 평을 내리곤 한다. 산 중턱에 명학바위 햇말이 

위치한 곳에서 보이는 부분이 자그마해 보이기 때문 

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명학바위가 자리한 

산자락 앞쪽의 명학로 59번길 27과 59번길 25 건물 

사이 뒤편으로 들어가 보면 거대한 명학바위의 하단 

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위 앞에 집들이 들어서고 암 

반의 중간은 흙과 잡목으로 덮여있는데 이 부분까지 

연결된 암반이라면 명학바위는 3층 높이의 집채보다 

큰 거대한 비윗덩어리 정도의 크기로 짐작되기도 한다. 

실재慣在)하지만 그 존재가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고 

장의 지형지물 ‘명학바위’ 오늘은 우리 지역 명칭의 

근원인 명학바위에 올라 하루를 가만히 정리해 보는 

것은어떨까. 

f졌~ 



전 세계 어디서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끊이질 않는다.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기술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VR 기술은 영화나게임 등 대중들의 관심도가높은 산업과연계되며 

더욱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VR이란무엇인가요? 

VR이란 Virtual R얹h다r의 약자로, 사용자의 시각이나 청각 등을 자극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도록 

히는 가상의 현실 혹은 기술 그 자체를 밀한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현재 주로 게임이나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가끼운 미래에는 의사들이 VR을 통해 실제 수 

술전 리허설을한다거나군대에서 가상훈련을가능하게 하는등다Oef한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며 점점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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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펼촌청소던문화!ll잡매l서 
、.,, 만u는 VRH삼 

지난 3월 17일 개관한 ‘평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미 

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안양의 네 번째 청소년문화의집인 이곳은 인터넷·북 

카페와 동아리 연습실 다목적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VR·PC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문화체힘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은 창의적인 사고 형성을 돕 

는 인문학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특성화 

교육, 진로특강 및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중 

‘카페 운영 동아리’와‘4차산업혁명 Dream Up’, ‘우리 

동네 생동감 스토리’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만의 시설 

특화 프로그램으로 안양시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이 예 

상된다. 

청소년이꿈꾸는 

이용시간 

평일 9시∼21 시 / 주말 · 공휴일 9시∼18시 

※휴관일;신정·설날·추석연휴 

문의 평촌청소년문화의집 031 -360-7250∼3 

홈페이지 www.ayf. O「 |〈「/pyeongchon

페이스북 www. face book. co「n/HappyYout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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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 VR로소재도l 

‘우리 미을 생동감 스토리’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만의 

시설특화 사업이다. 4월부터 끄월까지 중 · 고등학생 20 

명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총 160명이 참여하게 되는 

이 교육은 ‘4차 산업사회의 기술과 감성의 이해’라는 내 

용으로 첨단 기술인 VR을 통해 미래와 현대사회를 잇는 

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청소년들은 지역소개와 안전교육에 대한 VR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연말에는 제작한 영상들을 상영할 계획 

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칫 지루할 수 있는 안전교육 

을VR 콘텐츠화하여 재미있게 접근할수 있도록구성한 

다면 청소년들이 각종 위기 상황의 대처요령을보다 쉽게 

터득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 동안구 흥안대로 394 

우리마을생동감스토리 

모집 중 · 고등학생 20명 

초등역사프로그램 청소년?}피|동아리 

운영 201 8년 5월∼11월 (8회) 

내용4차산업혁명관련직업체험 

(VR 및드론체험/ 

영상훌명및제작등) 

신청방법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자서등저스 
-끼 Cl -r t=1 I 

참가비홈페이지별도공지 

모집 초등학교4∼6학년생 30명 

운영 2018년 5월∼11월 (8회) 

내용 역사특강, 터|마가있는 답사활동 

신청방법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후접수 

참가비 홈페이지 별도공지 

※ 기타 청소년동아리 모집 및 이용안내 문의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집 중 · 고등학생 20명 
운영 2018년 3월∼12월 

내용시설 내 특별한 카페 운영관리 

전문교육(커피 및 음료저|조 등) 

월정기회의 1회 

신청방법 평촌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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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서 더 즐거운 ‘봄숫쫓----------- - -------------------------------------------- ---

.준비하세요 
하와이안무스비- 3개기준 

디 밥2공기 

口 캔햄 1통 

口 오01112개 

口 김(김밥용) 2장 

口 참기름 1큰술 

口 계란 4-5개 

口 소금 1/2작은술 

아어들에게 주방은 ‘신비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이 묵딱 만들 

어져 나오고 그릇과 수저 냄비 등 번쩍번쩍 빛나는 다양한 식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을 따라동‘ }고 싶어 히는 모방심리가 있는 。씨들 

은 “나도 해 볼래”라며 칼을 럽석 든다거나 뜨거운 불이 있는 가스레인지 

주변을 서성이며 엄마의 가슴을 절렁이게 하곤 한다. 

블쑥불쭉 나타나는 아이들의 등장에 당황해 주방에서 내보내기보다는 

함께 피크닉 간식을 만들며 아이의 오감〔五폈을 깨워주는 것은 어떨까. 

아이와 함께하는 요리는 아이의 오감을 자극해 두뇌발달을 룹고, 편식 

히는 습관어 있는 유아들의 식습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0에가 

아무리 싫어히는 식재료라 하더라도 스스로 손질히는 과정을 거치며 음식 

으로 변화히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기피하지 않게 되고, 더 나-o}가서는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발전하기도 한다. 

아동심리 발달 전문가들은 “요리의 완성보다는 재료가 변화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함께 요리해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또한, 요리를 통해 기본적인 산수와 도형의 개념까지도 익힐 수 있다. “두 

조각으로잘라줄래?”, “네모모양으로만들어볼까?”등의 질문을통해 개념 

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개념을 ‘습득’히는데 도움이 된다. 

!만들어보세요 
1 햄은길게썰어약불로달군팬에 

노릇하게구워주세요 

2 오이는씨를발라내고 

6센치 길이의 편으로 썰어주세요 

3 달갈은 거품이 생기지 않게 고루 

휘저어 체에 내려준 후, 약불에서 

익히며 스펌 두께만큼 말아주세요 

4 밥을소금과참기름으로간해주세요 

5 네모난 햄통에 랩을 깔고 

밥-스펌-오OI-계란-밥 순서로 

올린 후 랩을 이용해서 꺼내주세요 

6 완성된 무스비를 김으로 돌돌 말아 

주고 먹기 좋은 코기로 잘라주세요 



인문도시 우리안양 | 마음의 한 줄 

초록。룰 물드는 ‘봄’, 
톡서로영혼블 
을들이다 

“요즘 무슨 책 읽어?” 라고 묻는 이에게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선뜻 대답할수 있을까. 

책 한 권 읽을 여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그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의 나날을 즐길 수 있는 5월에는 

파릇파릇한 새 잎이 생명을 노래하듯, 

우리의 마음에도 파릇파릇한 영혼이 깃들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한 휴식을 즐겨보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지음 | 바틀비 I 2018 

과학은 영원한 지식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선대의 과학자들이 펑생을 바쳐 연구했던 기존의 이론을 뒤 

집고 새로운 것을 발건해나간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조금만 더 과학적0 1고 합리적으로 생ζ하면 우리의 삶의 조 

건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 책은 과학을 매개로 한 62편의 

에세이 글을 담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춧불집회와 관련된 정 

치적 이슈, 국제사회에서 GM이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대한 

논란, 지구 온난화 4대강 사업, 머|르스 사태 등 사회적 현안 

과 정치적 이슈를 과학적인 이론들에 비유하여 개인적인 정 

치 건해를 덧붙여 서술하거나, 일S뻐|서 볼 수 있는 과학현상 

들을 우리의 삶과 연표던배 설명한다 

하루2시간몰입의힘 

조시 데이비스 | 청림출판 I 2017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두어 먼저 해결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에게 모든 일은 정도으| 차이가 있을 뿐, 하나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들이기에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은쉽지않다. 

이 책에서는 ‘우선순위같븐 진부한 말에서 벗어나 더 현실성 

있는 해결잭으로 하루 2시간을 설계하라고 저|시한다 2시간 

인 이유는 하루 중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일상적 

인 중요 업무를 보기에도 녁닉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2시간 몰입에 따른 다섯 가지의 전르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 

천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한다. 



도
 

일 시 2018. 5. 12. (토) 14시, 18시 

장 소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관람료 R석 60,000원 / 5석 50,000원 

문 의 031-687- 0500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따뜻한 위로와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존 도 

우’의 감동이 안E뻐|도 전해진다. 뮤지컬 존 도우는 할리우드 거장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영화 〈존 도우를 찾아서〉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1잉4년 대공황 이후, 뉴 

욕에서 존 도우라는 가상 인물이 사회에 항거하는 의미로 유서 한 통을 보내며 펼 

쳐지는 이야기를 듬댔다. 유쾌하고 통쾌한 블랙 코미디 뮤지컬로 풀어낸 이 작품 

의 결코 가볍지만은 잃맏 이야기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어 관객들의 공감과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5.24 

·’ 

작지만확실한행복 

일 시 2018. 5. 24. (목) 19시 30분 

장 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전석 1 5, 000원 

문 의 031 - 687-0500 

전통 소재를 기반으로 관객들의 시 · 정각을 사로잡을 ‘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연 

이 안g빠트센터 수리홀에서 진행된다 지역 예술가들과 그 작품을 토크콘서트 형 

식으로 소개하는 형태의 다원 공연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음악과 미술, 전통과 

현대를 오가는 특별한 공연들로 이루어져 있다. 5월 24일,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 

는 공연팀은 국악그룹 이상과 종01모형 작가 ‘장형순’이다. 이외에도 오는 8월 23 

일에는 오정해와 장준영, 10월 11일은 유태평양, 11월 8일에는 문호뼈|술공직소와 최 

루시o~. 12월 6일에는 움직임팩토리와 이모저모 도모소의 무대가 저념 7시 @분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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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14:00, 17:00 위한행복한대화 
안앙아트센터관악흘 법륜스님의즉문즉설 
R석 99,000원 19:00 

S석 77,00〔〕원 안양아트센터수리흘 &. ft 1644-3031 무료 

ft 070-4015-8520 ,!,; 융연 룰쩍 J.11>44-.:SU.:U 

13 15 
영화슨명 행사 

r라D푼 입젤체)영화상영 2018 성년의날기념 
전통성년식 

15:30 

r뽑1 
16 :30∼17 : 00 

안양어린이도서관 안양시예절교육관 

3층어린이극장 잔디마당 

무료 무료 

ft 031 -8045-6276 ft 031-8045-2482 

20 21 22 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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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육 

더불어살아가는 
사회심리학:나의 대인관계 
들여다보기 
14:00 ∼ 17 : 00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무료 

ft 031 -467 -0929 

10 
인문교육 

교육철학으로본 
아동중심의의미 
14:0(〕 ∼ 17 : 00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무료 

용 031 -467-0929 

17 
인문교육 

인간 발달에 관한 다양한 관점 
에서 본 청소년의 정신건강 
nature VS nurture 
14 : 00 ∼ 17 : 00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무료 

ft 031 -467-0929 

24 
인문교육 

그림책으로보는미학 
14:00 ∼ 17:00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이호 

무료 

ft 031 -467-0929 

31 
인문교육 

시와그림책을읽는시간 
14:00 ∼ 17:00 

안양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무료 

옆 031 -467-0929 

40 I 41 

?그 토 

4 5 

13 : 00 ∼ 17 : 00 

평촌중앙공원운동장 
ft 031 -422-7447 

’---ξ:'..'.:~ ·- ·- ·-·-~-‘ -------- i.::::::== 

11 12 

6 ) 연주회 세상풍경 우쿨렐레앙상블 
쩌13회 정기연주회대관공연 
18:00 

평촌아트홀 
무료 

ft 010-8720-3525 

18 19 
음악공연 률래식공연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파개그니니내한공연 
장애인가요제 19:00 
14:00 평촌아트흘 

안양아트센터수리흘 전석 40,000원 

무료 --/-- ft 031 -687-0500 

ft 031-465-0959 

25 

찌γ. 풍x 핀나:I--£ 1앉팩썩르어옆’더힐은놓낳x:다으 ‘i ·‘: ‘ 26 
축쩌제122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14:00 ∼ 20:00 

평촌중앙공원 
- - 쩡흔중앙공원 I " ft 031 -8045-4941 

2 



안양시 시민참정배심원단 모집안내 

지난 1월 5일 안양시민들이 직접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양시 시민참 

정 기본조려|」를 제정하였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결정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기 위해 시민참정 배심 

원단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2018. 4. 11. (수) ∼ 5.11. (굉 β1일간) 9:00∼18 :00 

2. 모집인원 및 선정방법 310명 

3. 자 격 . 안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사람 중 시정 운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 

4. 주요활동 

- 시의 신규정책의 필요성 및시행에관한의견수렴 및토론 

- 시민참정위원회의 최종 심으|·조정 전 의견개진 

- 시의 정책의제 및 정책 아이디어 등 건의 

으|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안앙시 정책기획과 ft 031 -8045-2058 

。 2018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모집 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흉원) 

사업개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유치를 통한 1인 창조산업 육성 

및고용창출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또는 여|비 1인 창조기업(1인 또는 5인 

미만공동사업자)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을해야함) 

지원내용 ; 사무공간, 교육, 전문맨토, 기업 연계 등 지속적인 

성장도모 
~ 

기간 접수및통보 구분 ----
4월 18일(수)∼ 님ζ〉}口L드저 닙~「 

모집공고 
5월 11일(금) 접수처 경기도인양시동안구 

5월9일(수%월 11일(굉 
시민대로248번길 25 

서류접수 안g방조산업진흥원 
17: 00까A l 

2층9N융합지원부 

1인창조기업 대상 

서류심사 5월 1 5일(호” 예정 (적합성) 유무(서류 심사후 

문자발송) 

발표심사 5월 17일(목) 여|정 
사업계획서에 대한프리젠 

테이선 평7KPP끼 최종평가 

최종합격자발표 5월 21일 (월)예정 개별통보 

* 자세한사항은 안양벤처넷(www.ayventu「e net)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등 문으|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SW융합지원부 

ft 031-8045-6716 

2018 안양박물관상반기 주말교육프로그램 

[박물관과함께하는 조선여행 | ] 

전시유물과 교과과정을 연계한 전문적’체계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말 가족을 대상으로 도자를 중심으로 한 

체험 및 만들기 활동을 통해 조선시대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기 

장 

간 : 2018. 4. 28. ∼ 7 7. /매주토요일/ 

총 20회(학년당 10호| 중 택1) 

[저학년(초등 1∼2학년}→10∼12시, 

고학년(초등3∼6학년·청소년단체)→14∼16,A.IJ 

상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회당 30명 이내) 

※ 1인 참여 불가 I 1가족당최대 3명 이내 

소 ; 안양박물관상설전시실 및 교육관 

(안g뼈|술공원내) 

수강료 

접수방법 

문 의 

10,000원(공통) I 8,ooo원(단체 20인 이상) 

선착순 인터넷 신청(빼W ayac. O「k「/museum)

옆 031 -687-0909 0908 

www.ayac.o「.|〈「/mL」seum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안내 

창작교실 

일 시 2이8 5. 12. (토), 26. (토) 14시∼15시 

주 제 자연물 브로치 만들기 

대 상 5서|∼초등4학년 

장 소 생태이야기관 1층 체험교실 

참 가 비 . 3,000원 I 1인 

수요생태교실 

일 시 : 2018. 5. 2. (수), 9. (수), 16. (수) 14시30분∼16시 

주 저| ; 꽃, 나무, 올챙이 이야기 
대 상 ; 초등 1, 2 학년 

장 소 ; 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참 가 비 : 9,000원 I 1인 

우리가족생태교실 

일 시 2이8 5. 19. (토) 10시∼11시30분 

대 상 5세이상자녀를포함한가족 

장 소 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참 가 비 : 3,000원 I 1인 

※문으| ;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ft 031-8045-5205 

걸어서안~;전탐사 

일 시 2이8 5.12. (토), 26. (토) 10시∼12시 

대 상 ; 초등 3학년이상 

장 소 ; 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참 가 비 3000원 /1인 

문 으| ;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얻 031-8045-5204 

2018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안내 

201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납세의무자 관내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신고·납부기간 : 2018. 5. 1. (호”∼ 5. 31 . (목) 

납 세 지 ; 확정신고당시의주소지관할구청 

신고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간 연계 인터넷 동시 신고 납부 

-국세청 소득세 방문 신고 시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납부 

유의사항 ; 신고납부기ζ배무신고미납부,괴소신고납부시가씬세부과 

문 의 만안구 지방소득세팀 ft 031-8045-3858, 3857, 3856, 3855 

동안구지방소득세팀 윈 031옹045-4959,띠66, 4395, 4332 

2이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모집 안내 

수자원 효율적 사용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빗물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모집 선정하고자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18. 3월∼사업종료 시까지 

접수방법 ; 하수과 방문 또는 e-머|일(passap디l@korea k「) 접수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신청요건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지원 제외) 

- 기존 및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빗물에 의한 침수가 발생되어 일시적인 저류시설 등으로 

설치사용하는경우 

- 빗물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 또는 교육시설 

(유치원 등)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사업유형 지원금액 비고 

히룰 빗뭘|왕|설설치 |설치비으190%01내 |-설치비용10%뿌담 
시설 |{유랭|으댐치) |죄대5백민원I뭔 |-상하수도요금감면 

※ 전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및 지원 개소 수 

등은조정될수있음 

시설선정요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시설물 선정 

I 제출서류 

| -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업 대상 신청서 등 

I - 설치대상지의 건축물 및 토지소유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안양시 험101지 참조 

'-' QR코드흘 느캔등f시댄 병죠l Ill~”·~ 1-1원지|도흘 확인헬 # 있송니다. 

선속한 법최 피해 회복파 일상으호의 초기 회욕플 워혜 

펴빼천당 경첼관o] 든든한 t:] 딩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양동안·만안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018. 5. 26. (토) 9시30분∼13시30분 

안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안양시 거주 2인 이상 가족 500명 

가족운동회, 체험부스 운영 (캘리그라피 가훈, 서|계 

으|ε쩌l험, 중국·일본 전통놀이체험 등) 

무료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anyang familynet.o「. |〈「)

으| ;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호~;,.~업팀 

ft 031-8045-5573 

결정·공시일 : 2018. 5. 31. (목) 

이의신청기간 : 2018. 5. 31. (목)∼7. 2. (월) (30일)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장 소 ; 시청(도시계획패, 구청(민원봉사패, 동주민센터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처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재조채때 감정평7싸|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 그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문 으| ; 안양시 도시계획과옆 031-8045-5630 

만안구 민원봉사과옆 031-8045-3263 

동안구 민원봉사과옆 031-8045-4857 

※ 열람 : http깨kras.gggo. k「/land_i 「lfo

(시 홈페이지 및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t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2018년 세계인과함께하는 가족명랑운동회 

시
 
소
 
상
 
용
 

참가비 

접 수 

일
 
장
 
대
 
내
 

안양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 안내 

안양시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 우선) 

연중 9시∼18시 (토·공휴일 휴무) 

안양시LH 1,000원/시오| km당 400원 

하루 전 예약 (9시부터 선착순 예약) 

안양시ε배인생활이동지원센터 

n 031-469-9955 

상
 
간
 
금
 
용
 
의
 

대
 
기
 
요
 
이
 
문
 

운영시기 ; 매주 (호}∼토) *일·월요일 휴무 

대 상 진로진학상담을 원하는 청소년 누구나 

장 소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3층 진로진학상담실 

주 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 -41 

이용방법 사전예약후 1:1 맞춤형진로진학무료상담 

예약방법 

.전화 예약 (ft 031-422-9001) 

.안양시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예약 (http://any해ie.com) 

예약시간 

·화요일∼금요일 : 11시∼20시 

.토요일 : 10시∼16시 

상담시간 

구분 학기중(화∼금) 방학중(화∼금) 학기중,방학휠퇴 

시간l 17f,I∼m시 I 14시∼20시 I 13시 ∼16시 
상담내용 ; 진로진학 상담, 학습상담, 취업 상담 등 

상담인력 ; 관내 중·고교 진로상담교사 15명 

문 의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ft 031-8045-2765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미래인재센터) 

ft 031-422-”이 

행사일시 , 2이8. 5. 17. (목) 19시∼21시 

※ 체험부스 운영 : 2018. 5. 17. (목) 

17시30분∼18시30분 21시∼21시30분 

소 ; 안양시청대강당 

상;안양시민누구나 

용 ~1부 ; 기념식 

~2부 축하공연 

.부대행사 포토존폴라로이드출명, 마사지 밤오일, 

사랑의 언어 Test, 캘리그라피로가훈만들기 등 

무료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깨anyangfamilynet.o「.k「) 

체험문으| ;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문호}사업팀 

ft 031 -8045-5573 

안양시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2018년 부부의 날 행사 

장
 
대
 
내
 

참가비 

체험접수 



>ll:l.” 
• o,to:ι쁜 

。
|
1

‘| 
함께하는육아 

2018. 5. 25. (금) 14시∼16시 I 5. 26. (토) 10시∼13시 

센터 내 강의실 3층 지혀|나눔방 

5∼10세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15쌍(30명) 

1회기 푸드터|라피(미니얼굴버거 만들기) 

2회기 함께하는 신체놀이 

3회기창의성표현놀이 

참 가 비 총 4회기 5000원(하나은행 405-910[]18-52804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
 
소
 
상
 
용
 

일
 
장
 
대
 
내
 

• 廳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신청 

(http://anyang familynet. O「.k「)

의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교육사업팀 

끼‘ 
-「접 

ft 031-8045-5705 

* 상기 교육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률필i 사회적경제조직 
'5i원, 사회적기업,마을71업,협동조합 

llJi” ‘ ·농 산 물 고구마쌀,채소김등걱종유기농식재료 
‘~ ·식 품 떡,절편,천연벌꿀,빵,커피,음료씬빵 

·원 예 각종식물류,텃발상자 

·생 윌 풍 천연비뉘기능성),주방용품,옆/Ail. 디;q인소화기,친환경광목이물의류둥 

·처|험.동 미슐,심리싱담,피자치즉 비누,로봇과학,떤던트요멜기 

·공연*동 국의공연,징애인인식개선을위한‘멀티동화구연’공연 

동안평생교육센터광장 

문으| | 안양시 경제정책과옆 안양시사회잭껑째지윈앤터 

8045-5120, 8045-2337 

수도군단부대개방행사 

2018. 5. 23. (수) 11시∼16시30분 

수도군단(안양시 비산동 소재) 

*내비게이션검색명 ; 충의러|스델또는큰비전교회 

용 

대연병장일대 
초·중·고교생 
-군관련된사샘대회 
- 글짓기 대회(시 수필 등) 

.군악대나라사랑콘서트(lH) 
· 3군사령부 태권도 시범 (30') 
-특공연대 특공무술 시범 (3이 

장비및물자전시 
·헌병단특임대포토존 
페인트볼 사격 및 개인화기 
공포탄사격체험 

으| ; 수도군단 인사참모처 옆 031-440-1128 

장소 
·대상 
·내용 

1부 ; 창작문예활동 
(11:00·카 

시 

끼‘ 
~ 

일
 
장
 

인양비산사호|복지관 

〈엄마들을 위한 그림책테라피〉 참가자모집 

시 . 2018. 5. 14.∼6 4. 매주월요일 10시∼12시 

소 안양비산사회복지관 3층 프로그램1실 

사 ; 김소영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테라피〉저자, 

효댁그림책테라피협회 부대표 

이
근
 자
。
카
。
 
세부내용 

회차 주제 날짜 

, I 엄口 f로 산q는 것은 | 5월 14일(월) 
2 I 마음이 쉬고 싶은 날 | 5월 21일(월) 
3 I 당신과 나사이에 | 5월 28일(월) 

죽음은 왜 이 세상에 왔을刀P | 6월 4일(월) 
대 상 ; 안양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선착순 10명) 

참가비 ; 무료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신청 

문 으| ; 안양비산사회복지관 ft 031-446-5935∼6 

4 

2부 ; 시범및공연 
(13:00∼15:30 I 2H30) 

3부 자유관람 

(15 : 30∼16 : 30 I lH) • 



。

쓰레기분리배출요령 tt/2<” 
빠얀~i:-1흥 

쓰레기는 일몰 후(일요일∼목요일 오후 BAI OI후) 

내 집앞낀l절짚폐에 배흩 

음식물 쓰례lilt 아닌 것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합니다. 

채소류 

쪽파, 대따. 미나리 등의뿐르L 
고춰시,고합H, 옥수수대, 

행t. 마늘, f뀔 옥수수등의껄활 

과일류 곡류 
호두, 밤, 땀콩, 왕계벼의킬갱 

도토리등띄띄한껍데기 

복숭아살구, 감등의쓰L 

뿜
 매끄
 

E
·”닭
 
뾰
 

。
휴
 쐐
 
밸
 

觸)
어패류 기타 

조개,소라 전복, 멍게굴, 게, 각종츠E 및 

가재등의 껍떼|기. 생선뼈 효본깐야l ·엠Z.l 

이런 종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므로 흰색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안양시 청소행정과 률 031-8045-2257 

종이류 깐r 

신 문 상자류 책자·노트 종이맥, 종이컵 

물기에 젖지 않게 묶어서 택배주소 테잎 등제거 스프링 등제거 물로 행궈서 

• 
플라스틱 

|
’

끄
 |4 

특
 
우
캠


스
 
비
 
π
 

웰
 潤
經

비닐(멸름)류 

이물질,부착표 
스티커제거 

발포합성수지류(스티로폼) 

• 스티커, 부칙표、 테잎 제거 
• 과일박스등 발포스티로폼만 가능 
• 가전제품용완충제는구입처로 반납 

재활용폼은 후명 비닐 뿜훔에 담아 배훌 

재활용 를가능 폼묵은 총량자| 뿔훔에 담아 배훌 
(타논것 ·월반훌량제를후. 타지맙논 컷---연성마대) 

露훨 삐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상충채용기 

내용물 비우고 다른재질분리 구멍을뚫어서 

유리명 

음료수,소엉병류 

듬빼꽁초등이물질제거 

요방시 청소행정과 tr 031-8045-5992 



。

중-고등확.ii! 신입생 

i파복구입 님t겠l 뭔;j얀?나l 
2018. 3. 2.(금)현재 오방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둥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표때| 입학한 2018학년도 신입생 

1인당 296,130원 

(동복 210,900원 / 하복 85,230원) 

.철낌낌를 2018. 4. 18.(수) ∼ 11. 30.(금) 
※ 집중신청기간 : 2018. 4. 18. (수)∼4 27.(금) 

--붙힐 ..... 지원대상자(학생)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조부모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나 지원대상자(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철굉편 ..... ‘i방시 소재 충·고둥학교 신입생 : 채학중인 학교에 신청 
※ 집중신청기간 이후(11. 30까지) ; 주민등록지 맹정복지센터에 신청 

• 안양시 외 소채 충·고등학교, 교복올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 
주민등록지 맹정복지센터에 신청 

• ‘~양시 소채 충·고등학교 신입생 : 신청서 
※ 집중신청기간 이후(11. 307n:AI) 주민등록지 맹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셔,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안양시 외 소재 중·고둥학교 신입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교복을 입는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신입생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칙사본,통장샤본 

Ill투힘팀L 신청서 확언 후 5뭘중 스쿨뱅킹계좌로 입금 

률쿄l톨길 .... 오방시 교육청소년과(1r031-8045-2265, 5606) 

야* 암양시 



제238호| 인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안양시의회는 제238회 시의회 임시회를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저1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교육협력 

MOU 체결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는 3월 13일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능력 향상 등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교육 

협력협약을체결하였다 



제2호| 안양시의회 의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개최 

안양시의회는 3월 11일 호계 볼링경기장 

에서 제2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를 개최하여 선수 및 내빈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안양시의회는 3월 29일 2017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천진철 시 

의원을 대표위원, 김세현 공인회계사와 

서재오·신동두·조연주 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

총무경제위원회활동 

총무경저|위원회(위원장음경E폐는 2018년도 

저11회 추가경정 예신안 심의 중인 6일 인양 

남부시장 야시장 조성지를 방문하여 사업 

현황청취 및 사업타당성 검토등적극적인 

의정활동을펼쳤다 

의회운영위원회활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우는제238회 

시의회임시회 저11차본회의폐회중인4월 

5일 저11차 회의를 개회하여 r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김필여}는 저1238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6일 동안치매안심 

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안심센터 시설, 사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설을 살펴보았다 

m I 51 

0 
/、 ζ~ 운」; 

도시건설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선화}는 저1238호|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6일부터 10일까지 

3j:벼|으| 도시건설위원회 ε엠회의를 개최 

하고 소관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등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실시하였다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 회의 장면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aycouncil.go.kr 



석수도서관 예비작가를 위한 글쓰기 교실(심화반) 모집 및 운영 

운영기간 : 2018. 5. 8. (호”∼7 17. (호0 

매주화요일 10시∼13시 (10회차) 

글쓰기 숙련자 성인 20명 

도서관 홈페이지(4.17. (호~)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석수도서관 1층 문화교실 

글쓰기 습작수업(실기위주),홍미숙수필가으| 첨삭지도 

석수도서관 참고·연속간행물실 ft 031-8045-6142 

만안도서관 「5월 가족영화 상영」 

대 상 ; 도서관 이용시민 30명 

장 소 ; 만안도서관 문화교실(지하1층) 

일 시 : 2018. 5. 9.∼5. 30. 매주 수요일(4호|) 14시∼16시 

내 용 ; 「행복 목옥탕」 등 가족영화 상영 

신청방법 ; 당일 선착순 입장 

문 으| ; 만안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64 

상
 법
 
소
 용
 의
 

바
。
 

처
。
 

대
 
신
 
장
 
내
 
문
 

만안도서관 「그림책 원화전시」 

대 상 도서관이용시민 

장 소 ;만안도서관 1층로비 

기 간 2이8 5. 8. (화)∼5 24. (목) 

내 용 그림책「가을운동회」원화 15점전시 

문 의 만안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64 

박달도서관 「우리아이 경제교실」운영 

교육일자 . 2이8 5. 13. (일) 

대 상 저학년 20명 / 고학년 20명 

장 소 박달도서관 시청각실(4층) 

프로그램 

초등학교 1∼3학년 프로그램 

10:00∼1oso I 시E뻐| 따라 변하는 물건의 가격 
11 : 00∼12:00 I 경저|교육 보드게임 
초등학교 4∼6학년 프로그램 

14:00∼14:50 I 자원의 희소성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 
15:30∼17:00 I 경제교육 보드게임 

진 행 ; 미래에셋 우리아이펀드 

신청방법 2018. 4. 24. (화) 10시부터 홈페이지 접수 

문 의 박달도서관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84 

。

# 

。

• 

2이8년 5월 석수도서관홍보자료 

석수도서관가정의달 

‘정란희 동호}작가가 알려주는 우리아이 독서법’ 특강 운영 

대 상 ; 안앙시민 3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장 소 석수도서관 1층 문화교실 

일 시 : 2018. 5. 11. (금) 16시∼18시 

모집일시 2018. 4. 25. (수) 10시∼선착순마감 

내 용 ; 동호}작가가 말하는 내 멋대로 재미독서법 강의 

문 의 석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윈 031-8045-6134∼5 

φ 

석수도서관 가정의달 ‘가족체험 달콤한 시간 특강 운영 

대 상 유아6구세자녀 1명과부모중 1명(10팀)/ 

초등저학년 자녀 1명과 부모 중 1명(1 O팀) 

신청방법 홈페이지접수 

장 소 석수도서관 1층 문화교실 

일 시 2018. 5. 12. (토) 10시∼14시 

모집일시 2018. 4. 25. (수) 10시∼선착순 마감 

내 용 ; 찰리와초콜릿공장이야기와초콜릿풍듀체험후 

소중한 가족과 나눌 쿠키 포장 

15,000원(한 텀당) 

석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34∼5 

재료비 

문 의 

석수도서관 가정의달 ‘책 읽는 우리가족’ 폴라로이드 훌병 

대 상 책읽는가족 30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장 소 석수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내 

일 시 · 2이8 5.12. (토) 10시∼14시 

모집일시 2018. 4. 25. (수) 10시∼선착순 마감 

내 용 ; 책 읽는 7~족탬게 폴라로01드로사진을찍어드려요 

문 의 석수도서관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34∼5 

석수도서관 5월 ‘지역작가오암| 만남’ 운영 

대 상 안앙시민 2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방문접수 

장 소 ; 석수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 안양작가전시 코너 

일 시 : 2018. 5. 30. (수) 16시∼18시 

모집일시 : 2018. 5. 10. (목) 10시∼선착순 마감 

내 용 ; 정민재작가/살아있는생각의완성비주얼썽킹 

문 의 석수도서관참고·연속간행물실 ft 031-8045-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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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서관 5월 「책 임어주기」 

일 시 매주 금요일 15시20분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배움터3 

대 상 ; ψ~I 이상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사) 

문 의 안양시 어린이도서관 ft 031 -8045-6285 

어린이도서관 5월 「30 입체영호}상영」 

일 시 2, 4주 일요일 15시30분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어린이극장 

대 상 안양시민 80명 

상영작품 라푼젤(100분), 박스트롤(96분) 

문 의 안양시 어린이도서관 ft 031-8045-6276 

벌말도서관 5월 「동호}꿈터 동호}구연」 운영 

일 시 매주목요일 15시 

장 소 ; 벌말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진 행 「동화꿈터 동호}구연」 자원봉사자 

대 상 유아및어린이 20명 

문 의 안양시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

-

-
<? 벌말도서관 5월 「영어동호}구연」 운영 
I 일 시 매주일요일 11시 
! 장 소 벌말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 진 행 과천외고 영어동호}구연 동아리 Fai「ytale
대 상 초등 1∼2학년 20명 

문 의 안양시 벌말도서관 얻 031 -8045-6303 

※ 도서관 홈페이지(www.anyanglib.o「k「)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영일시 및행사관련 변동사항등기타자세한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τ/ 

2018년 5월 평촌도서관 훌보자료 

평촌·관양·비산·호계·어린이·벌말도서관 

가정의달행사운영 

운영기간 : 5. 1. (호”∼5 31. (목) 

대 상 ; 도서관이용자및안양시민 

내 용 ; 특강1 처|럼 동호}구연 등 (※ 도서관별 상이) 

세부내용 

--··lL- 운영과목 분의 

펴C그초」-
「책놀이 가랜드 만들기」 등 1층어린이자료실 
5개행사 얻 031-8045-6218 

관양 
「엄마와함께석고방향제 2층사무실 
만들기」등4개행사 ft 031-8045-6334 

비산 
「샌드아트스토리텔링」등 4층사무실 
3개행사 ft 031-8045-6232 

호계 
「어린이코딩수업」등 3층사무실 
3개행사 ft 031 -8045-6255 

어린이 
「조금특별한책읽기」등 1층사무실 
5개행사 ft 031-8045-6285 

님E프{口E프} 
「한 달에 한번 쓰는 특별한 3층디지털자료실 
가계부」등 4개행사 ft 031-8045-6303 

관양도서관 5월 「그림책과 놀자」 운영 

일 시 매주 목요일 16시∼17시 

장 소 관양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 유아(6구서|)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자 

문 으| ; 관양도서관 ft 031-8045-6334 

비산도서관「도서관에서 영어동화 함께 읽기」 

일 시 ; 매주 금요일 15시30분 

장 소 ; 비산도서관 1층 어린이실 이야기방 

대 상 ; 유아(6구서I)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 자원봉사선생님 

내 용 ;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영어동호}를 읽어주고 

이야기나누기 

의 . 비산도서관 ft 031-8045-6235 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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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린 기초생활수급자으| 가구여건에 맞는지원을위하여 

생계I 의료, 주거, 교육4개 급여별로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필요한도움을 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저|도입니다 

선정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이 완호}도|었으므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0 1하이면서 부 

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원) --

1 。| 2인 3인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기준중위소득30%(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기준중위소득40%(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기준중위소득43%(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기준중위소득50%(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 

4인 
「

5。| 6인 
--- 1--

기준중위소득 10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30%(생계급여) 1355.761 1606576 1857392 

기준중위소득40%(의료급여) 1807681 2,14낀02 2.476523 

기준중위소득43%(주거급여) 1943257 2,302,759 2662262 

기준중위소득50%(교육급여) 2259601 2677.627 309565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양의무자서류등 

문 의 처 · 안양시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윈031-8045깅217 

안양시 복지상담 콜센터 윈 031 -8045구979 

거주지동주민센터 

기
 
대
 
방
 

--
------치매어르신 실종제로사업 「지문 사전등록제」 실시 

간 2018년 4월부터 

상 치매 어르신I 배회가능 어르신 

법 ; 보호자와함께주소지관할치매안심센터,경찰서’파출소내소 

필요서류 어르신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문 의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 ft 031-381-3770∼1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 ft 031-8045-3161, 3180 

※ 지문 사전등록제 ;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해 확대 운영 

안양시 동행정복지센터 맞훌형 복지업무 시행 

국민의 체감도를높이기 위한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업무가 

4월부터 31개돔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문 의 ; 인양시복지상담콜센터 ft 031-8045-7979 

각동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담당 

~ ~""'우 t:t~t:t~」L」L
~ , 。 。괴극 

깐。)--"l}*논 뇨~~·불지서버스 
| 우리 지역의 보건소 .지굉 • 지역쭈민 필끄l 함째 생째 외효 지윈 .당 건강 
핀리 를 다양한 륙지서비스톨 받윌 수 있로. 도와드뀔니다. 

!i!.겁를찌를생터(129) 

1싸움 률g를 쭈밍.터 o\~ .. • 
-、 bB:J 

.찌호(www.b。kjlro.go.kr) "' '"' 

-률촉흘뭘펄E렐훨덜맡휠흩룰활렐힘를-

기
 
대
 

--
-
---------12세 여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예방) 접종 안내 

간 연중 

상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5. 1.1. ∼2006.12.31. 출생자) 

※ 2017년 12월 31일까지 1차 접종 시행한 2004년 

출생자는 2차 접종 무료지원 

내 용 건강상담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무료) 

※ 건강상담 및 예방접종 서비스는 6개월 간격으로 

2회제공 

장 소 · 보건소 및 사업 참여의료기관 

의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208 

안앙시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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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무료암검진」협사랑으l 시작입니다 ” 어려우 이웃톱기 성금품 기탁내여 

• 

검진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 

하는자(하위 50%) 

.직장 2017년 11월 건강보험료 89,000원 이하인 자 

·지역 . 2017년 11월 건강보험료 94,00(〕원 이하인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검진대상 해당자 

※ 보험료 부과기준 초과자는 대상자 10% 본인부담 있음 

※ 2018년은 짝수년도 출생자 검진대상입니다 

(검진주기가 2년인 경우)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암 검진표에 따라 

검진의료 기관 사전예약 후 검진실시 

검진비용 ; 무료(단, 수면내시경등추가발생비용은대상자부담) 

검진항목 
커치대상 검진주기 
~ 

위장조영검사또는 

2녀 폐:HAl검검사 
」 유방촬영 

자궁경부세포검사 

| 카숫음파검사혈청 6개월 | 」4
| 알파태아단백검사 

1년 | 분변잠혈검사 

으|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윈 031-8045-4833(4649)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495(3045) 

국민건강보험공단 ft 1577-1000 

안양동안경찰서 

기닥일자 2018. 3. 14. 
기득}내용 성금 2,240천원 

나눔대상 ; 사회복지시설 

안양시청(도로고h 

기탁일자. 2018. 3. 8. 
기투κH용 ; 성금 2,00(〕천원 

(부서시상금) 

나눔대상 지역아동센터 

안양Alj:I과의사회 

기틱일자 . 2018. 3. 15. 

기l펀H용 안양사랑상품권 
2,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안양시약사회 
기틱일자 ‘ 2이8 3.15. 
기특배용 인양사랑상품권 

2,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인양시한의사회 

기탁일자 2018. 3.15. 
기투배용 안양사랑상품권 

1,5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안양시의류재활용협회 

기탁일자 2018. 3. 28. 
기탁내용 성금 1,5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주P~I엠산업개발 
기탁일자 : 2018. 3. 9. 
기특}내용 ; 성금5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주밴피커뮤니케이션 

기탁일자 : 2018. 3. 6. 
기투배용 ; 성금3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대거|나라안앙점 

기탁일자 : 2018. 3. 19. 
기투배용 ; 중식제공 
나눔대상 ; 안양시 독거어르신 

이마트평촌점 

기틱일자 ; 2018. 3. 28. 
기투배용 ; 사랑의 도시락 
나눔대상 ; 안양시 독거어르신 

이쁜이빈대떡 
기닥일자. 2018. 2 8. 
기투배용 빈대떡및전(부침개 

7만원S방 
나눔대상 안양3동관내 독거 

노인 7가구 

c 를 톰믿·· LJ.특를XJ.~페 를--
....... - ' --· 11 • -- ' 뚱r • 

----~ OJ'•r앙후 

am메: 매훨 셋째주 금 11-14.AI (·혹서기1, 8월/부천시휘소) 
4월20일 /5월18일/6월15일 /9월 21엄 /10월19일 

휠를률:동안구보건소 앞마당 
훨탈홉홉 ; 임신 • 흩산 • 영유아용폼으로 째사용가능한 중고률품(신제품채외) 
짧I : 당밀접수(개장당일 10시30분부터 접수) 문의 률8045-4843 

찰 동안구보건소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채용정보 

| 업체명 보집분oT i~격초건 른후예정지 분획 기타 l 
계요병원 조리원모집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의왕시오전로 031 -455-3333 월급 208-233만원(면접 후 협의), 

(1 명) 한식조리사자격증 15(왕곡동) (내선변호· 식사제공, 주5일 07:00-16:00 
우대 101) (휴게시간;오전1시간,오후1시간 

30분) 퇴직금, 4대보힘 

듀)한샘스토어 웹디자이너/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의왕시 031-452-0050 월급 200만원(먼접후협의), 
쇼핑몰관리 정년층우대 경수대로 339 (오전동) (내선변호 5) 상여금별도, 중식비지급, 
직원모집 (1 명) 주5일 09:00-18:00, 퇴직금, 

4대보험 

경기해뜨는집 사회복지사 대휠2∼3년}박사 경력 경기도인양시만인구 010-3898-8130 월급 157만원, 주5일 09:00-18:00, 
방문요앙센터 모집 (1 명) 무관, 자동차운면전허 병목안로6(인앙동) 퇴직금, 4대보험 

필수, 인근거주자, 
여성우대 

동안공조퓨) LG전자시스템 하-「려 .~ 켜 C그려 -, 므 1 과 」;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 -458-3400 월급 2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에어컨물류 엘에스로91 번길 7 주5일 09:00-18:00, 식사제공 
배송기사모집 (호계동) 
(2명) 

(주부광 영업사원모집 고졸-대휠2∼3년), 신입,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71-1831 월급 200만원, 식사제공, 주5일 

(1 명) 자동차운전면허필수, 만인로 356 (안양동) 09 :00∼18: 00, 토|직연금, 4대보험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청년층,운전7f능자우대 

효팩종합광고 디자이너모집 학력및경력무관,인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70-7 403-4233 월급 157만원(면접 후 협의), 상여 

(1 명) 근거주자북한이탈주 안양로384번길 4 금별도,중식비지급, 퇴직연금, 

민, 고용촉진지원금대 (인앙동) 4대보험, 주5일 09:00-18:30 
상자, 정년층1 여성우대 (3주어| 1 번 토요근무,09:00-15 : 0미 

백산크레인모터스 크레인모터 하-「려-,므 l 과 L」, 시 L」이t::l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010-5211 -4478 월급 250-300만원(먼접후협의), 

설치,정비원 182번길, 28-6 (산본동) 상여금 별도, 주5일 08:30-18:00, 
모집 (2명) 식사제공, 퇴직연금, 4대보험 

(주)타스코 기술부직원 대휠2∼3년)- 대휠4년),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 -8086-5290 월급240-250만원(면접 후 협의), 

모집 (1 명) 경력 3년이상 시민대로 383 (관양동) ~뼈금 별도, 중식비 지급, 주5일 
09;따18:00, 토|ξ담, 4대보힘 

퓨)아01엔티코리아 산업용부품 대휠2∼3년)-대졸(4년), 경기도군포시당정로 031 -465-537 4 월급 291 만원, 식사제공, 

기술영업 직원 경력 무관, 운전가능자, 60번길, 24 (당정동) 퇴직연금, 4대보험, 

모집 (1 명) 컴퓨터활용능력우수 주5일 08:30-18:00 
자우대 

(쥐파티쉐서승주 사무행정직원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10-7119-2719 월급 170-180만원(먼접 후 협의), 

모집 (1 명) 전파로 96 (호계동) 퇴직금, 4대보험 
주5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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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메 가입하였습니다. (별도으| 가입절차 없이 자돔가입) 

보 험 기 간 2이8년 3월 23일∼2019년 3월 22일 

보럼계약자 안양시청 

표| 보 럼 자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수 익 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금신침 DB손해보험(주) 옆 1899구751 FAX 0505)137-0051 ※(주)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3개사 공동계약 
E그 

보잠내용 

의 안양시 도로과 자전거정책팀 ft 031-8045-2434 

靈깊F 싫3 

구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보장내용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E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저|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저|도와관계없이 중복보상 

부
」
 

2,500만원 

2,5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안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저|도와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OI상: 20만원 
• 진단 5주(35일)OI상; 30만원 
• 진단 6주(42일)OI상: 40만원 
• 진단 7주(49일)OI상: 50만원 
• 진단 8주(56일)O I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고
 

사
 

토
。
그
디
 

교
 
원
 

거
 
지
 

전
 
리
 

자
 처
 

안양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ε버|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ψ~I미만자제외) 

안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오|, 동승자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보매빨 경우 

(피해자 1인당)(1ψ~I미만자 제외) 

20만원 

2,000만원한도 

200만원한도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 아직 못 타신다고요?! 
햄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전거타기 한번 배워보세요! 

2018년 자전거 상설교육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18. 3. 2. (금)∼마감시까지 
신청자격 . 안양시민 (만 20세 이상∼65세 미만) 
신청방법 ; 전화신청 얻 031-8045-2434 

※선착순접수 

교육정원 . 연 250명(1기당 25명 /총 10기 교육) 

교육비 무료 

준 비 물 ; 간편 복장과운동화등 
문 의 처 안양시 도로과자전거정책팀 

얻 031-8045-2434 

교육운영 

운영과정 초·중급반(정규), 고급반(심호0 
※ 고급반은초·중급반수료후 

희망자에한해운영 
교육기간 : 2018년 3월∼11월 

(초급, 중급 각 2주 단위로 실시) 
교육시간 4주 40시간[월∼금 (1 0시∼12.A.I)] 

교육장소 이론-시청 
실기-학운공원 및구농림축산검역본부 

@* 암양시 



함께해요우리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t E메어앓어요l 

임지우 공주님 
2017년 8월 3일 출생 

부모 아빠 임학영, 엄마 최연주 (동안구 귀인로) 

태명 별 

태몽 우리부부가 타고 가는 차 안에 토끼 한마리가들어온꿈 

지우에게하고싶은말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너무고마워, 우리 딸 너무사랑하고 

우리 지금처럼 건강하게 예쁘게 행복하게 잘 지내자! ’ 

유사라 공주님 

부모 아빠유혜동, 엄마이수빈 (만안구경수대로) 

태명 나무 

태몽 탐스럽고커다란복숭아 

사라에게하고싶은말 

사라야, 이 세상에 온 것을환영해. 너에게 좋은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늘 건~하고 해맑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 f\/\ 사랑하고축복한다∼’ 

김유주 공주님 
2017년 1월 10일 출생 

부모 아빠김성완l 엄마김정은 (동안구관펑로) 

태명 축복이 

태몽 아주귀여운진돗개가아빠품에안기는꿈 

유주에게하고싶은말 

사랑하는유주야! 네가우리 가정에 와서 가져오는 행복이 

얼마나큰 지 아니? 우리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사랑이 샘솟는단다 

고마운 아가! 엄마아빠랑 아끼고 사랑하며 지내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공주님 

2018년 1월 3일 출생 

부모 아빠 천민재, 엄마 정은영 (동안구 경수대로) 

태명 쿨쿨이 

태몽 무대위에아주커다란복숭아 

수아에게하고싶은말 

사랑하는수아야 100일동안살아본세상은어떠니? 지금처럼 

우리 수아 곁에 든든한가족들이 있다는걸 잊지마 우리가지켜 

줄게 건걷tor게만 자라줘fl/\ 100일 축하하고 너무나 사료「해’ 



송설아 공주님 
2017년 12월 1일 출생 

부모 아빠송민, 엄마김수진 (만안구경수대로) 

태명 반짝이 

태몽 없음 

설아에게하고싶은말 

김지안 공주님 
2016년 8월 10일 출생 

부모 아빠김창헌, 엄마차혜영 (만안구안앙로) 

태명 용댐주니어 

태몽 커다란곰이안기는꿈 

지안이에게하고싶은말 

58 I 59 

우리집 막내 설아! 아빠엄마는설아의 탄생으로새로운세상을 

보고있단다 설아가항상행복할수있거10빠랑엄마랑오빠가 

노력할게 ’사료「해 ’ 

지안아| 항상 건길h하고 밝게 자라럼 지금 미모 역변없기를 바 

란다정말사랑한다|! 

---{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2이 8.1.1. 이후 출생 자녀 

(출생 ·입앙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거주한때) 

지원내용 첫째 자녀 - 100만원, 둘째 자녀 - 200만원, 

셋째 자녀 -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 

문 의보건소모자보건팀 

(만안 031-8045-3526, 3040 I 동안 031-8045-4846) 

임신축하금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2018.3.29 조례공포일부터 시행) 

지원내용 안양사랑 상품권 (10만원)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구4층, 동안구1층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다문화 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문 의보건소모자보건팀 

(만안031-8045-3526, 3040 I 동안031-8045-4827)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여러분의참여로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안앙시민의 많은참여를부탁드립니다 (출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접수방법 urianyang@korea . k「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오|가에서도탄생의행복을힘께공유할수있도록여분의 ‘우리인앙’을같이보내드립니다‘ 

아이의사진이 실린우리인앙을선물해보세요| 



함께해요우리안양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7~족어l귀l 뾰.L~는 
~~량으l 머lλ)A) 
이메일 (urianyang@korea. kri로 

기족에게보내는사랑의 메시지를전해주신 

안양시민중선정된분께는‘안양시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i;· 1t:/-f{ αlt/-/!:f-0 f 5-
b 

7、VIA-~、τ;;t;::_ ~-v I 0 Fξ 
D- ι -1 ε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게 잊그제 같은데 벌써 효볍이 

가 군대도 전역하고 다시 대학교를 복학한다니 세월 

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구나.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 

면서 스스로용돈벌이도 하는 걸 보면 O빼랑 엄마는 

우리 아들 효볍이가 정말 기특하단다 이제 학교를 다 

니면서 새롭게 시ξ던태| 됐으니 미래 계획을 잘 생각 

해서 열심히 준비하길 바라고 아빠 엄마한테도 전화 

자주하고걱정 없이 학교생활하길 바란다 우리 아들 

아빠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ι113」1순 흔L강11:/-f{ 선 fJ 엠→~~ 
(.. 1- 궁 궁 •2 i. 

Vitt; ft:, L t,f~I '[;, j-"'-[11--ii• 
30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딸들과 함께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했다 

고 마련한자리에서, 당신의 웃음속에 비춰지던 내심 씁쓸히고허전해하는 

마음이 느껴져 한동안 당신이 걱정도 되고 요싹럽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60 

의 나이에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당신의 모습이 요즘 따라 더욱 멋지게 

느껴져요/\/\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 적지 않은 나이에 수업 

듣고 실습히고 보고서 작성하면서 고되어 보이는 당신의 어깨가측은하기 

도하지만 당신 곁엔 항상 열렬히 응원하는제가있으니 힘내서 끝까지 함께 

노력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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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정말사랑하는우리 엄마 나은경이야. 어려서부터 나는 

엄마가너무좋아서엄마가는곳어디든따라가려했던거, 

기억L꺼 엄마는 남자친구생기면 내가변할거2.f고그랬는더|∼ 

나는지금도엄마가 너무좋은걸∼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것보다엄마랑놀러 다니는 게 더 재미져∼>.〈 내가가끔엄마를 

속상하게 할때도 있지만 나는엄마의 영원한베스트프렌드, 

영원한엄마바라기야! 앞으로좋은 더|도 더 많이 가고 

맛있는것도 더 많이 먹자! 

G객운ti↑!-
D ‘ ι L 

1.,-f :;_.f 편t:'-1(1캐l 

우리 첫 만남 기억하니? 1999년 운명처럼 우리는 만나게 됐고, 

그후로 11년동안나의간절한애정공세끝에 2010년부터우린연 

애를 시작하게 됐지 그리고7년이란 긴 연애를끝으로작년에 결혼 

까지 하게 됐어 다들 말하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잃는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증명하게 된 거 같o~. 은지야∼ 그동안 부족 

한 나를응원해주고 힘을 줘서 고마워! 긴 연애에도 서로 01해히고 

배려했던 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누구나 

부러원하는 ‘우리’가되도록노력할거|∼사랑해 은지야? 



함께해요우리안양 | 다른그림찾기 

짧다른그림찾기 
석수동 생태이야기관 앞에 자리 잡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양천 습지로 산책을 나가볼까요?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 상기 삽호}는석수동생태이야기관앞‘안양천습지’를 재구성 한그림입니다 

여
-
갖
돼
꿈
깅
따
 
갖
-
E
-
κ
-

으
던
잉
 이
패
.
 

--



뿔體體훌講 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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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wmv, avi, mpeg 등동영상 파일 

방법 | 참가신청서 및 작품 이메일(136굶yv@lan「떠ii.net) 접수 

쩌|한 사항은 홈페이지 잠조 www.anyang1365.αkr 

발표 | 2이8 6. 15.(금) 

시상| 총 9명/시상금및표창 

구를 

회우수 인앙사랑상용권 요망시링싱융권 요앙사형상울켠 
(대상. 1획를) 20만원 a만원 30만원 

우 수 인앙시형싱용권 안앙사링상용권 으앙사링상품권 
(대상. 2직를) 10만원 10만원 m만원 

※ 당선작외 출움직품어|도봉사시간 10시간인정 

문의 | 안앙시자원봉사센터 담당 권혜진 'fi" 031) 8045-2557 

@ 암양시 ?繼α뺑}샌~딘 

햄 f책 요땅지역Ot동샌터연합회 

.얻 ·--갱짧 냐} 셔용%셔,,~"째. '61 ... ll!?!I 앙리l!'il ·따갖g O Q·H.&Ob<'ll• 톨의 031)422 …, 

·‘- t」 핀디 ~ r 

" 

본인서명λ}싫획잎!;삿t'꿇 
발급받으Ail요!I !짧 -- . • 
、/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인감도장도용을 막을 수 있어요! 

、/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발급 “ 대갇 일」O 없. I 때문에 얀 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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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해요! 

v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니 안심할수 있어요! 

~ 

푼1톨률릎풀훌} 
흔i맘흩흘 

16:40-16,55 난타공인 

17:00- 11,15 국민의얘기녕사 

17:15-17 ‘ 5 국익기연추및전용소리공연 

17:45 ‘ 18 ‘,05 전용우용공연 

18:05-18:30 힌대용외공연 

18:30-19:00 용를를이공연 

19:00 대동률이,메익 



함께해요우리안양 | 시민플러스 

하얀뭉거lT 름과내 마음 
글 형성녀 (만안구 박달로) 

무심코하늘을쳐다보니 하얀뭉게구름이 피어오르네. 

내 마음도 하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세월은 인간을 붙잡지 않으니 반성하면서 하얀 뭉게구름처럼 내 미음도 하양게 씻으러 

시멋가 언덕 위에 한 송이 들국회를 꺾어 이파리 한 잎 따서 개울물에 띄워 보내고 

두 잎 따서 슬픈 사연 담아 띄워 보내고 송두리째 들국회를 개울물에 떠내려 보내고 

손 씻고 발 씻고 얼굴을 곱게 씻으며 먼 미래를 바라보며 하얀 뭉게구름처럼 살아가리라. 

속절없이 세월은가는데 내 마음은소녀인 양꿈을그리며… 

억새풀은험한세파(世波) 속에 잘들지탱하며 제 몸이 흥이 난듯흔들거리며 춤들을추네. 

하얀뭉게구름처럼 내 마음도깨끗이 닦아침묵의 대지에 태양의 햇살을받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을이 오면 온 기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햇과일을 먹으며 희망의 노래를 부를 거야」 

인내와 사랑과 정직한 말의 씨앗을 뿌려 봄날의 햇살을 받으며 화단에 나무들은 싹이 트고 

잎이 나며 예쁜꽂이 피듯이 정직한마음을내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남기며… 

하얀 뭉게구름 타고 멀리멀리 여행을 떠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셋에? 
에 



봄향기 
글 윤경분 (만안구 삼막로) 

계절의향기를날리며 

웃고오는봄내음꽃향기 

별빛같이 눈을 뜨는 봄의 꽃망울 

웃으며 돋아나는 순결의 새싹들이여 

내일을약속히는계절이 있기에 

앞서가는세월따라 

기쁨의 내일을 가고자 히는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모두가 쓸쓸이 부서져 갈 

한잎 외로운흔임을알게한 

자연의 섭리를 마옴에 새기며 

끝없는 향기로 환호하게 하소서 

안양시민 여러분의 참신한원고를 기다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원고 시·수필·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건 등 (공백포함 800자이내) 

접수 이메일 urianyang@korea . k「 또는 팩스 031-8045-6501 문의 안앙시 홍보기획관 031 -8045-201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융안양사랑상품권 안앙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64 I 65 

-가맹점 위치 찾기 ]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면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다운로드) 

3. 안양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각 상인회 가입 점포) 



함께해요우리안양 | 열린편집실 

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01머|일(urianyang@korea. k「l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 

안앙시민중선정된분께는 

‘안앙사랑상품권’을보내드립니다 

우리인양을무료로 '2Jq.보세요 

인앙시홈페0 |지(www.anyang .go.kr) 

또는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우리인양을 

통해볼수있으며,구독을원하시는 

분뭘|게무료로우편발송해드립니다

문의 031-8045-2018 

스마트폰애플리케01션으로 

우리안양을만나서l요. 

안드로이드플러101스토어또는 

Of이폰압스토어에서 

‘우리인양검색후업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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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천 길을 나섰습니다 60여 년 넘게 들어 왔던 동요 가사 일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귀대고 들어보면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 봄이 온다네 봄이 와요 얼음장 밑으로 봄 

이 와요’ 겨울 늦추위가유뇨h히 심했는데 두터웠을 얼음장들은 물러갔네요 봄비로 인해 징검다 

리 물이 줄기잡니다 학의천을처음 알게 된 계기는 〈우리안양〉 소식지를접하고서입니다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 떼들을 보고 놀랐었지요. 옆으로는 시원한 자전거 산책로, 이 길이 안양천을 

지나 서울 한강까지 연결된답니다 환경천으로 알려지고 접근성도 좋은 학의천, 엄지 척! 운동 

삼아들러 보라고 주저 없이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학의천 다리 아래 주차장 옆에서 금술 좋 

은 오리 두 마리를 포착하였습니다 이때 동네 한 아주머니께서도 열심히 오리 스냄사진을 찍 

고 계셨는데 그 분 말씀에 따르면 매년 이곳에 나타나서 터주대감 노릇을 하며 상주하다시피 

하는 부부오리라 합니다 새끼 한 마리는 멀리 옆에 있어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의다른오리는정말달려가서쫓아내더군요건ζ념f고깨끗한학의천모습01기도합니다 

김영희 (동안구 흥안대로) 

봄, 봄, 봄, 봄이 삐죽| 하고 싹을 내밀고 있습니다 서설(瑞雪)에 덮여서 눈에 띄지 않던 그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이제는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을 나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기도 하네요 〈우리 

안양〉으| ‘착한 수레’ 소식을 전해 듣고 거동이 힘드신 어머니를 편요「하게 모시고 다니려고 합 

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우리 안양의 복지 혜택과 더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록(新綠)의 

계절을맞이하렵니다 

홍정호} (동안구 동안로) 

출퇴근길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을 보면 재활용 가능한 종이류와 플라스틱, 심지어 캔까지 

종료쩌| 봉투에 섞여서 같이 버려진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모으면 재산일 벤데 저렇게 함부로 

버리먼 얼마나 심각한 자원낭비며 환경오염을 초래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생각인데 

〈우리안양〉에서 녹색 환경 코너를 만들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동시에 가정 

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가령 분리수거가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 

들 쓰레기 줄이는 지혜 등을 아이들과 같이 읽고 실천한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른으로서 아름다문 이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영 (만안구 안양로) 

산불방지와환경보호취지를환기시키고싶습니다안g때|살고있는시민 1인으로서 〈우리안양〉 

을통해꼭알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수리산산행자가지켜야할최소한의의무에대해서입니다 

수리산은 2009년 도립 곰원으로 지정된 안양의 자랑스러운 보배입니다 본 소식지에 산과 그 

주변 이곳 저곳이 소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산행을 하고 적지 않게 실망을 하였 

습니다 공군 부대 방향 정상 가까이 평지 공간과 정자가 있는 쉽터가 있는데 근처에 담배꽁초 

들이 다수목격되었습니다 환경오염도문제려니와 요즈음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오f중에 담배라니요? 이곳에서의 홉연과 꽁초 투기는 타지인이 그랬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안양시민은 공중도덕 지킴이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승천 (동안구 관평로) 

※ 우리인앙 5월호VQ270 인쇄 공정에서 판형 배치 관겨|로 인해 부득이하게 페이지 번호가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혼란을드려 대E「히 죄송하며‘ 독자 여러분의 앙해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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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양〉 책자를 넘기는 순간 눈이 확∼ 트였다고나 할까요∼ 오랜만에 보는 분홍색 꽃! ‘연분홍 꽃바람이 붐니다의 제목 

으로 시선을 옮기자 진달래꽃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39년째 이어오는 지역주민의 축 

제 한마당이라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랄 적 엄마께서 진달래술을 담그시고 진달래를 따서 먹었던 기억도 

나면서 4월호 〈우리안양〉 책자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절쭉과 진달래꽃의 차이도 궁금했는데 친절히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진달래동산에 놀러 가서 예쁘게 핀 진달래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은정 (만안구 창박로) 

안양에 이사 오던 날이 1999년 3월이었는데 벌써 20여 년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때 배 속에 있던 큰 아이는 안 

양이 고향이 되었고 이사 와서 이곳이 좋아서 이사 갈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안양 평촌에서 둥지를 틀고 있네요 매번 챙겨보 

는 〈우리안양〉에는 여러 가지 행사 소식이며 정보 등이 나와 있어서 늘 큰 도움이 되어 주어서 항상 고마웠어요 4월호에 

는 예쁜 꽃소식이∼∼ 날씨 좋은 날 안양천을 걸어보려 해요 예변게 스카프 매는 법도 있네요 〈우리안양〉이 가르쳐 준 대 

로 스카프 예쁘게 매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러 외출하려 합니다- 늘 좋은 소식과 정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 

이영주 (동안구 학의로) 

총 페이지 수 72, 무게는 유리 머그잔 정도의 들고 다니며 보기에도 부담 없는 크기인 〈우리안양〉 겨우(”) 72페이지이건 

만 테마별 구성 내용은 그 이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시민이 시민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이 츰츰히 박혀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를 수집하여 심의하고 편집 배치, 인쇄 등의 과정을 밟으며 작지만 큰 거인으로 탄생되는 〈우리안양〉, 그 책자가 

있어 즐겁습니다 이를 만든, 또 만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녕 고마움을 전합니다· 

김명석 (동안구 귀인로) 

봄 내음이 가득한 〈우리안양〉 4월호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봄이 되면 

아무래도 야외활동을 많이 합니다. 안양시에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중앙공원처럼 가까운 곳에 소풍 가기 좋은 

공간이 많아서 봄이라는 계절을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도시 같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안양천 주변에서 열리는 새 

하얀 벚꽃이 만발한 충훈벚꽃축제도 봄이 되면 인기가 많은 장소이지요 이번 주말은 저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충훈벚꽃 

축제 구경하러 가야겠습니다. 모두모두 궁봄하세요∼” 

서호}자 (동안구 관악대로) 

• •• 
64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양〉을 사료꽤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섰나요? 정답은 총 6개입니다 

왼쪽그림에서 정답을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우리안양 | 안양 만들기 

안량의안전지킴이 

‘서|흐|’ 만들기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세흐|’는 안양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양시 안전친구인 

‘세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세희는 특히 

안양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세희가 세이와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여|쁘게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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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옳
 핀 
똥끓 

* * 

월활 

/웰?\ 

않필 



함께해요우리안양 I 어제와오늘 

|| 

1970년대 

1970년대 안행동 ‘소방망루’에서 바라본 안양5동 찬우물 인근 지 

역의 사진이다. 찬우물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득한 

옛날, 산골짜기 밭돼기와 다랑논에서 약간의 곡식을 거두어 근근 

히 생활을 연명해 오던 가난한 농부는 몇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 

아 농사를 짓지 못하자 수리산 정심써1 올라 간곡히 빌었다. 그러 

자신령님이 나타나특정 지역을게시하였고그곳에 우물을파니 

물이 치솟았다고 한다. 그후로 아무리 기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그곳을 찬우물이라 불렀다. 

찬우물 주변 냉천마을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열익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어 냉천지구 주거개선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추후 재개발 

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전밍}이 양호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회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글·사진 이정범(박들잉동 우성@) 



얀양호겨|사꺼리역 톨3개 역 신설, 

인펙월-풍탄복선전훨 기본계획 확청·고λl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홍부 -

※ 「철도건설법」 저17조 저14항에 따라 2018 . 3. 29일자로국토교통부에서 「인덕원 - 동탄복선전절 건설사업 기본계획」율상기와 같이 확정·고시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소옳l렇을 C.f~J-OJ승만 ,,.. "" I「~~ ---‘r팬織 
D。 It Youth수련관 

안양시 청소년촉쩌|.‘ 상 

201.8. 5. 26(토) 14:00 ∼ 20:00 

--
i펴초주아고투l 
C>L:듀OOC>~ 

-

쌓찰’ 안양시정소년재단 | /죠\ 
했짧용 동안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축제기획단 | 뺑 암양Al 



nhu 

없
η
 

n”
u 
빼
m
 

~f2.1야 

합딴--밤흉 



‘파릇파릇’ 
초여름정취 

물씬풍기는 6월 

표지이야기 

몰라보게 따듯해진 기온과햇살에 

연일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나 6월에는 온갖 식물에 파릇파릇 

초록의 색이 더해져 싱그러움이 가득하지요. 

산딸나무, 황매화, 마가목꽃, 금낭화, 애기똥풀, 등나무꽃 

약 1,100여 종의 식물이 움트는서울대학교관악수목원에서 

맑은 자연의 향기를 만끽해 보세요. 

※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후문은 하-t:_f하는 등산객을 우|하여 개방되어 있으나 수목원 내 

희구|·보호식물훼손 및 임산물무8:채추|를 예농h하고자주탐방로를제외한구간은출입금지인 상태이다 

(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한사전예약자에 한해 수목원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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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사진 스튜디오매드 

일러스트 UNIOUIST 

l!l많훨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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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의쉽표가득한산림 

안양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확대 

르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괴-학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목원 

생태학습원을 새로이 개설해 요가체험, 강연, 만들기 

등 각종 체험 ·전시 등의 실내 표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 

게 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측정 장치 등 치유 관련 전문 

장비들이 도입되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기능 

해진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후문은 등산객들이 하 

산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개방된 후문으로 통행함으 

로써, 을 동 블 퉁한 산길 대신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주요 탐방 동선을 따라 편하게 히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정문은 사전예약자에 한해 개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2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의 생태학습원 (방문자센테 

3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시민들 



우리 안양만의 ‘안g별 산림치유’ 

총 1,554ha 면적의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은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안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림 휴%뇨을 제공하는 ‘안 

‘병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복지통합예 

약시스템(http : I I new. anyang. go. kr I fores비을 통해 1일 2 

회, 프로그램 l회당 15명의 신청지를 받아 사전예약제로 운 

영하고 있으며, ‘숲에서 숨쉬다’. ‘숲에서 아이와’, ‘숲에서 살 

리다’, ‘숲에서 떨치다’, ‘숲에서 행복을’ 등의 산림치유 프로그 

램이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피톤치드 취침 

명상, 춤태라피, 두드림 명상, 숲 느끼기 등 참가 대싱에 맞 

는 다채로운 심리요법 운동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나 안양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육 

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숲에서 행복을’ 특화 프로그램과 

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누워 온전히 나와마주칠 수 있는 ‘피톤 

치드 취침명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방되지 않았던 숲길을 

시민흙l게 공개함으로써 보다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싱그러운 6월, 도심 속에 자리잡은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에 

서 녹색의 쉽표를 찍어 보는 것은 어떨까 

選헬學;ι :~~」
안S별 산럼치유 프로그램의 특징 2018년도 안g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개요 

얘、\ 훌농. 
비개방솔길개방 육아에지친엄마의 

졌뭔 
피톤치드춰침명상 

운영기간 2018. 4. 1. ∼ 2이 8 10. 31 

운영횟수 1 일 2회, 1 회당 15명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안양시 산림복지통합예약시스템 

(http ‘:// new.anyang.go. |〈「/forest)
보다 P「ivate한 특별한하루 산속먼트에서 

동E프I~드 E프~, 숲에서행복을| 즐기는사색| 
위치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 | 만안구 예술공원로 280 

(육아맘 특화 프로그램) 문의 안양시청 녹지과 031-8045-2419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대상 기간 시간 요일 

숲에서숨쉬다 
치유체험 

일반인 오전 (09 : 30∼11 : 30) 월∼금 
(스트레스, 기분전환) 

숲에서아이와 숲태교 20주∼30주 산모(부부) 6월 오후 (15 : 00∼17 : 00) 월 

(암특등정만질성환질환) 
∼ 

숲에서살리다 특정질환자 10월 오후 (15 :00∼17 : 0이 화 

숲에서떨치다 갱년기 50∼60대 오후 (15 : 00∼17 : 0이 -ιι「

숲에서행복을(특화) 육아맘 만1서|∼만5세 오후 (15:00∼ 17:00) & 

※ 상기 프로그램 및 일정 등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옴 



살고싶은 우리안양 | 더 좋은 안양 

행복한부모, 

웃읍짓는아이, 

함께해요,육OM 

| 안양시에는몇개의어린이집-유치원이있을까요? 

어린이집 

공립등 457H소 

(국공립, 법인E쩌|, 부모협동, 

직~I-(거린이집포함) 

민간p~정) 4397H소 

i내
 

l 
----
--

유치원 

공랍 31개소 

사립 527H소 

유치원 현황 2017. 4. 1. 기준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의거) 

어린이집 현황 2018. 4월 말기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하나라도 

놀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를 인포그래픽으로 쉽게 확인해보자! 

| 안양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돌보는 

교원은몇명일까요? 

탓i 

어린이집 

3,516명 

유치원 

535명 

| 안양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원하는 Ol-0들은몇명인가요? 

| 그렇다면,교원한명당 

몇명의아이들을 

보살피고있을까요? 

薦! --
<

어린이집 유치원 

14,433명 7,048명 

어린이집 

1명당4명 

유치원 

1명당 13.2명 

유치원 현황 2017.4. 1. 기준 

(2017 경기교육통계연보의게 

어린이집현황 2018. 4월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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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I돌봄서비스 I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자녀 돌봄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낮춰주는사업입니다 

| 사업내용 

준비된식사및 

간식챙져주기 

안전 ·신변보호등 

임시보육 

| 어떻게신청하나요? 

壘넓
 

| 서비스안내 

아이돌봄서비스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톤켠 

만3개월이상에서 만1써이하O똥대상 정 

놀이활동 

1일기본이용시않 초|소2시간 이상 않 

보육시설·학교 

등 · 하원 

안양시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4 73-4.로 전화 신청 • 
이용금액은시간당1만원소득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I 본인부담금 최대 7,800원 

(단. 야간, 휴일 이용시 시간당 3,900원의 이용료가추개 
않판 

「-------「

| · | E혐 갚볍 흩텔 -
廣주민센터또는 -• 아이돌봄 -→지원대상자 -→ O~OI돌봄홈페이지 -• 안양시건강가정 -→ 아이돌보미 

복지로홈페이지 서비스가입 결정및통지 (www.idolbom.go.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이용 
(www.bo세ro.go.kr) 및 국민행복 회원가입 (031-뻐45-댐73-4)로 

통해서비스신청 카드발급 서비스신청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서비스 

@ 갑작스러운o~근혹은출장으로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도아이를맡길수 있을까요? 

0 네,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서비스’가있으니 걱정 마세요. 

‘긴급(당일) 아이 돌보미 서비스’는사전에 일정을등록한 경우에만 이용할수 있었던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완한사업으로 갑작스러운부모의 야근이나출장등으로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시 아이를보살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및 신청 | 안양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4 73~4 



살고싶은 우리안양 | 설레는 안양 

‘출훈[H교개통’ 
교통혼잡은줄어들고, 
편리함은늘어나고∼ 

‘편리한 교통환경’은 살고 싶은 도시를 결정짓는 

다S받 요소 중 으뜸으로 꼽히곤 한다. 

안양 석수동과 광명역세권을 잇는 충훈대교가 개통되어 

안양시민들이 보다 편리한교통 환경을 누랄 수 있게 되었다. 

놓치지 밀h〕}·야 할 안양의 교통 꿀됩을 같서〕| 한 번 찾아가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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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넘어 서울까지, 공백교통망 허브 ‘충훈대교’ 

석수동 충훈터널과 광명역을 잇는 충훈대교가 개통되어 우리 시에 

서 광명역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졌다. 석수동과 광명역은 거 

리 상으로는 아주 가깝지만 그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 

어 광명역을 눈앞에 두고도 치를 우회하여 돌아가야 한다는 어려웅 

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 개통된 충훈대교 덕분에 석수동에서 광명역 

세권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충훈대교는 왕복 4차선에 총 연장 

915m, 교량 연장 250m로, 편도 2차선 도로의 양쪽으로는 난간이 

있는 보도길이 조성되어 있어 걸어서 이동할 시에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수동에서 광명역세권이 더욱 가까워짐 

은 물론, 석수동 일대 교통 혼잡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또한, 충훈대교와 새물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어 안양시민들이 다양 

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는 새물공원으로의 진입이 쉬워졌으며, 서 

부간선도로와서해안고속도로의 진·출입 역시 훨씬수월해졌다. 석 

수동 주민들은 “기존에 석수동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박달동까지 가서 목감IC를 통해야 한다거나 저12경인고속도로를 통 

해 우회해 일직JC로 진입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하 

지만 이제는 충훈터널을 통과한 후 곧장 이어진 충훈대교를 통해 바 

로 광명 IC에 진입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해 

요.”라며 기쁜 미음을 감추지 못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외- 같은 안양의 교통 꿀립으로 가끼운 거리, 돌 

아가지 말고 시간을 단축해보자! 



살고싶은 우리안양 | 생생한 안양 

·- “‘ 융l‘융l‘호효 

웃음소리자득 
어린이한마당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평생을 어린이의 교육에 헌신한 스위스 출신 교육가 

페스탈로치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5월에 펼쳐진 어린이들의 축제 

‘완자지낄 어린이 한마당’에 가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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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된 제96회 어린이날큰잔치 



다g한 체험과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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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Lrv 
5월 5일 평촌 중앙공원 운동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행복 

하다. 제96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꽉자지껄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 어린이날 

행써l는 기념식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댄 무료체험 

과 먹거리 부스, 색다른 전시와 공연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 

을받았다. 

올커즈스트라안양 · 군포관악단의 경쾌한 연주로 기념식의 

막이 올랐으며,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이 이 

어졌다. 이날 행시를 주관한 안양지역이동센터연합회 설미 

경 회장은 “5월 5일은 어린이들에게 생일만큼이나 행복하 

고 즐거운 날입니다. 꽉자지껄 어린이 한마당을 통하여 어 

린이가 띠풋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 

록, 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한 기도의 날이길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 모두가 어 

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알록달록 예쁜 색깔의 풍선을 

날리자, ‘와!’히는 환호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2부 축하공연으로 동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멋진 댄스공연이 이 

어졌다. 이슬이슬한 자전거 공연을 비롯해 행운권 추첨으로 상품권 및 

자전거, 농구공 등 푸짐한 선물도 증정했다. 무료체험마당에서는 나무 

요요, 피셋스피너, 법킨팬던트 만들기, 소방안전체험마당, 멍때리기 대 

회 등 다Oc{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소방안전체험마 

당은 어린이들이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을 배워볼 수 있는 유익 

한 체험을 제공해 인기가 많았다. 소방안전체험마당에 참여한 한 어린 

이는 “혹시라도 큰일이 나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은 체험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체험을 하고 난 뒤 받은 스탬프를 모아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어 즐 

거움은 두 배가 되었다. 한 손에 선물 보따리, 한 손엔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어느덧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즈음에 내년 그리고 내후년 

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어린이날 큰잔치를 기대해본다. 



살고싶은 우리안양 | 즐거운 안양 | 

오늘도맑고파란하늘 
미세먼지 ‘좋읍’ 

‘옐로우 한반도’, 미세먼지와 황사에 뒤덮여 노란빛으로 물든 

한반도의 위성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를 일킬는 말이 생겨나기까지 했다. 

전국 곳곳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들은 날마다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클렌징,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집 안의 미세먼지 없애기 등에 초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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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자연적인 요인인 토양 입자, 해염(소금), 꽃가루, 박테리아, 

화산재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교통 산업 활동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는 의 

견이 제시되며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보통 머리카락 지름의 1/5 굵기인 미세먼지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1/25 정도에 불과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코나 입,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는다. 때문에 폐나 혈관 등에 침투해 각 

종 질병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시민들 

의 건강을 위협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 

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히는 동시에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보고서 

를 발간하고 한 · 중 환경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시 환경보전과에서는 각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매달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을 추천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달 두 가지의 식물을 추천할 예정이다. 

머지않아 모든 국민이 청명한 히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식물을 기르는 작은 실천을 행동에 옮겨보자! 

키우기어렵지않아요! 

공기정회에좋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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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농도구별기준 

(안앙시 환경보전과 추천) 

아러|차야자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τlLC> A: 
L:!E그구 

생활공간 배치 추천 | 화장실, 거실 

•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포름알데히드 

제거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로 선정된 바 있다 

•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기 속에 내뿜으며 공기 속 
화학적인 독소를 없애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가장 친환경적인 

실내 공기정화식물로 선정되었다 

· 병해충이 거의 없다 

• 암모니아 및 클로로포름 제거에 탁월해 

화장실옆에두면좋다. 

• 이산화탄소 제거율이 높아 많은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 두는 것도 추천한다 

& 물관리 여름 3∼5일에 1 호| 
겨울 7∼10일어| 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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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 우리안양 | 안앙에서 하루놀기 

‘교탤숨t..].ζl-, 

많;t]. 얀£랬숨t..].ζf’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한국전쟁, 

6월 29일 저12연평해전 등- --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의 달이자, 

기억해야 할 선열들이 무척이나 많은 달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선열들을 기림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달인 6월, 

우리 안양에 조성된 현충시설들을 방문해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겨 보는 것은 어떨까? 

l!:H한딘국의 

영웅들을갚아 
떠나보자-! 

현총탑 

설치일 11971 . 10. 15. 

주 소 | 만안구안양6동산103-118 

안양을 굽어보는 수리산 자락에 세워진 현충탑은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고 있다. 1996년 탑신을 재건립하고 

경내를 확장하여 전몰용사들의 혼령을 추모해 오고 있다, 

한홍이, 원태우 7-J.사 초헝물 

한흥이, 원태우 지사조형물 

설치일 I 1995. 8. 15 

주 소 | 동안구 평촌대로 86 (자유공원 내) 

안양 출신 한흥이 원태우 지사의 흉상 

조형물이 조성되어 있다 한흥이 지사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3.1 운동에 참가하여 

만세를외쳤으며, 이어 시흥, 안양, 군포 지역의 

통학생들을 규합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i ’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숭고한 이를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애국정신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 호 

국보훈(護國후R勳)을 실천하는 길이다. 

우리 안양에서는 겨레와 민족을 위해 한 톰 바친 순국선열얘國先烈) 

과 호국영령(護國英靈)을 기리기 위하여 안양6동에 위치한 현충탑에 

서 매년 추념식 행시를 열고 있다. 6.25 참전용사 전우회 회원과 유가 

족, 보훈안전단체 및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 묵념과 

헌화, 분향, 추념사, 헌시낭독 등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 

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국 

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물론, 명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하기 위한 복지 시설인 ‘안양 

시보훈회관’이 동안구 동안로에 자리 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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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열사·지사?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거하다가 

의롭게 숨을 거둔 사람, 성패와 상관없이 

무력을 통해 적에게 대항한 사람을 뜻한다. 

대표적 의사 :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 

‘열사’는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다 돌아가신 

분으로 주로 맨몸으로 싸우다 서거한 

사람을 칭한다.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자결을 

선택한사람도포함된다 

대표적 열사 ; 유관순, 이준, 민영환 등 

‘지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하려는 

굳은 의지와 큰 뜻을 품은 사람 즉 의사나 

열사를 포함한다. 의사나 열사와 달리 

생존해 있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호국유공자전공기념비 

설치일 I 2002. 12. 20 

6.25 참전공적비 

설치일 I 2007. 3. 23 

주 소 | 동안구동안로 153 (안양시보훈회관 내) 

국가와 민족의 수호를 위해 몸 바친 

호국유공자들의 전공(戰功)을 높이 기리고 

후손들에게 위국헌신의 충정을 길이 

계승하고자 세운 기념비이다 

주 소 | 동안구관평로 213 (평촌공원내) 

• 추후 자유공원 이전 예정 (5.16기준) 

안양시 출신 6.25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되었다. 



살고싶은 우리안양 | 안양에서 하루놀기 

원태우지사의거비 

설치일 I 1992. 11. 22. 

주 소 | 만안구 냉천로51 (만안시립도서관 내) 

1905년 11 월 22일 원태우 지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현재의 안양육교인 서리재 고개를 지날 때 

민족의 울분이 어린 돌을 던져 큰 상처를 입힘으로써 

자주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큰 돌맹이를 들고 있는 원태우 지사의 조각상을 제작하여 

이러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자 했다 

이재현, 이재천 지사조형물 

설치일 I 2003. 3. 1 

주 소 | 동안구 평촌대로 86 (자유공원 내) 
이재현 지사는 김구 선생의 지도하에 효택 청년 전지공작대를 
조직하여 공작조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재천 지사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화랑사를 조직하고 기관지인 화랑보를 발행해 

~해 교포들에게 애국 사상을 고취하였다 

두 형제 지사의 동상을 세워 후세들에게 

희생정신과애국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버l특l감찮컨기념탑 

베트남참전기념탑 

설치일 I 2009. 9. 22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1 (운곡공원 내) 

기념탑 중앙의 탑신 좌우를 둘러싸고 있는 명각대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8개 부대의 연혁과 

안양시에 거주하는 참전용사 2,585명의 

성명이새겨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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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싶은우리안양 | 즐거운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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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천대| 

뱀이 산[}고요?” 

도심 하천에서 뱀을 본 적 있나요?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뱀을 목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안양천에 뱀이 출몰하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 만큼 

생태계가 복원되어 간다는 신호이지만, 간혹 독성이 있는 뱀도 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 숲이 우거진 곳이나습한곳의 출입은삼가고 

뱀을 발견했을 때에는 건드리거나 접근하지 말고 피해 가야 한답니다! 

.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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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tj~Of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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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양천에 뱀이 서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안양천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텀에 따라, 

수서공충 • 어류 • 양서류(개구리 등) • 뱀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한 먹이사슬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안양천에 뱀이 등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안앙천이 생태적 측면에서 건강하고, 

안정호}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독성을지닌 뱀도출몰한다고하니 주의가필요하답니다 

시에서는 뱀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세워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니, 

안양천 주변을 산책하다 ‘뱀 조심’ 표지판을 보신다면 꼭 주의하세요|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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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뱀에게 물렸을 경우에는 독을 입으로 빨아내려고 하거나 

피부를 절개하려는 시도는 금물입니다. 

상처 부위를 통해 독이 감염된다거나 입 안의 상처로 홀수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바로 긴급전호}를 걸어 응급처치를 요청하거나 

빠른 시간 내로 인근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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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혈목이 

코기 약 4.6cm 

독성 x 
먹이 모충류 

빛깔 올리브색 바탕에 흰색의 등 

옆선이있으며, 

배 쪽은누런 빛이 도는흰색 또는 

녹색이도는흰색을띤다 

특징 주둥이 끝이 뾰족하고 뒷다리의 

길이가 머리길이와 거의 같다 

코기 70 ∼ 90cm 

독성 x 
먹이 개구리류, 들쥐, 새알, 도마뱀, 장지뱀 

빛깔 등은 올리브색을 딴 갈색이며, 

많은 흑갈색의 가로무늬와 

적갈색의 반점이 분포한다 

특징 누룩뱀의알은어미가품지않고 

흙 속의 열에 의해 부화한다 

코기 50∼ 120cm 

독성 0 

먹이 지렁이, 올챙이, 개구리 

빛깔 지역에 따라 다르나, 

녹색 몸통에 붉은 띠 무늬가 있다 

특징 꽃뱀이라고불리며 율모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니가 어금니 쪽에 

위치해 있으며 독성이 강하다. 



행복한 우리안양 | 열린 꿈터 

초등학교부터중학교I 

고등학교까지--. 

안양시 관내 초중고 농구부가 

그야말로 종횡무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각종전국대회를휩쓸며 

농구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양시농구! 

이에 더해 안양으| KGC 인삼공사 

프로농구단 또한 그간 다수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안양시가 

농구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더욱보탬이되고있다 

1 벌말초농구부학생 

2 호계중 농구부 단체사진 

3 안앙고농구부학생들 

안양시 농구 ‘승승장구’ 
전국어l ‘덩크 슛!’ 
안양시 관내 초·중·고 농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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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부) 

4憂 얹없 購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수대회’ 

남자중등부 우승의 영예를 안은 호계중학교 농구부 

안양시, 농구 메카로 날아올라! 

벌말초등학교부터 호계중학교 안양고등학교까지 안 

양시 관내 청소년 농구부의 저력이 예시롭지 않다. 지 

난 4월 25일 영광스포티웅 보조체육관에서 열린 ‘제17 

회 대한농구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농구대회’ 남자 초 

등부 G조 예선에서 벌말초 농구부는 서울 대방초와 맞 

붙어 82대 35로 압승을 거두었다. 아쉽게도 4강 진출 

에는 실패했지만 이 날 경기에서 벌말초 농구부 학생들 

은 초등 농구에서 보기 힘든 득점력을 과시해 이번 대 

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호계중 

은 지난 4월 13일 여수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제43회 협 

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수대회’ 남자 중등부 결승 

에서 울산 회봉중을 88대 66으로 물리치고 우승의 영 

광을 안았다. 호계중 농구부는 지난 3월 열린 춘계리그 

에서도 정상에 오른데다 지난 5월 15일에는 김천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2018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대회’ 남고부 결승전에서 회봉중을 꺾고 우승해 트리플 

크라운을달성히는기염을토해냈다. 이뿐만아니라안 

양고 농구부는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 

수대회’와 ‘2018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 

서 남고부 결승에 진출히는 등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 

며 안양시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행복한 우리안양 | 열린 꿈터 

‘제55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 연맹전’에서 경기 중인 안양고 학생들 

‘안양’, 자라나는 농구 꿈나무들의 밑거름 

이렇듯 안양시 초중고 농구부가 활약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농구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 시에서는 초등학교 농구부에 

서 휠약하던 농구 꿈나무가 중학교로 진학해야 할 시기에 농구부가 

갖춰져 있는 중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진학해야 하는 경 

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안양시 관내에는 벌말초와 호계중, 안양고까 

지 각 초중고마다 농구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농구 꿈나무들 

이 진학 스트레스 없이 농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 

는것이다. 

이에 더해, 안양 KGC 인삼공사 역시 프로농구 통합우승 이후 지난 

시즌에는 3시즌 연속으로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선전한 

바 있어 안양시 농구 꿈나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양시가농구 명문도시로 발전히는 데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벌말초 

- 제72회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 

남녀초등부우승 

- 제17회 전국초등학교농구대회 

남자초등부 8강 

호계중 

- 제55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드드닙 。=ε
Dζ,-「 -「 C>

-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수대회 

남중부우승 

- 2018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L.rzs.1::::1 。'6.
C그 o-「 -「ζ〉

안앙고 

- 제43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 여수대회 

남고부결승 

-2018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남고부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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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 

오늘당신의한표가 
달라진 세상을 만듭니다l 



행복한 우리안양 | 우리동네 사랑꾼 

LH 아이의 얀전, 
LH가지킨다 ! 

O떼들을지키며 행복한 학교 E될기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교중퇴생 학교 

난입사건과 서울 방배초 인질극 소식 등을 접한 학부모 

들은 우리 사회의 학교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시 생각해 

야 했다.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 

생하고 있지만 학교 안팎의 안전대책은 늘 미흡한 실정 

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엄미들이 지-발적 

으로 결성한 단체인 ‘동안어머니폴리스’는 두 멍이 한조 

가 되어 학기 중 오전과 오후에 순찰에 나선다. 2007년 

12월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발족했고, 현 

재 동안구에 위치힌- 25개 초등학교 3,086명의 학부모들 

이활동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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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뻐머니폴리스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엄마들이 

두발 벗고 나섰다. 동안어머니폴리스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범죄와 사고를 예농h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시설을 순을던뼈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A:I도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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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건사고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이리-면 바로 o}ol들의 안전이죠. 저희 동안 

어머니폴리스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싸우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지, 또 등하핏길에 

낯선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지 살피고 아이들을 지키며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죠. ” 

최수진 단장(달안초 학부모)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에 학교와 동네 아파트 순찰까지 담당하며 동안어머니 

폴리스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복과 

조끼, 안전봉을 지참한 모습만으로도 시각적 효과가 있 

다는 것. 미국이나 유럽처럼 학교 내에 경찰이 근무하 

는 상주 경찰제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현실 

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결국은 학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강조했다. 

우오}∼ 너네 엄마 경흘비|야? 

동안어머니폴리스의 여러 역할 가운데 매주 진행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은 동안구 17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안경찰서와 각 지구대에서도 참가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하고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문의 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겨| 031-478-7118 
*동안어머니폴리스 가입은각학교별 학기 초모집기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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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조성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진순 부단장(부안초 학부모)은 “캠페인 활동은 경찰 

서 담당지들께서도 참가해 주셔서 시각적인 효과가 있 

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주민들 

의 호응도 좋아서 더 많은 학교가 참가하길 바라고 있 

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은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라며 2년 

전 동안어머니폴리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심정을 드 

러냈다. 

초 ·중 · 고 3명의 자녀를 둔 박효정 감사(부림초 학부모) 

는 올해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땐 잘 몰 

랐지만 해가 지날수록 봉사정신이 생겨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 자식같이 소중히-다고 말했다. 

“저희가 복장을 갖춰 활동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우리 

아이한태 ‘너네 엄마 경찰이야?’라고 묻는대요. 동안어 

머니폴리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에요. 안양시민들께서도 아이들을 바 

리볼 때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 

셨으면 해요. 더 많은 어머나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주 

시면 좋겠어요. ” 라고 독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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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손맛을담다 참 바쁜 세상이다. 1 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그리고 혼밥족까지 늘어나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대가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반찬가게는 

핫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고I 꼼꼼히 따지고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집밥보다 더 맛있는 반찬가게 찾기에 올인하고 있다. 

안양시니어클럽 반찬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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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은 건강 반효를 E를다 

평촌학원가에 문을 연 반찬가게 엄마찬’s. 파란색 간 

판이 걸린 아담한가게 안으로들어서면 어르신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진열장 안에는 치즈오블렛, 소시지 

야채묶음, 멸치북음을 비롯해 다‘F한 나물 종류와 각 

종김치가가지런히 놓여 있고 주방에서 풍겨오는고 

소한 참기름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다. 

이곳은 여느 반찬가게외는 다르다. 바로 안양시가 지 

원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양시니어클럽이 일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카페 ‘커플데이’, 국수가게 ‘잔 

치히는 날’, 도시락가거l ‘할머니도시락’처럼 이곳 반찬 

가게는 안양시니어클럽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에쓰이고있다. 

“음식 만드는 일은 주부라면 누구나 히는 일이니까 전 

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 식 

구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지.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어 가족들 먹이는 게 엄미들에게는 보람이잖아.” 

김영례 어르신(73, 호계동)은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 

조미료와 육수, 직접 만든 양념장으로 요리해 몸에 좋 

은 건강반찬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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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생각하며 만드는 음식 

이곳에서 일히는 어르신들의 얼굴은 밝고 활기갔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을 묻자 일히는 기쁨과 즐 

거움이 생활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매장 정리정돈부터 위생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한다는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날그날 만든 반 

찬은 재고를 남기지 않고 바로 판매히는 것을 원칙으 

로하고있다. 

장동희 어르신(70, 부흥동)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 

고난후에 안양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일을할수 있다 

는 것을 알고 지원했어. 이곳에서 좋은 먹거리를 안심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즐 

겁고 보람을 느끼게 해. 집에서 음식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일할 때도 힘들 

지 않고 그저 신이 나.”라고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못 

했다. 

현재 반찬가게는 8명의 할머니들이 이틀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4시간씩 일하고 있다. 앞으로 20명의 할 

머니들이 일하게 될 이곳은 60세 이상 안양시 거주 

할머니라면 지원할 수 있고 담당자와 상담 후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일할 수 있다. 

엄마찬’s 

영업시간 평일 오전 11 시 ∼ 오후 8시 

위치 동안구 평촌대로 117번길 23 

문의 031-328-0558(2만 원 이상 구매 시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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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한조각묘f드는 
성인질빼인의터전 

희망터사회적협동조합 

바로 성인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망터 사회적협동(이하 희망터)의 희망카페입니다. 
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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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빼인 부모가 자발적으로 만든 협동조합 

‘제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영화 속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7.J-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 자신이 시-라진 뒤 홀로 

남겨진 자녀가 평범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희망터는 바로 여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특수학교와 시설 등에서 만나 결성 

된 부모회에서 동병상련하던 부모들은 학령기 이후에 

도 아이들이 즐겁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뭇을 모았고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를 꿈꾸며 2016년 1월에 희망터를 개소하였다. 

희망터는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직업교육과 더불 

어 희밍카페를운영하고 수제품판매를통해 성인장애 

인의 작업장 마련을 위한 땀방울을 흘린다. 

희망터 양희순 이사장은 “현재는 학부모가 민-든 빵을 

교회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간식으로 납품하면서 수익 

금을 얻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민-든 빵을 

판매하고 싶어요. 수익금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정 

당한 페이도 지급하고요.”라고 전했다. 

희망카페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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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희망’ 

희망터는 부족한 시설과 교육을 해결하고지- 부모단체 

의 자발적인 움직임 하에 출발했지만, 지역사회와관 

(官)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양희순 이시장은 “시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댄f 정보 

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에 더해 2년 넘게 무 

보수로 고생해주시는 상근근로자분의 헌신과 지역사 

회의 관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변회는 희망터를 이 

꿀어 니-가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으전했다. 

그렇다면 희망터의 포부와 비전은 무엇일까. 

“지난 2년간 자리를 디-지는 데 힘써왔다면, 앞으로의 

2년은 작업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에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보호작업장에서 3∼4 

시간 정도 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희망이 될 희망 

타운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디꺼라고 양희순 이시장 

은 향후 희망카페의 모습을 그렸다. 

희망카페 

위치 동안구 엘에스로 45, 207호 

문의 031 -477- 5901 I hmtcoop@hanmail.net 

희망카페에서 판매하는 마들렌과 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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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시대, 
션조들의생생한 
삶의현장속φ 무 

관양동청동기유적지 

‘관양동 동편마을’하면 

카페거리를 떠올리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실저|로 최근 몇 년간 감성적인 분위기으| 카페들이 

들어서며 조성된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동편마을에는 카페거리 이외에도 

우리 고장의 선사 시대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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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 시대 선조들의 집터 

자랑스러운 안양의 문호}재 

동편미을 초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t동 청통기 유 

적지’ 안내판은 안양에서 청동기 시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한다. 안내판을 따라 산길 

을 걷다 보면 이내 고즈넉한 분위기의 돌계단이 보인 

다. 그 위를 걸어 올라가면 강화유리로 둘러싸인 청동 

기 유적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 

관양동에 위치한 청동기 선사유적 주거지는 2002년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위한 상수도관 매 

설지역 발굴조사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발굴 면적은 

1, 790m2로, 층위별로 구석기 시대 펜석기부터 조선 

시대 자기류까지 여러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총 8기의 취락유적지가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집 

터의 형태와 건물 기둥터, 화덕자리, 저장구덩이 등의 

형태가 양호한 3호와 4호 두 곳의 내부 시설을 복원하 

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다가오는 

휴일, 관OJ동 동편마을 청동기 유적지에 들러 우리 고 

장의 과거 모습을살펴보고카페거리에서는커피 한잔 

의 여유를즐겨보는것은어멀까? 

1 - 가락바퀴 

2 - 공렬토기 

3 - 반달돌칼 

〈소장처 안양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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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개, 긁개, 반달돌칼… 출토유물 안잉헥물관에 전시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의 집터와 움집 형태로 재현해 

놓은 주거지, 실감 나게 복원해 놓은 청동기 시대 사람 

모형들은 ‘과연 청동기 시대에 우리 안양에는 어떤 이 

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갔을까?’히는 호기심을 품 

으며 그 당시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관‘t동 청동기 유적지는 안양시와 경 

기 중부지방의 청동기 시대 주거 형태를 보여주는 중 

요한 유적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원싶딱 시대 

와 선시- 시대에 안양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었으나, 

1989년 평촌 지역 문화유적 조사 시 석기 시대의 각종 

유물과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가 발견되면서 오래된 주 

거지였음을알수있게 되었다. 

이곳 유적지에는 토기류와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이곳에서 출토된 찍개, 긁개, 석창, 반달돌칼, 가락바퀴, 

망치돌, 홈날석기, 갈판, 갈돌 등의 유물은 안양박물관 

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전시된 두 개의 공열토기는 

땅속에서 오랜 시간 묻혀 있어 깨진 조각들을 온전하게 

이어 붙여 복원한 것으로 눈여겨볼 만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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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다가오는 

현대인 질병, 

‘알’OJ<>~ ‘g렇지 않는다! 

‘부족한 수면’, ‘제때 챙기지 못 하는 식사’,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뺏뺏한 자세’ 등은 

현대인의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빈번하게 발병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은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질병의 원인과 

예방법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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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적(敵), 심혈관질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6억 

명이 앓고 있으며 성인 5명 중한명 꼴로앓고있는가 

장 흔한 심혈관계 질환이다.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하며, ‘침묵의 살 

인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뚜렷한 증싱-이 보이지 않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부비만, 혈압 싱-승,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중 3가지기- 해당될 때를 밀히는 대사 

증후군 역시 최근 들어 증가한 질병 중 히-나이다. 대사 

증후군은 뇌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힘을 높이며 건 

강보힘심사평가원은 2014년에서 2016년긴- 3년 사이 

대시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약 5.4배 기량 상 

승했다고전했다. 

고지혈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성분 물질이 혈액 

내에 존재하면서 혈관벽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상태로, 2008년 74만5 

천여 명이었던 고지혈증 환자가 2014년에는 139만9천 

여 명으로 늘어나 연평균끄.%)씩 환자기-증가한것으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확인되었다. 

만안구보건소 

위치 만안구문예로 48 

이용시간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2시 ∼오후 1시 점심시간) 

문의·접수 현대인병상담실 

031-804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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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생활습곤뻐|서 비롯된 ‘생활습관병’ 

이러한 현대인 질병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육류 및 

기름진 음식이나 짜거나 단 음식 등이 주가 된 식습관 

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현대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습관 기르기, 술 담배 줄이기 등 

을추천히-고있다. 

특히 식습관11 있어, 고혈압 환지들에게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조미료외- 나트륨 힘-량이 높은 음직의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포털 의학정보 

자료에 의하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들은 흰 쌀, 

흰 밀가루 음직, 설탕, 꿀, 과일 등 단순 당의 섭취를 줄 

이고 채소와 도정하지 않은 곡류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고지혈증 환지들은 지빙량을 총 섭취 칼로 

리의 25∼35%로 제한하고 쇠기름 돼지기름 등의 모든 

동물성 기름과 버터, 쇼트닝, 묘코덧 기름과 람유 등의 

포화지방산은 전체 칼로리의 10% 미만으로 제한할 것 

을 권하고 있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현재 만안구보건소에서는 현대인 질병의 예방법을 시민 

들에게 교육히는프로그램과 덜 짜고, 덜 달고, 덜 기름지 

게 조리히는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이죠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소의 문을 노크히는 것 

은어멀까? 

4투갈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는듣르드 건강밥상 프로그램 

기간 2018. 6. 1. ∼ 6. 22. (매주 금)

오전 10시∼ 11 시 

장소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대상 지역주민 30명(선착순) 

내용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 중심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 공개강좌 

일시 2018. 6. 20. (수) 오후 2시 ∼ 3시 

장소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내용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 중심의 영양관리 

강사 임희숙 교수(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1차시 덜달게건강밥상 

(건강한 당 섭추|, 시식) 

2차시 덜 짜게 건강밥상@ 

(염도계 사용방법, 저염 미각테스트, 

조미료별소금1g량) 

3차시 덜 짜게 건강밥상@ 

(저 나트륨 식생활, 시식) 

4차시 덜 기름지게 건강밥상 

(좋은 지방vs나쁜 지방, 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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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주차 고혈압 질환의 이해, 진단 등 

2주차 고혈압 환자의 식사법, DASH 

3주차 고혈압 환자에게 좋은 운동 

4주차 저염 식생활 실천교육 

동안구보건소 위치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41 이용시간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오전 12시 ∼ 오후 1시 점심시간) 문으| 031-8045-4472 



인문도시 우리안양 | 생활의 탑 

언젠가부터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졌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리는 단어가 더 익숙해졌다는 게 슬퍼지기까지 한다. 

봄이 되면 얼어 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작은 흙먼지가 날려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이제는 계절 상관없이 날아오} 대기 중에 존재해 우리 건강을 해칠뿐 아니라 

생활곳콧에 피해를 주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피치 못하게 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의 종류와 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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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란?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서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마스크이다.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 

크’이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묘'80, 모'94, 모'99’ 

표시를확인해야한다. 

분진포집효율 
안면부누설률 안면부흥기저항 

구분 
(마스크가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착용시틈새로 (들숨시마스크에 

공기가새는비율) 걸리는압력) 

KF80 평균 입자크기 0.6니m 80% 이상 차단 25% 이하 60Pa Oi하 

KF94 평균 입자크기 0. 4니m 94% 이상 차단 11 % 이하 70Pa Oi하 

KF99 평균 입자크기 0.4니m 99% 이상 차단 5% 이하 100Pa OI하 

※ KF란 Ko「ea Fi lte「의 줄임말로 숫자가 클수록 차단효과가 크다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36 I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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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는 

77Hil 햄톨a령소 

1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2 - 외출시보건용마스크 

(식약처인증)쓰기 

3 - 대기오염이심한곳은피하고, 

활동량줄이기 

4 - 오|출후깨끗이씻기 

5 - 물과 비타민〔가 풍부한 

과일채소섭취하기 

6 - 환기, 실내물청소등 

실내공기질관리하기 

7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 컵형제품착용법 | 접이형제품착용법 

옛k 

--‘ --
컵형마스크를 

준비해주세요 

엣‘; 

아래끈을뒷목에 

고정하고고리에 
걸어고정합니다. 

.、~. 、

코와턱을감싸도록 

얼굴에맞춰주세요, 

양손가락으로코편을 

코에밀착되도록 

눌러주면서공기 

누설을체크하세요 

한손으로마스크를 

잡고위끈을뒷머리에 

고정합니다 

착용완료! 

마스크날개를펼친후 

양쪽날개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심 부분을위로 머리끈을귀에 걸어 

하여 코와입을완전히 위치를고정해 주세요 

가려주세요 

양손가락으로코편이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착용완료| 

코에 밀착되도록 안면에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밀착시켜 주세요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문도시 우리안양 | 마음의 한 줄 

‘책 속.O J될 I더 L~핀 휴가’ 
일상속 l人 Ei!il스L 
독서로해소하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의 설렘이 효펠 고조되고 있다. 

꼭 어딘가로 멀리 떠나야만 휴가는 아닌 법.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끄떡없는 

‘책 읽는 휴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책 속에 일ε뻐| 지친 생각과 마음을 맡겨보자 

슈퍼우먼은없다 
앤마리슬로터지음 | 새잎 I 2017 

『슈퍼우먼은 없다J는 여성 최초의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이 

된 앤 마리 슬로터가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포기하고 ‘돌봄’에 

집중하게 되며 느낀 것들을 쓴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일과 가정 

에 대한 남자와 여자으| 보펀적인 생각과 펀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요즘 같닫 맞벌이 환경에서 사회구성원 모두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먼서 자신의 싫애|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책을 통해 남자 여자으| 입ε뻐|서 가정과 일의 조화된 

앙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을 언급하며 더 발전된 여성의 지위 사회의 발전을 흐I~하는 

메시지를전한다 

10대와통하는동물권리이야기 | 동울권리이야기 
이유미 지음 | 철수와영희 12017 

며칠 전 바닷가재(랍스터}를 살아있는 상태로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스위스에서 곧 시행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랍 

스터나 게 같븐 갑각류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 쉬우나 이들도 고통을 느낀다는 내용의 연구가 최근 들 

어 발표되먼서 이 앓 법이 만탈{지게 된 것이다 이 책은동 

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요즘 읽어볼 만한 책이며, 특히 

중 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쉽게 쓰인 것이 장점인 인문 교양 

책으로 동물은 인간과 다르지만동등한 개체임을 인식하여 함 

께 공존하며 사는 생ζ뻐| 대해 다룬다 



• 

2018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소소한음악회 

일 시 2018. 6. 1. (금) 19시 30분 I 6. 26. (화) 19시 30분 

장 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전석 5,000원 

문 으| 031-687-0500 

이솔리스트와 메이플 하프앙상블의 공연이 6월 1 일과 26일 진행된다 ‘이솔리 

스트’는 음악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모여 이탈리아어로 ‘아미치’, 즉, ‘친구들’이 

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모두가 좋아할 만한 친근한 곡들로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연주를 진행한다 또한 하프, 피아노, 바이올린, 젤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뛰어난 

앙상블 호홀을 자료h하는 ‘메이플 하프앙상블’은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여러 장르 

의 음악들을 접할 수 있게 악보를 펀곡하여 대중들과 함께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선보일예정이다 

2018 경기문화재단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Best Collection <SCHOOL> 

일 시 2018. 6. 21. (목) 10시 30분 I 19시 30분 (2회공연) 
장 소 안앙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전석 10,000원 

문 으| 031 -687-0500 

20 1 6년, 바쁜 일상과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었던 바로 그 공연 

부모와 자녀가 학교에 대한 향수를 공유할 수 있는 무대가 안양에서 진행된다 

방타 타악기 앙상블으| BEST COLLEC「ION! ’SCHOOL’이 돌아왔다 방타 타악 

기 앙상블은 화려하고 갚은 울림이 공존하며 세상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을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학교종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특별한 

학교생활로 꾸며졌으며, 과학, 국사 시간은 물론, 청소시간까지 모든 일상 속 소 

리들을 타악으로 만나게 된다 



인문도시 우리안양 | 인문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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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15회대한민국 
전통서화대전 (6.5∼6.11} 

rn:oo 
안앙아트센터 

갤러리미담 

무료 

ft 02-720-2921 

12 
뮤지월/연극 

잠자는숲속의공주 

10:10, H2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개인석 10,000원 

단체석 5,000원 

앙 02-6203-6593 

4 3 

10 
뮤지월/연극 

번개맨의 비밀 (6.9-6.10} 

The Original 앙코르 
9일 noo, 14:00, 16:30 
10일 n:oo, 14:00 
안앙아트센터관악흘 

VIP석 55,000원, R석 44,000원, S석33,000원 

앙 1688-3805 

、생 

옳 
잇생 

19 
공연 

저18회 안양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행복한음악여행 

19:30 
안양아트센터관악흘 

무료 

앙 031-468-6565 

18 17 

뚫훨 
26 
토크쇼 

이야기공방 

w’ 00 

평존아트홀 

R석 33,000원 

S석 22,000원 

ft 031-230-3263 

24 
뮤지킬/연극 

제17호|안양사이버 
과학 축제 (6.23∼6.24) 

14:‘00∼ 

안앙체육관 

앙 031-8045-5131 



40 I 41 

-까「‘ ~「 i:그그 토 

31 2 
뮤지혈/연극 

봄날의후리지아처럼 2 

lS:OO 
평존아트홀 

무료 

$ 
앙 031-687-0500 

현흥일 7 8 용떨를르-훤-, L..‘ 9 
인문교육 -- 촉제 

두작가주의영호뻐 저135회안양단오제 
나타난상생코드 

2018~6.1:~토용)생M훌·원:00~ 19:30 

14:00∼i9 :30 

14:00∼lTOO 평존 중앙공원 

‘----잖發* fi 031-449-4451 안양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
무료 

fi 031-467-0929 

3 지방선거 1.4 15 16 
전시 음악/휠{|스트라 

제27회 효펙사진작가협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양지부 회원전 (6.14∼6.19) 제43호|정기연주회 

10:00 lTOO 
안앙아트센터 e삐시.소년소이11111"!•141피v엔-- 안앙아트센터관악흘 
갤러리미담 무료 

무료 fi 031-446-8627, 
앙 010-2204-3173 031-8045-5593 

D 21 22 23 
인문교육 영화상영 

아픔과기억의미술 2018 안양 돗자리 영호}관 
14:00난 19:30 
안앙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병목안시민공원 
무료 무료 

fi 031-467-0929 fi 031-469-9279 

7 28 29 30 
~1형/연극 전시 옴악/쿨래식 

서니브라운의돼지책 저123호| 일어서는 사람들의 
.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 

.10, n:20 기록전 (6.28∼7.4) lTOO 
강아트센터관악흘 rn:oo 안양아트센터관악흘 
반석 20,000원 안앙아트센터 R석 30,000원 

서|석 8,000원 갤러리미담 S석 20,000원 
010-2284-4842 무료 앙 031-230-3200 

앙 010-8456-6210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전문상담사가 원-스톱으로 알려드리는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친구친구) 

전화 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열린귀로듣고 
진심으로소통하는 

안양시 열린 콜센터 031-8045-7000 

궁금한 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세요Il l 

안양시 콜센터는 자체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운영시간 · 월∼금 8시 30분∼18시 

적 광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조사기간 2이8 6. 20. (수)∼ 7. 24. (화)(35일간) 

※ 인터넷 조사 2018. 6. 20. (수)∼2018. 7. 6. (금) 

조사기준일 . 2017. 12. 31. (일) 

조사대상 종사자수 10인이상광업 ·제조업사업체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 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조사항목 13개(종사자수, 연간출하액 수입액1 영업비용 등) 

결과공표 2018. 12월 

주 관 ;통계청 

문 의 안양시 예산법무과 의회통계팀 얻 031-8045-5525 

※ 조사원이 해당 사업체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2. 
-「

안양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무료 상담 

건축관련및인·허가절차건축설계및계획관련등 

동안구청 3층건축과 

매주 수요일 14시∼17시(예약 없이 방문)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 ft 031-8045-4302∼3 

2018 동안구청 무료 건축사 상담민원실 운영 

련
 
용
 
소
 
간
 
의
 

관
 
내
 

여
。
다
口
 

운
 
상
 
장
 
시
 
문
 

• 

* 

6월은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 2018. 6.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자동차소유자 

납부기간 . 201 8. 6. 16. (토)∼2이8. 7. 2. (월) 
」H:::I 닙}닙{ 
닙-「。닙 

-은행 [ D/ATM 기에서 지방세조회 후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 k「),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LI-~ 
닙-「 

-스마트고지서 납부 스마트폰 업에서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ft 1딩4-6844 이용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 

(개인별부여)로납부 

문 의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깜 031-8045-3374 

-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ft 031-8045-4470 

- 안양시 세정과 엎 031-8045-5545 

2018 만안구청 무료 건축사 상담민원실 운영 

안앙지역건축사회소속건축사무료상담 

건축관련및인·허가절차건축설계및계획관련등 

만안구청 별관 2층 건축과 

매주 목요일 14시∼17시(예약 없이 방문) 

안양시 만안구 건축과 얻 031-8045-3568 

운영관련 

상담내용 

장 소 

시 간 

문 의 



영업신고대상 

• 우|생용품제조업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 

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하는 영업 

- 세척제 제조업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그용기나식품으| 가공, 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다음의 제제를 제조하는 영업 

구분(종) | 정의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음식기1 조리기구 듬 식품용 기구를 씻는데 
사용되는세척제 
식품의 저|조장치I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기타위생용품제조업 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일회용의 

물컵, 숱가략 젓가략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를 제조하는 영업 

- 우|생물수건처리업 위생물수건을세척살균소독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 

신고기간 연중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평면도 포함) 1부 

- 저|조방법설명서(제조영업에 한함) 1부 

- 위생관리인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세척제 제조업에 한함) 1부 

신고기관 

-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 ft 031 -8045-3326 

-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ft 031 -8045-4313 

‘우|생용품관리법’ 시행 및 영업신고 안내 • 2018년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개인 무료 체험교육 

1조 0 

이용인원 

이용연령 

예약방법 

이용료 

문 의 

위 치 

。

2종 

조
 
-「

〈
〕

채소모종심기 나만의화분꾸미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공개강좌 

『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 』

일 시 ; 2이8 6. 22. (금)9시30분∼12시30분 

장 소 ; 한마음홀(한림대학교 성심병원 4층) 

강 사 ; 홍현주, 전가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 용 

제 1강 ‘설레는 봄, 고된 여름’ 
제 2강 ‘영그는 가을 기다림의 겨울 
제 3강 ‘나의계절은’ -Q&A 및청중토론 

접 수 ; 선착순 전화접수 얻 031-469-2986, 2989 

문 으| .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은 ft 031 -469-2986 

-문의처 

용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 채소를 심고1 성장과정을 

직접관흘팅f는체험 

이용시간 2018. 6. 11. (월) 12. (화) / 15시∼15시40분 

개인체험교육 15시 - 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 

1명부터예약가능 

5서|∼7세 어린이 /보호자동반필수 

홈페이지 예약(h얀p깨www.ay-safefood. 〔〕「k「)

모든체험교육무료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ft 031 -470-4732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3 

(만안청소년수련관 4층 식품안전체험관) 

체험내용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세무관런고충민원을처리 상6'-하는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 

납세자보호관이하는일 

-지방세고충민원의처리및세무상담 

-납세자권리침해에대한권리보호업무 

- 지방세 신고 신청 청구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결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이용방법 

- 이용시간 9시∼18시 

- 방 문 ; 안양시정 6층 자치행정과 납세자보호관 

- 등기우편 ;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딛 

6층자치행정과납세자보호관(관앙동, 안양시청) 

안양시 납세자보호관 감 031-8045-5827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수요생태교실 《동호}속으로 자연속으로》 

일 시 . 2이8. 6. 20, 긴 7.4. (수) 14시30분∼16시 

※ 1호|성 교육이 아닌 월간교육으로 신청 후 3호| 모두 참여 

대 상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내용 생태동호f를 읽고 체험형 독후 활동 진행 

교육인원 15명 

참 가 비 : 9,00(〕원 I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깐p깨「ive「 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문 의 안양시 하천관리과 ft 031-8045-5205 

※일자별교육주제 및세부내용은안g떤생태이야기관홈페이지참조 

창작교실 

일 시 2이8 6. 9, 23. (토) 14시∼15시 

대 상 5서|∼초등 4학년 

장 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1층 체험교실 

교육주제 버찌로 물들이기 

교육내용 버찌를 수집하여 손수건에 물들이기 

참 가 비 3,000원 I 1인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rive「 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문 의 안앙시 하천관리과 얻 031-8045-5205 

우리가족생태교실 

일 시 . 2018. 6. 16 23. (토) 10시∼11시30분 

대 상 ; 5서|이상자녀를포함한가족 

장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참 가 비 3,000원 I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깨「ive「anyanggo. 씨 또는 전화 신청 

문 으| ; 안양시 하천관리과 ft 031-8045-5205 

시민의 건강증진과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8 건강생활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겨| 

안양천 묘-「프 

헨己리。꺼이키。 # 「_:c。,. 18:30∼19:30 

-/、「, 二c그1 

14:00∼15:00 

으를|-λ「 

어르신 17:00∼18 :00 

태극권 
수10:00∼11 :00 체조교실 
금14: 00∼15:00 

:!「、,二E그그 

16:00∼17:00 

아침 월수,금 
기공체조교실 6:30낀 

가족과 
-j「、,二口그 

19 :00∼20 :00 
함께하는건강 

。己-λ「줄넘기교실 
19:00·깅 

수13:30∼14:30 

체력증진근력 금11:00∼12 : 00 

체조교실 -/「、,二c그1 

9:30∼10:30 

대 상 안양시민 

참가비 무료 

장소 

10개소 

안양천 
쌍개울 

님-끼 }드 J2므〈〉드 

서조회관 2층 

안~fl동 
주민센터 3층 

호겨12동 
다목적 

복지회관 1층 

~덩그초'-도C그 
주민센터 4층 

명학공원 

충훈2교둔치 

중앙공원 

~칸 , ... , ’묘 C>드 

주민센터 5층 

갈산동 
주민센터지하 

문 의 안양시 체육생활과 암 031-8045-5081 

운영기간 

4월∼ 
10월 

3월∼ 
11월 

4월∼ 
10월 

4월∼ 
10월 

3월∼ 
11월 



가사분담(독서) 초등 ‘책 놀이를 통한 행복 더하기’ 

2이 8. 6. 9, 16. (토) 10시∼12시 

센터내강의실 

맞벌이가정 자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대상 10가족 

(부모와자녀), 아빠효뼈 권장 

용 자녀와함께하는책놀이를통한독서지도코칭, 

다~한확장활동등 

무료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anyang familynet. O「k「)

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가정지원사업 얻 031-8045-5476 

부모교육(유0~7” 프로젝트 
‘아이의 행복 그리고 부모으| 마중’ 

2018. 6. 23, 30. (토) 10시∼12시 

센터내강의실 

맞벌이가정 대상 10가족(부모와자녀) 

바람직한 양육 대화방법 등1 자녀문화프로그램 

(포디프래임) / 밥상머리교육(요리) 

무료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 매nyang familynet. O「kr) 

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가정지원사업 ft 031 -8045-5476 

? 

-

- ‘아버지행복학교’ 
2018. 6. 9.∼30 . (매주 토) 14시∼17시, 4회 

센터 내 강의실 3층 지혜나눔방 

기혼남성 30명 

아버지의 영향력,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와자녀 

참 가 비 총 4회기 10,000원(하나은행 405-910(] 18-52804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 ;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신청 

(h다P ://anyang familynet. O「kr) 

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교육사업팀 

ft 031 -804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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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홀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토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 

•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 

조사기간 : 2018. 5월∼2018. 11월(7개월) 

조사대상 : 1 , 200개소 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98. 4) 이전 기존 대상시설 중 정비 

대상시설 

- 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1 장애인(노인)복지시설I 종합 

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 공공시설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98. 4) 이후 신축 증개축 시설 중 

일정규모이상의시설등 

조사방법 조사요원의 대상시설 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조사범위 「장애인등 편의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 위생시설(호또f실, 옥실 등) 
• 안내시설(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등) 

•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 

주 관 ; 인양시 노인E빼인과 안양시 E빼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문 의 안앙시 노인장애인과 ft 031-8045-5510 

안양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얻 031-447-1367 

2018년 짙매H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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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8. 4. 25. (수)∼11. 30. (금) V- r업비 소진 시까지) 

2018. 1. 1. 이후 안양시에서 위탁한 안산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한시민 

지원내용 및 금액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 처리비용이 2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분양확인서 사본,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신청장소 ; 안양시 식품안전과 ft 031-8045-2605 

신청기간 

지원대상 



? 4월 안양시 공공팎처리시설 방류수질 검사 결과 
검사일시 ; 1일 1회 이상수분석 

검사대상 ;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검사항목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7개 항목 

검사결과 ;적합 

방류하류 안양천(재이용수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2018년 4월평균) 

구분 
BOD COD SS TN T-P 총(}균%대수m장n 독 성m쐐성J} (mg/E) (mg/E) (mg/E) {mg/E) {mg/£) 

법정기준 1001하 4001하 1001하 
20 0.5 3000 101하 01하 01하 01하 

처인하리앙수장 2.5 9.0 2.8 11.765 0.092 109 0 

처석하리수수장 4.9 3.1 9.4 3.4 11.991 223 0 

재이용수 2.5 8.0 2.7 11.031 0.070 177 0 

의 안양시 하수과 하수처리팀 ft 031-8045-2524 

• 

* 

2018년도 상반기 저수조(물탱코)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청소대상 

연면적 저수조청소대상 
5천m' 이상 대형건축물(주차장 면적 제외) 

공공업무시설(국가또는 지방자체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 

3천m' 이상 일반업무시설 
학원 

대규모점포 

예식장 
2천m' 이상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지하상가 

※ 주택으로쓰는층수가5개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및 복리시설) 

※관람석01 1천석 이상인 공연장또는실내체육시설 

청소방법 ; 건축물의 소유자또는관리자가직접 청소하거나수도 

청소기간 

회신방법 

문 의 

법에 따라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하여 실시 

2018년 6월 30일까지 

청소I 수질검사 완료 후 우편 또는 Fax 회신 

안양시 수도시설과 ft 031-8045-5666 I Fax 8045-6541 

2018.6.16.(토) PM 5:00 

---윈 를일하모니(냥육청년힐창단) 
본공연은무료공연으로당일 오후4시부터 좌석권율선착순으로배부합니다. 

요앤μ|뭘소년소녀합횡단 001)뼈융ffi'll 안양시 톨화관광과 001)!.l껴5정또~ 

만7세 이하는관림하실수 없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율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 앙앙시 주핀 인앙시립소딴녀힘징딘 ] 



。

• -- --
λ}량효}는반려견 • 

동물등록으로 지켜주셰요 
II ’11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111111 ’111111111” 11111111111 ’11111111 ’111111111111 ’111111111 ’II ’11111111 ’1111111 ’11111111 ’l ’11111111111 ’11111111111111111 

I 동물보호법 개정(’18. 3. 22) 
2018. 03. 22일부터 3개월렁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l 개와밥께외출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서|요. 배변봉투를지효하시고 

•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바로 치워주세요. 

| 동물등록방법 (3가지 중 택1)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부착 

| 마이코로칩은 안전한가요? 

• ·)~ 

•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R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빨만한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폐 옐로추독 
YELLOW DOG PRO」ECT

옐로우독프로젝트란? 

옐로우독 프로젝트란(까ie Yellow Dog Project)는 2012년 6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48개국에서 실시되는 글로벌 캠페인 입니다. 

노란리본을 착용한 반려견은 공격성, 훈련, 재왈등의 이유로 
‘사람’ 도 ‘강아지’도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신호입니다. 

견주의 허락이 없다면 강아지률 함부로 만지면 안됩니다l 

문의 안양시 식품안전과 ft 031-8045-5423 

용 인사해도 되는지 먼저 물어봐추셰요
저는예민해요-

용 큰소리로 겁주지 말아주셰요. 
저도 큰소리로 말할 거예요-

용 때리지 말아주셰요. 저도 아파요-

용 너무 반히 바리보지 말아주셰요
저회에게 눈 마주칩은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 

야* 암양식 



2018. 5. 1. (화)! 9:00 ∼ 5.28. (월) 18:00 (짧월깐) 

l원댈뼈를l 2018. 5. 29. ∼ 7. 17. (빼주 화요밑, 19:00∼21 :oo> 
.,....률를l 동안평생교률센터 3층 강당 (구 동안여성회관) 

--원를 시뺨퀴4 료깔좌 230석) 

l룰밸필훨.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 ~ttp:/Maming.)anyang,go.kr 상단 메묶 중 “평생뇨육정본” 클럭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방문접수 병행 
• • *·사전신정 없잉도킹의·당일 쭈강 가능 • 
mi를l밑- 명생교흡과 I 031) 훌찌5낸회12· • 

• 

• --

l흡-률훨l흩랩l ~뜯를-

프:료홍일x 미』엉온익융서해대용동며학교경과학윗여 .대울 박 흥j사학대의교혁대 • 

확교대학원동앙화전공 
미술해부학박사학위 

• S.2f4 -회 ~.19 • 0얻-과교 .수 ·-• 

6.2r4 -회 ~.17 

'412.91 

+얀eιf호 

2018 안양시민학당 
--판를나.lnl판----

5. 24 I 6. 14 I 6. 28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동안명생교육센터 3층 강당 (구동안여성회관) 

문의 : 031) 8045-6이2 용 암앙Al 

5/2앉화) 동양화읽는·법 
‘ • • 

t한국인의얼굴, 뇌, 조용진 6/5(화) 서양화읽는법 . 

미슐 문화에대한 (효택형질문화 얼굴로보는흔팩인, 

• 인문학적성힘 연구원장) 6/12(화) 
우리는누구인가? 

• . 6/1 앉화) 흔묵인,흔택문화 

18세가조선사람들은 
6/2fi...화) 무엇을 어떻게 먹었을까? 

문화음식문화사〉 한정주 • 기록한 사림돌 
-조선 후기풍속으로 (역사평론개 조선 후기 사람들이 맛본 
보는 음식 인문학 7/1이화) 중국과 일본의 음식문화 

야￥암양시 

7/17(화) I 18.1.1171 조선 사람들의 
| 입맛을 사로잡은 서앙의 맛 

꿈 녀를l 꿈 빼,빼·훨훨뺏 
.J.!.도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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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스마트스퀘어 
체육공원테니스장 

안양부흥스포츠클럽 강습회원 모집 

조모 
01 인원 

15명 

6명 

.
|11 
--------

부작용 보고j피해구제 신청·상담 

비산동 
롤러경기장 

20명 l야빼【;~~!:l~..i'~~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 정상적인 의약품사용에도불구하고의약품 
부작용으로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유족 및 환:::q.on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약사법 저186조) 

。

선수반운영추후공지 • 의약품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또는 약샤등 전문가와 
상듭「하여 복용하여야 합니다. 

호계체육관 
. 쇠흘으|약품안전쩌 

상담대상 고충민원, 행정심판, 부패 공익침해신고, 

청닥금지법 위반 신고, 무료법률상담 

상담접수 ; 방문, 우편(접수), 전화(상담) 

위 치 (0374이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상담전화 정부민원 110, 부패신고 1398, 

서울민원상담센터 

ft 02-6021-2112, 2133-4 

호계체육관 

안국의약용안전관리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상담 안내 
0 

야* 
사단법인 안양부흥스포츠클럽 

용l 
Q_Q9 
묘양!.!~ • KSPO-.획웰현쩔 

대출문턱 낮추고, 전세걱정 줄이는 

*태칸。컨.IL 
-「「口~。Af

전세차금특려l보증 

률렐E률 www.hf.go.kr ” U원당꾀밥먼;%빼11!1덤흡|댐 

t용도가낮은끊회북지원채 7住뾰수급자써위계충등 
에게 전세대훌이 가능하도록 취뼈}흥의주거안정챔율위한 
지원하는보중 전세자금보종 

.생확빼빼자산g라융시~청보를억 ,뻐이~셰급를μ뼈쳐01상납잉g톨 

.길원뜯입샌입꽤;텀펼|탠경 --암넘됩IM.31딛륜룰l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훌울 
1금융권의 저금리 대훌로 
갈아타는 것율 지원하는보증 

@상담및문의 따 안국주택금융공샤 (1688-8114) 또는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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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석수도서관 홍보자료 

삼덕도서관「계단극장」 운영 
일 시 ; 매월마지막주수요일 /19시∼21시(※문호r7r 있는날) 
장 소 ; 삼덕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계단(2층) 
내 용 ; 오빠생각 

문 의 삼덕도서관 ft 031-8045-6362 

박달도서관 「한 달에 한 번 쓰는 특별한 가계부」 경제특강 운영 
일 시 : 2018. 6. 11, 12. (월, 화) 10-12시 /총 2회 
장 소 박달도서관 문화교실(4층) 
내 용 ; 도서 떠1 0 1고가계부』(황희절 저, 서울교육연구소)와 

표런히여경제전문가으|숨은돈을찾는가계부쓰는방법 
차시 i1 t .u:.....,-H용 

6월 11일 
(1차시) 

한달에 
한번쓰는 
가계부 

-가계부는일71가아니대지씬곤f21 가계부란? 
-가계부로돈구멍을 막는다! ‘우|험경영’ 

6월 12일 | 갓뽑룰g l -알뜰 살림의 시작! 일한도 가계부 
(2~씨) | ] !」」드 |-가겨|닙로숨은도 2처마워차기 | 찾는방빌 I --, 
대 상 일반성인 
진 행 ; 차이에듀케이션 
모집기간 2이8. 5. 21. (월) 10시부터홈페이지접수 

스토리텔링(석수·만안·삼덕·박달) 
행 ; 2∼7세유아 진 

JC~ 
0 소 각도서관문화교실및시청각실 

- -- -
도서관 행사멈 닐‘’ 진해 

시LI어 책읽어주는훌뻐니 
매주(금) 

석수 11:0(〕∼·11:40 자원봉사자 
도서관 

스토리텔링 
매주(목) 

;q원봉人r:q 
15:30·녁 

만안 
영어동화나라 

매주(토) 성결대학교영어 
도서관 11 O〔}뀌 영문학과학생 
닙-t~二t 

책읽어주는엄마 매주(수) 동호}구연봉사단 
도서관 11 :00∼11:40 『행복한으|자나무」 

책읽어주는훌떼니 
매주(금) 시니어 
11 :00-、11:30 :;q원봉사자 

~그~~「{ 매주(토) 
도서관 그림책세상 

11 :00-뀌 
;q원봉사자 

엄마의동화책 
2,4주(수) 

자원봉사자 11:0(〕∼11:30

-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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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세계 옛 이야기와 전래놀이’ 운영 
운영기간 ; 2018. 6. 20.∼8 29. (매주수) 16시∼18시(10회차) 
대 상 ; 유아7세-초등2학년 20명 

장 소 ; 석수도서관 2층 문화교실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모집일시 2018. 6. 1. (금) 9시∼선착순 마감 

내 용 ;유럽,아프리카등세계옛이야기를듣고 
그 나라의 전래놀이 및 문화체험 

으| 석수도서관 다문화자료실 ft 031 -8045-6139 

석수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안녕! 니하오! 중국어이야기’ 운영 
운영기간 : 2018. 6. 16.∼ 8 . 18. (매주토) 10시∼12시(10회차) 
대 상 ; 초등2-6학년 20명 

장 소 ; 석수도서관 2층 문화교실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모집일시 : 2018. 6. 1. (금) 9시∼선착순 마감 
내 용 ; 중국어선생님과함께기본회호}를배우고 

교재비 

문 의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중국의 문호}를 익힘 
14000원 

석수도서관 다문호}자료실 ft 031 -8045-6139 

석수도서관 「여행에세이쓰기 특강」 (심화반) 모집 및 운영 
운영기간 2이8 7. 13.∼ 9 14. (매주금)14시∼16시(10회채 
대 상‘ 글쓰기숙련자성인 20명 
장 소 석수도서관 1층 문화교실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수 
모집일시 : 2018. 6. 19. (호애0시∼선착순 마감 
내 용 글쓰기 습작수업(실기위주) 남민 여행수필가으| 지도 
문 의 석수도서관 참고 연속간행물실 셀 031-8045-6142 

석수도서관「김고연주 작가오}의 만남」운영 
대 상 안양시민 50명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장 소 석수도서관4층시청각실 
일 시 . 2018. 6. 27. (수) 19 : 30∼21 : 30 
모집일시 : 2018. 6. 7. (목) 10:00∼선착순 마감 
내 용 ‘나의 첫 젠더 수업’을 쓴 서울시 젠더자문관 

김고연주 작가와으| 만남 
석수도서관 참고연속간행물실 ft 031 -8045-6142 



I 51 50 

。

호계도서관 6월 「우수영화 상영」 

일 시 ; 매주수요일 16시 

장 소 호겨|도서관 3층 시청각실 

{l병작품 매직브러시(없이효뻐|지아신비한나무섬의 비밀(없끼 

대 상 ; 안양시민 8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문 의 · 호계도서관 용 031 -8045-6250 

어린이도서관 6월 「책 읽어주기」 

일 시 매주금요일 15시20분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배움터3 

대 상 4세 이상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사) 

문 의 어린이도서관 윈 031-8045-6285 

어린이도서관 6월 「30 입체영호버병」 

일 시 2 ·4주 일요일 15시30분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어린이극장 

대 상 안양시민 80명 

상영작품 · 카(117분), G-FOR〔E(88분) 

문 으| ; 어린이도서관 엎 031 -8045-6276 

벌말도서관 6월 「동호냄터 동호}구연」 운영 

일 시 ; 매주목요일 15시 

장 소 벌말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진 행 「동호냄터 동호}구연」 자원봉사자 

대 상 유아및어린이 20명 

문 으| .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벌말도서관 6월 「영어동호R연」 운영 

일 시 . 2이8. 6. 3, 10, 17. (일) 11시 

장 소 벌말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 

진 행 과천외고 영어동호}구연 동아리 Fairytale 

내 용 영어 그림책 동호}구연 및 독후활동 

대 상 초등 1∼2학년 20명 

문 의 ; 벌말도서관 ft 031 -8045-6303 

※ 도서관 홈페이지(www.lib.anyanggo. kr)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 관련 변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 

-

-

-
φ 

만안도서관 ~체대출 신청안내 

대 상 단체대출을 희묘봐는 기관 

신청방법 · 단체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FAX 발송 

운영기간 : 2018. 2월∼연중 

신청기간 : 2018. 2월∼연중 

대출권수 및 대출기관 : 20권∼100권 3개월(상호 협의가능) 

이용자료 단체대출 지정도서 

기타사항 E쩌|대출용 도서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이 

제한될수있음 

의 만안도서관 관외대출실 ft 031 -8045-6174 

? 

평촌도서관 유아 동호}구연 「내 마음에 동호h 

6-7월 과정 참가자 모집 

일 시 2018. 6. 20.∼2018. 7. 25. (매주수)15시30완16시20분 

(50분, 총핑호|) ※ 6/6, 6/13에는 수업 없음 

평촌도서관 2층 문화교실 

동호f구연자원봉사자 
6구세유아 20명 

2018. 5. 28. (월) 10시∼선착순 마감 

안양시 도서관 홈퍼101지(lib.anyango「k「) 

→각 도서관 페이지→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문 으| ; 1층 어린이자료실 옆 031-8045-6218 

6월커리률럼 

2018년 6월 평촌도서관 홍보자료 

장 소 

진 행 

대 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활동 -11 TJI 딱 

수업없음(현충일) 

수업 없음(지방선거일) 

」

6월6일 

6월13일 

「A님}λ여자-
6월20。| | T「T。。』,

르 r언제까지나너를사링해』 

6월27일 1 r내귀는짝짝01』, r비가오는날어|』 

그
 그
 

7 
/ 

패
 니 -퍼
 

람
 
들
 

-신
 

서
 만
 

-우
 

관양도서관 6월 「그림책과 놀자」 운영 

일 시 매주 목요일 16시∼17시 

장 소 관양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6구세 유아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지원봉사자 

문 의 관양도서관 윈 031 -8045-6334 



。 2018 영g품러스사업 대상자 접수 

I 접 수 연중(대기자접수) 
! 방 법 ; 전화 접수 윈 031 -8045-3037 

| 전화로 대기 등록 후, 신청 기간에 직접 방문하여 

! 접수및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기간 12월초예정 추후공지) 

I -기준 흙|소득으| 80% 이하 꾸으|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i 7꽤수 
2인 
3인 

4인 

5인 

71788 
93448 
114241 
135662 

n 

신청자격 만안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 유아 

(만66개월이하) 

신청시필요한서류 

φ주민등뿜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꼭출력후지참) 

@(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임신부, 으|료급여 수급증 

차상위수급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선정방법 ※ 대상자 선정 시 가구당 최대 2인으로 제한 

(임신부의 경우, 태어날 아기 포함 2인으로 간주) 

φ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 소득이 낮을수록, 영앙위험 요인이 클수록 

@결과는개별통보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2순위 임신부,수유부,영Of-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3순위 임신기 수혜 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4순위 유Of-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5순위 임신부,수유부,영Of-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보이는자 

6순위 유아-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자 

7순위 산 후 여성-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6개월까지) 

대상자 결정 후 관리 이행조건 

(이행조건 불참여 시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월 1회 영양교육또는상담 

- 1회가정방문 

문 의 안앙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ft 031-8045-3037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기 간 : 2018. 5. 1. (호”∼7 31. (화) 

신고대상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분야(요S답여,복지시설,어린이집등)보조금부정수급 

@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 중소기업지원-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씨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업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업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증거자료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 

원·감독기관이첩·송부 

신고자보상및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등이 있는 경우보상금최대 30억 지급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등이 없더라도 공익 

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포상금 최대 2억 지급 

~ 콕혈알 이렇게관리하자’ 홀벡자 모집 
대 상 ; 고혈압환자및관심있는시민 

장 소 만안구보건소5층 대회의실 

일 시 ; 6월 5, 12, 19 26일(매주 호” 14시∼15시 

。

5깅L 
〈그 --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 -----

e-

고혈압질환의이해I 진단등 

고혈압환자으| 식사법l DASH 
고혈압환자어|게좋은운동 

저염식생활실천교육 

니「 

한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접수 및 문의 인양시 만안구보건소현대인병상담실 용 031-8045-경65 



• 활기충전운동교실 

시민건강짚l을위해무료운동교실을운영흔뻐|江i라OfcH와밑|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 2이8. 6. 11. (월)∼2018. 6. 27. (수) 

모집방법 ; 전화 또는 방문(정원 초과 시 전산추첨 실시) 

운영기간 . 7∼9월(3개월) 

운영장소 2층 보건교육실 5층 대회의실(근육탄탄교실) 

모집인원및운영시간 

프로그램 | 눈낼 
시간 

요일 

월·수(A) 

화목(B) 
택1 

내용 인원 

질환별 
재활운동및 | 50 
스트러|칭 

늦 소도구를 

대상 

-행7f능쟁H인 
-만성질환자 

-6돼|이상노인 

/二L、 | 이용한 I 2s I 성인 
(주1회시 근력운동 

체중;감꿇| I n• ” 「「 nI I BMI 23이상 
근육UP! 
체지방 1 14:00∼ | | | 월수(깨 

오l 뻐N! 115:00 I 다 
위한 I 50 I /~~~L~.; | 니비만도지쉬 

| J스j | | 」-τ=
써킷운동 I I \ ] 〕-」/、

후 i 」 I I 화목(B) 
서|라밴드 | 15 :00∼ | 택1 
교실 I 16:00 

※ 신규참여자 우선순위입니다. 

밴드를 
이용한 I so 성인 
근력운동 

※ 프로그램 연속 신청 불가하며, 1개 교실만 이용 가능합니다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석률미달시자동탈회됩니다 

문 의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체력측정실얻 031-8045-3162 

메텍스(MEDX)장비를 활용한 허리강호딴동 

「허리튼튼 운동교실」효폐자모집 

모집기간 상시 모집(선착순 대기) 

운영시간 2개월간주 2회(1회당 30분)운영 

A반(월·수) 9시∼11시30분 / B반(화 목) 9시∼11시30분 

대 상 ; 안양시민(65세 미만) 

내 용 ; 메텍스장비를활용하여허리근력운동 1:1 전담지도 

운동교실 참여 전·후 허리근력 평가 및 상담 

참여비용 무료 

장 소 ; 보건소 3층 물리치료실 

신청 및 문의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ft 031 -8045-3047 

tt 

。 수요일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받는 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일 시 ; 매주 수요일 10시∼11시 

고혈압교실 ; 1월, 4월, 7월, 10월 
당뇨병교실 ; 2월, 5월, 8월, 11월 

이상지질혈증교실 ; 3월, 9월 
장 소 ; 동안구보건소 교육실과 운동실(지하) 
교육내용 

L「

τ1등j。} 
」」 2 닙 

당뇨병 

H 
1주차 고혈압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관리 
2주차 혈압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3주차 식이요법&저염식실천을위한조리실습 

1주차 | 당뇨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관리 
2주차| 혈당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3주차| 당뇨식이요법&식품교흔판를활용한조리실습 

1주차 | 질환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관리 
이상지질혈증 1 2주차| 신체활동 

3주차| 식이요법&식품교환표를활용한조리실습 

문 으| ; 동안보건과 건강증진팀 ft 031-8045-4571, 4831 

동안구보건소 「제2기 재활운동교실」 신규 흡뼈자모집 

「·1 안 정원 운톡기까 비고 
- - -- --

뇌병변H암및환지자체 5∼8월 
ε빼 ~. 10명 매주/월수,금 

-신체중심과갚은근육강화 보호자등 
10:00∼11:00 (중증E빼인) -낙S뼈|방균형운동 

시각허약청노각인쟁·치H인매 5∼8월 
그룹지도후반복학습 

-재활운동기구개별훈련 口|

20명 매주/월수,금 인지저하 
(경증ε빼인) 14:30∼15:30 

5∼8월 
-슬링과토구활용 

뇌졸중환자로 
-처|중심및심부근ζ탤빠 

가정에서자가 5명 매주f화목 
균형운동 관리필요자 10:00~〕}}’,(.‘、뀌‘‘. 

-재활운동기구개별 훈련 

인공무활f절 
5∼8월 

-근위축예방근력회복운동 
수술후2주 -관절가동범위 및정상보행 
경과자로가정 5명 매주/목 

Cι:~그= 
에서자가관리 14:00-16:00 

-재활운동기구개별 흔련 필요자 

신청 문으| : 동안구보건소재활보건실 얻 031-8045-4832, 4874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내 가족이나 이웃 등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마음의 고통 

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의 얘기 

를 들어 주거나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지킴이’를말함 

일 시 . 2018. 2월∼11월 (월 1회) 

매월 마지막주수요일 14시∼17시 

(단 기 8월은오후18시 30분21.A.I) 

매월 연속교육진행이 아닌 일회성 교육 

장 소 ; 인양보건소만안보건과(만안구문여|로.48)5층대회의실 

접 수 인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ft 031-469-2989 

※E쩌|일 경우날짜협의 및 방문교육가능 

교육대상 관심있는안양시민누구나침여가능 

혜 택 워크북및기념품제공,보건복지부수료증발급, 

자살관련 전문지식 및 대처 방안습득I 희망자에효때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참여가능 

문 의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ft 031-469-2989 

날짜 
주요내용 비고 

(매월 마지막 후 수요일) 

2/21 14:00-17:’00 넷째주 

3/28 14:00-17:00 

4/25 14:00- 17:00 1. 한국형 자살예방교육 
5/'30 14:00-17:00 프로그램 
6/27 14:00-17:00 1 ‘보고듣고말하기’ 
7 /25 18:30-21:00 

§/잉 18:3ι칸00 ~ 2. 교육이쯤 및 
9/19 14:00-17:00 단체사진촬영 
10/31 14:00-17:00 

11/28 14:00-17:00 

고질적 7CH 
쩔꿇 룰법 

만훌렌루Al 관헬 ! 추-뭘차 

를산시 

4출 
건밑현장 

옳” 민화l뭘 

소~I 
안헨큐칙 

I훌면룰I 
m훈수 

。 아동수당신청요}내 

아동수당신청 

-신청기간· 2이8 6. 20. (.수} 

※아동수당은신청한달부터 지급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월 

분수당지급가능) 

-신청 방법 ; 아동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모바일 업 

(APP) 또는 웹 사이트(www. 'oo써|「o.gρ k「),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벼ppy.or.k「) 접속 

-제출서류 띠쁨수당신청서” 1뷔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수당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분증확인 

-관련문으| ; 관할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또는보건복지부 

콜센터(ft l2에 및 아동수당홈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절차 

- 지급 대상 :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아동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 

(출생 후 O∼71개월까지, 초|대 72개월 간 지급) 

※ 아동수당선정기준액에관한상세한시항은이동수당홈페이지 참조 
「--- I 

5인가구 | 6인가구 

선정기준액 |월 1’1 

-:Al급일 매월 25일지급원칙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그전일 지급) 

※ 2018년 9월 25일은추석연휴이므로9월 21일아동수당지급 

-지급액·방식 ; 아동또는보호자통장에 월 10만원 입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가능) 

-문 의 인양시 복지정책과아동복지팀 얻 031-8045-2237 

과촉훈련 도뚫흉 구명조끼 

메학톨 

안헌띠 
빼l상구 

。짧 DI학톨 훈훈 I어린01 
빼쇄뭘 

카시트포llJ 
률건려:a:1 



/ 
/ 

1l 

조사기간 2018. 4. 23. (월)∼6 15. (금) 

조사대상 관내 344개소아파트거주자중위기가구 

- 관리비 연체율이 높은 LH 임대아파트는 집중 현장 조사 실시 

- 민간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이웃주민 저|보시 현장 방문 조사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실직 등의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경우 

- 전기, 가스l 수도 등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공적급여지원 

(소득·재산 등 충족시) 

- 소득기준에 미I늘봐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문 으| ; 안양시 복지정책과윈 031-8045-5618, 5455 

안양시 복지상담 콜센터 윈 031-8045구979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복지문호f과 보건복지 

콜센터 ftl29 

칭~JOt가는 공동주택ω}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추진 

대게나라안양점 

기탁일자 . 2018. 4. 24. 

기닥내용;중식제공 

나눔대상 안앙시 독거어르신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 2018. 4. 30. 

기탁내용 사랑의도시락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코티스 

기탁일자 : 2018. 4. 4. 

기닥내용 사오매|커피딛000개 

나눔대상 ; 안양푸드마켓 

(주암|드프랜즈 

기탁일자. 2018. 4. 2 

기탁내용 온수매트10개 

나눔대상 ; 안앙시 저소득가정 

? 

* 

신청기간 2018. 6. 1. (금)∼6 15. (금) 

신청대상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CD,Q) 조건모두충족해야함 

소득기준 

희망키움통장” 신청안내 

유지기준소득상효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01하) 

2578205 

2578205 

2578205 

3163441 

3748678 

4333915 

가입71준소득숫딴F 
(소득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 50%01하) 

1인 가구| ∼ 836,053 

2인 가구| ∼ 1,423,549 

뀔꾼」어으 ∼ 1,841,5乃
4인 7f구| 뼈 ∼ 2,259,601 

5인 가구| ∼ ‘ 2,677,627 

6인 가구| ∼ 3,095,654 

*통징을가입할수있는가구의최대 소득액 

맴흥장을유지할수있는소득의 상효바준 

[
야
 
냄
”
i
 

「
/
-
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내역 

개인(권용*) 

기탁일자 . 2018. 4. 18. 

기탁내용 ; 성금2천만원 

나눔대상 인양시 지정기탁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절차 
-1단겨|(가입재 ; 매월 본인 저축(매월 10만원) 
- 2단겨1(7f입재 ;근로활동을유지 및자립역량교육·&A벼|관리 이수 

- 3단계(정부)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4단계(가입자) 3년 동안 통장 유지시 적립금 수령 

※ 주택구입 및 임대비,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등 증빙서류 

제출시적립금수령 

구비서류 ; 신분증, 근로여부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 
록증I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문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앙시 복지상담콜센터 

얻 031-8045-7979 

대사증후군과고지혈증 중심으로 

「만성질환예방 영양관리」 공개강좌 개최 

2이8 6. 20. (수) 14시∼15시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안양시민 

대사증후군과 고지혈증 중심의 영양관리 

임희숙 교수(연성대학교 식품영~학과)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ft 031-804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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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룬ll훌훌훌(4봐 5월) 급얻밸프 
T.031>380-1913 

뭘반II뭘훨(1박 2뭘) 를면훨프 
T.031>385-9030 5윌률면! 

멸댈글면! 

를면으로 민한 될볕 무료멀i9 평 
4박 5월틀안한립대성심벙월에 얻월빼서 급연치료 및 십뢰상담을 부료로 진행하는 급연햄프 

LI•우l흰’ 
활료l엄햄 

.똥 며햄 햄11는 L~를 
• 장기대상: 1.20년 이상당뻐•n1루고,2회 이상급연뻐때l 정험하였지만 급연의지기늘은를연자 

2를면뀐헌휠명(악성훌양,만성뼈월흰.심뇌톨관월흰틀m단.지흑를면자 

비용 :잠재11멘월태앤햄프정상*료시 r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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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단회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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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lt!!!!'i!I싱열기 

4밑자 

‘∞‘ws•정) 
깨l힐리싱·&회힌a화싱. 

‘아찌요.강의 

짙딘힐리싱. 

요가 

•21•w양한리 

1밑차 

를.잊~* 

.,면과를잊힐리룰가 

§I윈 &ii연-에•a:져뭘!t.AJ•연 
.빼a!! 'ill상보기 

Chest:CT 

3밑차 

(CO,V/8.정) 

게.힐리싱·&·리그리DI 

Ta에씩파급윈 

짙단“리싱g 

요가 

DI를.링g상 

일반 • 단체를연때 대상으로 2월등안 금연교육 및 집단 상당프로그램 톨엉 

• 밑정은 1박 2밑, 무벅 2일 를으로 달라월 추 있용 

• 햄프장소: 경기지역 내연4챔 

· 비를:전핵무료 

1밑치 

g프안내및엉소식 

니의l연진단하기 

짙단힐리상당 

.연교욕 
혀식빚힐.기 

급멘스트레스뀐리 
.어빚깨멘시간 

쩌프로그98시징예띠리밑팅연§뭘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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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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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6깨를급연성공시 기냄릎흥정 

E를톰!OJ LJ를를X_I.톨페 -r.-- ' l 흩 • I 
Em메: 빼월 셋째주 금 11-14AI (혔혹서기7, 8월/무천시취소) 

4월20월 /5월18일/6월15엄 /9월21일 /10월19일 

얻를휩: 동안구보건소 앞마당 
훨탈펼: 잉신 • 흩산 • 양유아용풀으로 째사용가능한 흥고를풀샌채풀째외) 
활활꽤 : 당잃접수(개장당일 10시30분부터 접수) 문의 뼈아5-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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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안양시일자리채용정보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성호전자 SMT 자재과 하-「려 -「 ~ 켜 〔〕려 -「 므 l 과 L」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 -466-8377 월급 183만원(면접 후 협의), 
사원모집 (1 명) 전파로44번길 37 중식비지급, 주5일 09:00-18:00, 

(안앙동) 퇴직금, 4대보힘률이메일지원 

(sungho-elec@hanmail .net) 

띔해람테크 TAB/진단 초대졸-대휠4년),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2-578-1366 월급 166만원-333만원, 식사제공, 
기술사원 경력무관 흥안대로 415 (펑촌동) 주5일 애;따18:00. 퇴ξ담, 4대보험, 

모집 (3명) ·이메일지원 

(heramtab@daum.net) 

뜸)도시오}자연 경리총무 고졸-대휠4년), 경기도인양시동안구 010-2216-8501 월급 216만원(면접후협의), 
경력사원 경력1년이상,컴퓨터 갈산로76번길 10 주5일 08:00-17 :00(시간협의가능), 
모집(1 명) 활용능력우수자우대 (호계동) 퇴직연금, 4대보험·이메일지원 

(jckis@nave「com) 

송림건설뜸) 토목공사현장 학력무관,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465-2002 월급 300만원(먼접 후 협의), 
소장모집 (1 명) 경력3년이상 문예로35 (안앙동) 식사제공, 주6일 07:00-18:00, 

퇴직금, 4대보험 

에이치맨 단순경리사무원 고졸-초대졸, 경력무관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 -42 4-4233 월급 170만원, 주5일 
모집 (1 명) 만안로49(안앙동) 09:00- 18:00, 퇴직금, 4대보힘 

·이메일지원 
(hi navi76@naver.com) 

(주)케이티스 롯데렌터카고 학력 및 경력무관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2-321 5-2283 월급 169만원-178만원, 
객센터상담원 전파로88 (호계동) 주5일 08: 3[l-20:00중 8시간로테 
모집 (10명) 이션근무,퇴직금,4대보힘, 

융0 |메일지원(jehong@ktis.co.kr) 

0$.뮤니테크 PCB 부품/저|품 학력 및 경력 무관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455-0256 월급 220만원(먼접 후 협의), 
조립사원모집 덕천로14(안앙동) 식사제공, 주5일 09:00-18:00. 
(1 명) 퇴직금, 4대보험 

(주동산어꽤럴 회계, 경리 흐랙 무관, 경력5년이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1-6501 월급208만원(면접후협의), 
사무원모집 인근거주자,여성우대 벌말로14이관앙동) 주5일 09:빠19:얘시간협의가능), 
(1 명) 토|ξ담, 4대보험, 용이메일지원 

(dongsan3333@naver.com) 

벨엘재가장기 호스피스완화 하-「려 -「 다 ) 견 ζ그려 -「 므 l 과 L」 ,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9-3297 월급 170만원-175만원, 퇴직금, 
요앙센터 도우미 요앙보호사자격증’ 시민대로136번길9 4대보힘, 주5일 3교대 주간 

모집 (10명) 호스피스완화도우미 (호계동) (07:00-15:30/ 오후 15:00-22:30/ 
교육이수자필수, 고용 야간 22:00-익일 07:30, 시간협의 
촉진지원금대상자우대 가능) 

수봉식품 흘서빙원모집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3-3464 월급 150만원-200만원(먼접 후 
(2명) 외국인우대 안앙판교로25 (관양동) 협의),식사제공, 

주6일 10:00-15:00, 10:00-19:00 
(평일휴무) 퇴직금,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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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I otol1~ ε메어났o-t 표! 

한희주 공주님 
2017년 6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 한상호, 엄마 박가현 (동안구 관펑로) 

태명 콩이 

태몽 명주실을손목에 감아주는꿈 

희주에게하고싶은말 

우리 희주가엄마아빠 곁으로온 지도 벌써 1 년이 다 되어가는 

구나∼ 지금처럼 늘 건S념f고 밝은 희주가 되어줘∼ 

엄마아빠가 우리 희주 많이 사료F해∼’ 

한서현 공주님 
2017년 3월 6일 출생 

부모 아빠 한상현, 엄마허미양 (동안구흥안대로) 

태명 총총이 

태몽 금목걸이 

서현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 귀염둥이 서현아∼ 엄마아빠에게 와줘서 너무고맙고 

지금처럼 늘웃을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할게 | 

늘 건ζh하고 항상 행복하자! ’ 

이도헌 왕자님 

부모 아빠이왕석,엄마김민지 (만안구충훈로) 

태명 메리송 

태몽 커다란 암소가 집에 들어와서 송아지를 낳는꿈 

도헌이에게하고싶은말 

도헌아! 도헌이가태어나서우리 가족이 함께할수있는시간이 

더 많아졌단다 엄마, 아빠, 누나에게 와줘서 고맙고 건a념써| 

잘커줘서 정말고마워 l 사료「해’ 

민건누 왕자님 
2018년 4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 민흥근, 엄마 임지영 (만안구 안앙천서로) 

태명 토리 

태몽 산부인과의사가초음파사진을보면서 

’아기가 3cm너|요!’라고 말하는 꿈 

건우에게하고싶은말 

우리토리,엄마아빠한테다시와줘서정말고마원 | 

우리 네 식구 모두 건S「하고 행복하자! ’ 



이승유 왕자님 
2018년 4월 9일 출생 

부모 아빠이태희,엄마최희수(동안구흥안대로) 

태명 꿀이 

태몽 여러마리의돼지가주변에서맴돌다하안돼지한마리만 

남아서안기는꿈 

승유에게하고싶은말 

이렇게 사랑스러운아들01 0빠에게 왔다는게 가끔은꿈속인 

것만같고 믿어지지 않아. 앞으로건S텀때| 자라주기만한다면 

아빠는더바랄게없구나. ’ 

박지은 공주님 

부모 아빠 박세용, 엄마오혜진 (만안구 삼성산길) 

태명 도도공주님 

태몽 아주큰지네가아빠기슴으로들어오는꿈 

지은이에게하고싶은말 

도도공주님 참좋은인연입니다. 마음껏뜻을펼치면서즐기는 

멋진지구촌여행되시기바랍니다-사료「해요A’ A 화이팅 I ll 

。

김윤하 공주님 
2017년 10월 29일 출생 

부모 아빠김동환,엄마이수민(동안구동편로) 

태명 쑥쑥이 

58 I 59 

·별명 ; 야생마3(언니오빠뒤를이어 발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서 .. ) 

태몽 살만 발라져 있는 셋노란 파인애플을 

아빠가 혼자 맛있게 남남했어요/\/\ 

윤하에게하고싶은말 

그저 아프지 말고 건S념f기를 바라∼’ 

우리집에 와줘서 고마워 사료「해M 

정건우 왕자님 
2017년 3월 23일 출생 

부모 아빠 정회경, 엄마 박정희 (만안구 양화로) 

태명 대단이 

태몽 강아지가떨어지는걸엄마가두손으로받음 

건우에게하고실은말 

건우야, 많이 많이 사랑해, 0빠랑엄마가 더 많이 노력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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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연 왕자님 
2017년 8월 14일 출생 

부모 아빠강전일,엄마윤보화(동안구경수대로) 

태명 으싸 

태몽 하얄고큰살이꽉찬조개를잡는꿈,파란구렁이꿈 

두연이에게하고실은말 

뱃속에 있을 땐 언제 나오나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모습을보니 놀랍기도 하고 대건해/\/\ 

앞으로도 잘웃고 잘 먹고 건S「하게만자라줬음좋겠다! 

엄마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손예지 공주님 
2017년 12월 8일 출생 

부모 아빠손효진,엄마조한옥(동안구흥안대로) 

태명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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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야! 태어나줘서 고맙고 지금처럼 건S「하게 잘자라주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퍼101지입니다 

? 정혜인 공주님 
2017년 2월 7일 출생 

부모 아빠정동춘,엄마이지은 (만안구만안로) 

태명 튼튼이 

태몽 푸른초원 위에 앞아있는 내 옆에 뽀얀새끼돼지가 

암전히와서앉아있는꿈 

혜인이에게하고싶은말 

’혜인이는 엄마 아삐에게 감동그자체란다· 

우리 혜인이 앞으로도 건~하고 지금처럼 많이 웃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럼 사람해 혜인아/\/\∼’ 

.:L!.~L.1 
o-「 Cl

2017년 11월 18일 출생 

부모 아빠 김동우, 엄마 이지희 (만안구 삼봉로) 

태명 자몽이 

태몽 황금잉어를안는꿈 

예린이에게하고싶은말 

예린아! 엄마아빠는우리 예린이가우리에게와줘서 너무기뻐, 

지금처럼 건죠팅}고행복하게 지내자’ 항상모두에게 사랑받고 

사랑주는 아이로 자라길 바래 사랑해∼/\/\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드립니다, 

안앙시민의 많은참여를부닥드립니다. (출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접수방법 urianyang@korea.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외가에서도 탄생의 행복을함께공유할수 있도록 여분의 ‘우리안앙’을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사진이 실린 우리안g떨선물해보세요| 



짧다른그림찾기 
평촌 자유공원 옆 야트막한 산에 조성된 둘레길에는 

녹음이 한껏 물오른 숲길과 갈증을 달래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 상기 삽화는평촌자유공원 인근갈산둘레길과약수터를재구성한그림입니다 

60 I 61 

여
-
갖
돼
꿈
깅
파
 
τ
-동
-
κ
-
으
팍P
P
 매
패
.
 

--



함께해요우리안양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

1~쪽어|꺼| 보LH는 
A~환으| 매|λI'll 
이메일 (u「i a nyang@korea . k「)로 

가족에게 쓰는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된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tJ f- o a 1종M흑 
피 -z. • ε 

ι F정,,-(-if ι ιL정A t:cf l:'-f{1-I{ 
τ l 2-

수민o~. 며칠 전에 네가초등학교 4학년 때 써 놀고 

숨겨뒀던 펀지를 발견했어.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 방석을 돈방석으로 

바꿔드릴게요’라고 쓴 걸 보고 얼마나웃었는지 몰라. 

꼭 성공해서 돈방석에 앉게 해주지 않아도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성실하고 멋지게 살았으먼 

좋겠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당연히 좋고/\/\ 

수민이가 생각하는 일 열심히 해보자응원할게. 

따01팅 ! 

숫씨능f갚 홍1,1l:'-111캐{ 

공무원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 같이 여행 다니고놀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현실에 부딪혀서 신경도 못 써줘서 미안하구나. 

나도 요즘 취업준비 때문에 예민해서 너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했어. 미안하다. “공부는 잘 돼?” 라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표현에 어색한 나라서 

한마디 하는 게 참 어렵네… 올해와 내년이 서로 

말없이 달려야 하는 기간인 것 같o~. 

내년 안에 나는 취직, 너는공무원 합격해서 

엄마아빠랑해외로꼭여행가자! 파이팅! 



'{;;f-되능} 
""i 'l l 

ι!강」써초} 주0 ,I 사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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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결혼한 :Al 1 년이되어가는나의둘째아들- . 

아버지로서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우리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많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아는지 연락도 자주 해주고, 

모임도 많이 가져서 아빠는 많이 행복하구나 

이제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나먼 아이도 생길 테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아빠한테 언제나물어보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살아라. 

'C:{;r 1-1-x.케 11. (- 0 

""i 7 ‘e l"iτ 

~~옹A ι-111 f t:> f IJ(Jf 
l '2 

엄마아빠∼요리 공부하고싶다는절부지 딸을 

혼자외국으로보내시려니 걱정이 많았지? 

그래도얼마전에는호주로엄마아빠가와서 열심히 일하는 딸을 

보니까안심하고지낼수 있겠지? 한국에 있으면서 엄마아빠한테 

매일 맛있는 것도해주고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네. 지금은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써 엄마아빠랑같이 자고 

지내니까얼마나좋은지모르겠어 다시호주로돌아가먼 언제올지는 

모르지만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좋겠에 

항상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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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 시민플러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글 박성진 (만안구 경수대로) 

올해 구순(九句)을 넘기신 친정엄마는우리 어릴 적 가을운동회 때 광목천을 

양갯물에 삶아 뽀양게 풀을 매겨 다림질한 주름치마를 입혀 무대에 서게 했다. 

엄마! 언제 불러도 정감 어리고 가슴 따풋한 단어이다. 

그런데 요즘 엄마는 자기주장과 아집을 굽히지 않으시고 자식들의 어려웅은 안중에도 

없으신 채 팬지 우울해하시며 식사 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 뭐하냐!” 수저로 밥그릇을 

탁탁 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 - -” 등 혼잣말을 하시며 아주 작은 하찮은 일에도 

노여워하시거나 서운해하신다. 걸핏하면 “내가 없어져야 너희들이 좋겠지!” 으름장을 

놓곤 하셔서-- - 때론 엄마가 야속하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혹시 연세도 있으시고 모호한 말씀을 하시니 치매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소 내 치매 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검시를 받았다. 

치매 초기라는 것을 알고 엄마의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읽어드리며, 

“엄마 요즘 속상한일 있으신가 보네?” 

“어떤 속상한 일 있으셨나요?”라고 질문도 하기도 하고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고 하네요. ” 하기도 했다. 

야채를 디듬을 때 우두커니 바라만 보시는 엄마에게 “도와주실래요?” 물으면 빙그레 

웃으시며 다가와 함께 앉으신다. 좀 더디고 느린 손놀림에도 “참 잘 하신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그만큼 엄마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대화 시간도 늘려갔다. 

“엄마의 남은 삶 중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니 “맞네”라고 웃으신다. 

우리 자랄적 5남매를기르시고교육시켜 곳곳에서 훌륭한책임을맡게 

희생하신 연로하신 엄마에게 보람되고 즐겁게 좀 더 관심 갖고 

공감, 소통하며 대화 방법도 바꿔나가니 평온한 모습으로 

미소 띤 어머니의 얼굴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노을 
글 최영찬 (만안구 안앙천서로) 

낭창휘어진산등허리에 

멀어진겸붉은빛깔은 

마음을 태우며 누워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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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머리로뉘엿뒤엿 

넘어가는황혼을바리볼때 

달맞이꽃이 달빛을 미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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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게타는 태양이 

구름에 끼어 발버둥 하지만 

시간에 붙잡혀 그리웅만이 붙박이가 되네.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원고를 기다립니다l 뽑힌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시·수필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건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01메일(ur i anyang@korea . kr) 또는 팩스( F 031 -8045-6501 ) 문의 안앙시 홍보기획관(031-8045-20 1 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융안양사랑상품권 ; 안앙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앙사람상품권’ 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양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함께해요우리안양 | 열린 편집실 

醫
독자으l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 . k「)로 

소중한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된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g떨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 k「)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을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

~~~~~~~~~~~~~ ,,I"' ... 

어머 어제 7살 아들과 김중업건축박물관에 다녀왔는더| 〈우리안양〉 5월호에도 김중업건축박 

물관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네요M 김중업건축박물관에는 볼 게 너무 많았고, 블록 놀이 

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들은 집에 가서 당장 집짓기 놀이를 해야겠다며 신나했답니다. 특히 

안양박물관에서는 해설사님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녀무 친절하게 해설도 해 주시고 온 가 

족 나들이하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엔 볼거리, 먹거리, 처|험 등 즐길 것들 

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둘러보기는 힘들어 다음에 또 가기로 했습니다. 파빌리온 도서관에 

서 잠시 쉬면서 책도 보고 아이와 지인언니와 동심으로 풍당 빠져도 보고 초록이 물들어가 

는 산책로를 따라 산책도 하며 온몸으로 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가자고 하너|요 가끼운 곳에 이린 멋진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들도 초대해야겠어요 

장희정 (만안구 앙화로) 

4월호에 소개된 효성 공장의 ‘진달래동산’… 

듣기는 몇 번 들었어도 시E뻐| 바빠서 지나치기 일쑤였는데 이번앤 그 항기를 진하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쭉과 영산흥, 진달래를 구멸하지 못하고 단지 개나리만 알아보는 

자연무지렁이입니다 이름이야 어떤들 어떠리요 .. 그 본질은 그대로 있는 것을… 참으로 이름 

다운 진달래 항언이 지나기는 봄을 덜 아쉽게, 다가오는 여름을 가슴으로 느끼게끔 이어주 

네요 

권경숙 (동안구 동안로) 

안E뻐|서 태어나 3년을 살다가 전라북도로 이사간 후, 정확히 30년 만에 다시 안앙으로 01사 

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와 안양의 인연은 끊길 운명이 아니었는지 어떻게 시댁이 안양 

이더라고요 복작복작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한 안양살이도 어언 3년째--- 복지도 잘 되어있고, 

환경도 깔끔하고 교통도 편리해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매달 배달되는 〈우리안앙〉을 보면서 

안양정보, 경기도 정보도 많이 얻어갑니다. 아01들이 좋아하는 만들기 부분도 참 좋아요M 

이번에 안양시 출산장려금 개선된 부분을 읽고서 ‘셋째 도전해봐?’라는 생각도 잠시 해 보 

았어요∼ 살기 좋은 안앙, 더욱 좋아지는 안양이 되길 바랍니다| 

송경미 (만안구 병목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뉴스에도,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먼서 VR이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 

는데 .. 〈우리안양〉에서 간략한 설명과 덧붙여서 안E뻐|서 R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장소 

까지 소개해주니 금상첨화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소개해주서|요∼ 

박지민 (동안구 관펑로) 

.훌 
61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앙〉을 사료때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모두찾으셨나요?정답은총 6개입니다 

왼쪽그림에서 정답을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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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중앙공원 

주요 II무「램 

I 구분 시간 행사내용 -

기원제 14:00-14:30 단오 기원저|(축문, 기원제) 

경연마당 14:00∼16:30 씨름대회 (여성부, 어린이), 그네뛰낀대회(여성부) 

식전마당 16:00-16:50 길놀이 (추|타대), 난타, 댄A (청소년) 
、、간.........._ 

개막식 17:00-17:30 내빈소개, 개막선언, 국민의례, 경연대회 시상, 기딛 

식후마당 17:30-19:20 
국악기 연주 및 전통소리공연, 전통무용공연, 어린이 、태“ ]

시범공연, 풍물놀이공연, 현대음악공연, 줄타기공연 

펴| 막 I 19:20-19:30 I 대동놀이 및 폐막 

연계행사 I 14:00-11:00 I 단오 때 행해지던 풍습 및 풍속체힘 

l영상마당공모전 | 채|한 L뽑은홈페이지 참조 



함께해요 우리안양 | 안앙 만들기 

‘폴짝폴짝’ 띔뚜|기 선수 
얀양천 ‘청개구리’ 만들기 

r lnstructi。n. , 

l 口 B:::느 버 I 

l ‘-;---‘- t::I J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O 앞다리 

카
「
。μ
 

각
 세
 

으l
 즈1
 

좌
 여
 

르
르
 브드
 

미
닉
 써이
 

다
 쳐
 

아
고
 
겨
닙
 

e 뒷다리 

뒷다리를접는선에 
맞추어접어 주세요 

.몸통 

청개구리의몸통을 
만들어주세요 

.}합치기 

만들어진몸통에 
팔,다리를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연꽃잎에 
청개구리를 올려주세요. 

안양천에서 서식하는 정개구리는 코에서 고막의 

뒤쪽 부분까지 검은 무늬가 뚜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가락 끝에는 큰 흘반이 있어서 산란기 이외에는 

활엽수나 풀잎에 올라가서 생활한답니다. 

연듯빛 정개구리가 ‘폴짝폴짝’ 뀔 수 있도록 

함께만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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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옳닭 

68 69 

옳란 



함께해요 우리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동안구 달안동 평촌 들녘에서 모내기를 히는 사진 

이다. 달안미을은 신도시 개발 이전끼-지는 ‘삿갓들’ 또는 ‘다 

라니들’, ‘만마지기들’로 불렸을 정도로 평촌 들녘에서도 가장 

넓은들판이었다. 하도들녘이 넓어서 비가오면삿킷을쓰고 

달이나야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삿깃들이며, 

빨리 달아나야 한다고 히-여 ‘다라니’ 또는 ‘달안’이었다. 

넓은 벌판이었던 ‘다리-니들’은 1980년대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에 의하여 평촌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옛 

모습은 시-라지고 고층아파트단지로 변하게 되었다. 

글 · 사진 이정범 (만안구 박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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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를타운선거 
행복한우리똥너l 

기솜 두근거펴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휠의 띠-뜻한 햇볕같이 

우퍼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픔다워집니다 

저17호|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외 | 한국션-變 



“ 행복한세상 ? • ,, 신냐는디지털축제 

1'1117효l 

2018.6.23(토) ∼ 24(일) 

얀양체육관 

를 .. 효!틀다=·뭔를틀 

-로봇 ·30프린팅 

·코딩 -스토리텔링발명 
l드론 장애물경기 -이벤트VR게임 

-드론/코딩아카데미 ·정보화체험관 

* 찾아가는 AR/VR 체험관 운영 - 경기도 컨텐츠진흥원 

주최/주관: 앵암양시 

S펴뿔판첼훌플J용칭 경기도악쿄11'11교를연구회 0 3D프린링강시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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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렀거라더위! 
폭염훨; 잊거1만드는 
7월의안양 

표지이야기 

‘삐질삐질’. ‘송글송글’ 흘러내리는땀방울에 

‘풍덩’하고물속으로빠져 들어가고싶은7월의 날씨,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민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변? 

당장 야외 수영장으로 달려가세요. 

물위에서 둥둥떠다니기만해도조금더 행복해질 거예요. 

※묘방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2018‘ 7. 7‘ (토) ∼ 8. 19. (일)까지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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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와 함께하는 ‘APAP 예술숲산책 달밤투어’ 

아무리 세계적인 예술가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한들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나 이 

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본다면, 그저 종이 한 장, 석고나 고철 한 덩어리 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미술관을 ‘어렵다’, ‘재미없다’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은 편 

이다. 미술관, 박물관 등을 지루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슨트’라는 개념을 낯설 

어 할 가능성이 높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돗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 

로, 소정의 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말한다. 현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 

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일걷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APAP 예술숲산책 달밤투어에서는 약 80분 동안 도슨트의 안내를 들으며 안양예술 

공원에 자리 잡은 APAP의 예술작품들을 되짚어나간다.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으며 참가자들은 영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음악을 연상하기 

도 하며, 무한한 상상력을 뽑내기도 한다. APAP 예술숲산책 달밤투어는 바로 이같 

은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제공하며, 시민들과 예술이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돕는다. 



밤 산책의 여운에 더해진 예술작품 

한낮의 안양예술공원은 활기로 가득하다.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 숨을 내쉬며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 그늘에 

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즐기는 가족들… 그러나 이욱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안양예술공원에는 고요함이 남 

는다.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촉촉하면서도 산 

뭇한 밤공기 내음을 맡으며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내가 

작품인지, 작품이 나인지 구분되지 않는 물아일제(物我 

력劃의 의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APAP 예술숲산책 달밤투어에서는 안양예술공원 곳곳에 

설치된 이승하, 박윤영, 예페하인(Jeppe Hein), 이승택, 

쿠마 켄고(Kuma Kengo) 등 세계적인 건축가 및 작가들 

의 공공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랜턴 하나만을 든 채로 만나는 예술기들의 작품, 상상만 

해도 설렌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밤, 자연과 예술이 

만들어내는 하모나 예술숲산책 달밤투어에서 기족들과 

함께 고즈넉하게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6 I 7 

1 네덜란드 건축가 MVRDV가 제작한 ‘전망대’ 

2 덴마크작가 여|떼하인(Jeppe Hei nl의 작품 ‘거울미로’ 

3 쿠마 켄고(Kuma Keng이의 작품 ‘종이뱀’ 

APAP(않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숲산책 

(. 달밤투어 흉 한낮투어 

기 간 2018. 3. 28. ∼ 11. 28. 기 간 2018. 3. 2. ∼ 11 . 30 

(매월 마지막주수요일) 일 정 호f∼금 11 :00, 14:00 

일 정 7 /25, 8/29, 9/19(추석 연휴가 있어 토·일 10:00, 14:00, 16:00 

한주 앞당겨 진행), 10/31 , 11/28 요 금 1 ,000원 

시 간 19:00 (6∼8월 20:00) 소요시간 약 90분 

요 금 3,000원 (랜턴 대여비 포함) 

소요시간 약 80분 

시작장소 안앙파빌리온 

신청방법 www.ayac.or.kr ·문호싸업·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프로그램·[예술숲산잭l 신청 

문 의 031 -687-0548 



살고싶은 우리안양 | 참 좋은 안양 

•••• •••• 

‘안녕(풀E擊} 안양’, 
우리지역안전 

한눈에알아보기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꼽힌다. 안양시 역시 언일 

이어지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곳곳에 CC1V, 여성안심존 

(공중호땅실 비상벨) 등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 범조| ·재난안전 등을 위하여 다방먼으로 

힘쓰고 있는 안양을 함께 살펴보자! 

(2016. 12.31 . 기준, 행정안전부 2017년 지역안전등급 통계 의거) 

품놓 &5) 깅S 
교통 호HH 샘활안전 

따껴 떠 훗? 
자연재해 감염범 자살 

ll 
범조| 

1등급 

2등급 

4등급 

지역안전지수란? 

전국 시·도, 시 군·구의 정량적 안전수준을 의미하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 통계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총 7개(호}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분야로 계료탤념때 상대적 등급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안양시민에게 교통 안전, 방재, 시설, 통신 등의 다양한 서비스 

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7층에 만들어진 

최첨단시스템이다 대통령상수상은물론, 지난해 12월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주관한 방범 관제센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했다 

u-통합상황실의 역할 - 돌발상황 감시 및 대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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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첨단 교통정보 저|공) 안전(시민안전확보) 

방재&도시관리 (재난·재해 감시) 통신 (통신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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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r >)} ~lfl3J펌 

(廠활 201얘빼14 2015〕년 410명 
~걷x댈 2015년 - 1 99명 

2016년 「』)〕 - 잖iz필j 20 16년 -21 4명 

2017…년 421 명 - 찮5-.9:딛홀 κ뀌 2017년 -217명 

2018닝년 426멈 2018년 -228명 

안양시의 경찮관은 몇 명말1” 안양시의 소방관은 몇 명일까7 

(안양만안경찰서, 2018. 1. 29. 기준) (안양소방서, 2018. 5. 31 . 기준) 만안구 

(안양동안경찰서, 2이8 6. 4. 기준) - 동안구 

경활관한명이 

몇 명의 안양시민올 지키고 있을1가? 

소방관한명이 

몇 명의 안양시민을 지키고 있을1까? 

(2018 도시발전 공감지표 의거) (2018 도시발전 공감지표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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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많필훨뭘뭘훨를. 

2015년 201 6년 

안앙시 안전총괄과는 시민들이 재난을 체험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꽃l헐 
‘괴. t 

주 소 동안구 경수대로 504 (호계동) 

신청대상 일반시민 및 단체 (40인 이내) 

체험시설 30 영상관, 심폐소생술, 지진, 연기탈출, 호}재 

진화 자동차안전띠 체험, 수직구조대 체험 

체험운영 주간 체험반, CPR(심펴|소생술)반 

신청방법 인양시 홈페이지 사전 예약 

심폐소생술 

자동차안전띠체험 

. 
‘ 

지진체험 

수직구조대체험 



살고싶은 우리안양 | 설레는 안양 

바람을가르며 
달리는기분, 
한번느껴볼깨 
안양시자전거상설교육 

“자몽님, 하얀까마귀님, 흐|망님∼ 한 바쿠| 더 도세요” 

“천천히! 천천히! 발을 살며시 떼서|요∼-,, 

‘산들로’, ‘고고썽’, ‘메아리’ 등 귀여운 닉네임이 적힌 

이름표를 기슴팍에 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전거 타기에 열중인 모습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겁이 나서, 운동신경이 

없어서 ... 등 갖은 핑계를 대며 미뤘던 자전거 타기. 

지금당장시ξ배보J:H 



단 한 번의 용기로 누리는 라이딩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 

다. 이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시 

기를 놓쳤거나,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우다가 넘어진 기억 

때문에 겁이 나서일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법은 한 번 

배워 놓으면 웬만해서는 그 방법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현 

재 안양시는 선착순으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만안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동안구 학운공원에서 무료로 자전거 

상설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 과정인 초 · 중급반과 심화 

과정인 고급반으로 나뒤어 있으며 초 · 중급반 수료 후에는 

희망히는 이들에 한해 고급반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안전 

한 자전거 타기를 위하여 실전에 들어가기 전 사전 이론 교 

육과 병행하여 자전거 안내표지판 및 노면 표시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화창한 날씨에 즐기는 가벼운 산책도 좋지만, 시원한 바람 

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느낌은 그 무엇에 견주어 

도 비교할만한 것이 없다. 

간편한 복장으로 운동화만 갖춰 신고 오면 모든 준비가 끝 

나니, 이참에 미뤄두었던 자전거 타기를 남은 한해 목표로 

세워보는것은어떨까? 

자전거를타면7 

• 1시간만타도약500cal 소모 

• 심폐지구력향상 

• 유쇼싹와하체 근력운동을 한 번에! 

• 무릎어| 가해지는하중이 적어, 관절이 

좋지 않거나 비만인사람에게추천! 

• 바람을 가르며 느끼는 행복감으로 

스트레스해소! 

훌랬 늦0까~~고 샌7-r~댄7 ↓ 표.했 빼! 
2018년 자전거 상설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18. 3. 2. (금) ∼ 마감시까지 

신청자격 인앙시민 (만2어|이상애5세미만) 

신청방법 전화신청 ※ 선착순접수 

교육정원 연 250명(1 기당 25명/총 10기교육) 

교육비 무료 

준비물 간펀복징과운동화등 

문 의 처 안양시도로과자전거정책팀 떠1뻐45-2엄4 

운영과정 초·중급밴정규),고급날q심화) 

※ 고급반은초·중급반수료후희망자에 효빼 운영 

교육기간 2018년 3월∼11 월(초급,중급각2주단위로실새 

교육시간 4주때시간월∼금(10시∼12시) 

교육장소 이론;시정 

실기 ’학운공원, 구}농림축산검역본부 

※ 실기장소-기수별 별도통지 



살고싶은 우리안양 | 안양에서 하루놀기 

불볕더위 ‘NO’ 
교통체증 ‘NO’ 
비용걱정 ‘NO’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피서, 

어디까지가봤니? 

、」‘-----
무더운 여름, 바캉스 떠나고 싶은 날씨! 꼭 멀리, 

해외로 나가야만 바캉스일까? 바캉스의 어원은 

라틴어 Bl카티어(vacatio)로 ‘∼로부터 지유로워 

짐’을뭇한다. 언제 어디서든편안한상태에서 몽 

과 미음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캉스다. 

집에서 발걸음을조금만옮기면우리 안양곳곳 

에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어있다. 

동안구 평촌대로에 위치한 안양종합운동장은 최 

대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워터 

파크로, 연령대에 맞춘 갚이의 풀장 4개와 짜릿 

한 스랄을 선째1는 대형 슬라이드 2기, 옥상 선 

탠장, 의무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단돈 250원에 

즐길 수 있는 슬라이드 원통을 미끄러져 내려오 

는 아이들은 ‘까:0}∼’하고 두려움과 즐거움이 섞 

인 비명을 내지르며 무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다. 



蠻--
온 몸이 ‘젠득씬득’, ‘후끈후끈’, 무더운 날씨가 언일 지속되는 7월, 

덤다고 짜증내는 아이들에게 “우리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으로 피서 갈까?”라는 말을 건네 보세요 

바로 “네! 좋아요!!”하는 신나는 외침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12 I 13 



살고싶은 우리안양 | 안양에서 하루놀기 

도심속오아시스 쩔폈 
안‘t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이 박진감 넘친다면, 안양 

시 곳곳에 마련된 야외 미니 물놀이장에서는 보다 오붓 

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다. 많은 시람들이 있는 수영징써l 

서 물놀이를 하기에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미취학 이동들 

에게 딱 맞는 야외 미니 물놀이장은 중앙공원, 평촌공 

원, 학운공원, 명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충훈2교(둔 

치)에 설치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이 

상주한다. 푹푹 찌는 여름 물 속으로 푹∼ 빠져버리고 

싶은 날, 도심 속 오아시스로 달려가 지친 몸을 물 속에 

맡긴다면 스트레스는 절로 사라질 것이다. 

멀리 기-지 않아도 가끼운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 

길 수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과 야외 미니 물 

놀이장으로 무더위를 피해 휴기를 떠나보자. 

“비싼 호텔 수영장도 좋고, 

해외 휴양지의 힌-기-로운 바다도 좋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시랑히는 가족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휴가가 아닐까” 

안양종합문동잠 야외수염잠 

개장기간 2018. 7. 7. (토) ∼ 2018. 8. 19. (일) 

운영시간 9:30 - 18:00 

문 의 안양시시설관리공단 031-389-5245,6 

이용요금 (24개월 이상) 

성인 I 5 , ooo원 

청소년 I 4.ooo원 
어린이 I 3.ooo원 

※ 단, 슬라이드는 신장 130cm 미만 또는 80kg 이상 이용 금지 

※ 주류(술), 칼(과도), 유리 용기, 뜨거운 물, 수박등 반입금지 

※ 폭우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 위해 휴장 

야모|미니물놀이잠 

기 간 2018. 7. 14. (토) ∼ 2018. 8. 19. (일) 

운영시간 10 : 00 ∼ 17:00 

이용대상 미취학어린이 

문 의 안앙시시설관리공단 031 -389-5245,6 

이용요금 무료 

운영장소 중앙공원, 펑촌공원, 학운공원, 명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충훈2교(둔치) 

유의사항 단처|이용 불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만 7 

세 이상 이용 금재안전사고 예방), 물장 주변 미끄 

럼 주의, 보행자 등 충돌사고 주의, 보호자는 어린 

이 행동에 주의 및 관심 갖기, 눈병·피부병 질환자 

이용 금지,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 공원 이용 

수칙준수 

※우천및강풍시운영중지 



일시 :띔018겔펀12 I 7. 26 I 8. 23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톨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 
문으| : 안양시 평생교육과 031)8045-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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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형 
야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용환 
하랑한의원원장 

강재헌 
인제대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교수 

야* 앞양Al 



살고싶은 우리안양 | 안양 리뷰 

지루하고 I다‘분한 과흑t? x 
즐기며 체험하는 과학! 0 
저117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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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영국의 ‘에든버러’라는 도시에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 과학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50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에든버러를 방문하는 관광객만 해도 매년 약 15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우리 삶에 있어 떼려야 떨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6월 23일, 안양시민의 삶에도 과학이 스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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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사이버세상, 신나는 디지털 축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댄-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시대가 발전후에 따라 수많은 기 

술과 직업이 생겨나고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것이 더 

욱 가치 있는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안양의 청 

소년들이 최신 π 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괴- 학습의 장이 마련되었 

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안양사이벼과학축제가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 

지 이틀죠버l 걸쳐 안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이번 축제에는 과학기술이 조화된 

개 · 폐막 특별 공연괴- 유명 과학실험 크리에이터 ‘허팝’과 함께히는 소통의 

시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찾-ot가는 AR(증강현실)/VR(가싱현 

실)’ 등 특잭 있는 행사가 구성되어 많은 이들의 호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페 

이스 페인팅, 드론 만들기 체험, 퍼즐 보드게임, 즉석 이벤트 부스 등이 마 

련되어 보다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졌다. 

지난해 안양사이버과학축제 드론장애물경기 모습 

지난해 안양사이버과학축제 VR(가상현실)처|험 모습 

알아두면 을 데 있는 드론 · 코딩 . 30.프린팅 

4차산업혁명 시대 요즘아이들은노는물이 다르다. 3D프린터 

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드론을 조종하여 축구 경기 

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안양사이버과학축제에 

서는 로봇대회, 코딩대회, 3D 프린팅 대회 등 분야별 각종 대회 

가 마련되었다. 특히 코딩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의무화되면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코딩대회는 많은 이들의 이 

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스토리댈링발명대회 드론장애물경기 등 

이 진행되었으며, 드론이카데미, 코딩, 3D프린팅, 드론, 과학탐 

구, VR(가상현실)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CT 트렌드를 반영 

한 체험관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지극했다. 청 

소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최신 정보기술 및 과학기술을 직 

접 체험할 수 있었던 ‘안양사이버과학축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내 

년에는 더욱 풍성한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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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크 

‘2018 Hello, Anyang! 팽투어’ 

“

--‘ + 
o~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안양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안양시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에 관내 외국인 대학생에게 안양을 보다 친근하게 

투어 형식으로 설명해주는 ‘Hello. Anyang! 맴투어’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댐 투어 Familia「1경tion(친하게 함, 익숙하게 함, 정통하게 힘Hou「의 익짜로 FAM TOUR, 우리말로 답시여행을뜻효H각 

야몇 
201~ /녕.e/ I<> 

일시 I 2018. s. 24. ∼ 5.25. "'n,, ! 판함판 h예 

‘’
--‘ 



돌석도예박물관 도자기 체험 

반가워요, 고마워요 ‘안양’! 

올해로 3회치를 맞이한 이번 팽투어에는 미국, 독일, 러시악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미얀마 

등 세계 곳곳의 외국인 유학생 약 30여 명이 참가때 한복 및 다도체험, 안양천생태이0]:71관 

견학, 도자기 제작 체험 등특색 있는활동을 경험하였다. 투어 내내 외국인 유학생들은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모든 활용il 적극적으로 참가히는 모습을 보였고, 다%딴 국7에서 유학 온 학 

생들과의 만남을통해 본래 대한그리움을잠시나마 잊은듯 해 보이기도 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이틀 간의 팽투어 일정을 통해 안양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히케 

된 외국인 유학생들이 훗날 본국으로 돌아가 안양시의 홍보대사로 활동히는 모습을 잠시나마 

상싱F해본다. 

안양예절교육관한복체험 

‘률 ‘Hello, Anyang! 훨를매’ 

펌투어진행약한달전,안양시관내 4개 

대학교로 모집 신청을 요청하므로 해당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시기 각 대학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행기간 4월 말∼ 5월 초(모집은 한 달 전) 

모집방법 관내 대학 담당부서 문의 

모집대학 관내 4개대학 

(성결대, 안앙대, 대림대, 연성대) 

모집정원 대학교당약 10명 

문 의 안양시 자치행정과국제교류팀 

031-8045-5824 I zhsks21@~α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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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일리야스(BEN MOUSSA ILIAS) 

이전에 독일 친구가 안양시에 

대하여 쓴 에세이를 읽고 아름다운 

도시근교 생각했어요 인앙은 서울과 

비슷한 대도시이지만 너무 시끄럽지 

잃R가서 좋아요 체험한모든활동들이 

굉ε!0 1 즐거웠고 매우 멋진 

프로그램이었어요 

흩를 DI국|안양대학교글로벌경영학과 
에릭(ULRICH ERIC MICHAEL) 

신기한 경힘을 많이 했어요. 

여러자|활동을댄서효빽|대해좀더 

배울수 있는 기회를주셔서 감사해요 

이전에는 흔택에 오면 명동같이 유명한도시에 

꼭 가보fO ~효빠고 생각했지만 이번 펌투어를 

통해서 미처 몰랐던 안양의 아름다운곳을 

가볼수있어서좋g뻐요 

대만| 안g때학교글로벌경영학과 | | 톨흩 9싸흐스탄|안양M학교글로벌경영학과 
P' I I .._,. 

리원(HO 니 WEN) I I 카밀라(SHARYPKHANOVA 
' KAMιA) 

‘2018 Hello. Anyang! 

맴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장소를가볼수 

있어서좋았어요 

인앙은 안앙일번가나 안양역 

지하상가등멀리나가지 

잃봐도근처에쇼핑할수 

있는곳이많아서편리해요 

놀라운 경힘을 하게 도와준 인앙시의 

모든관계자분들어|게 고맙다고 밀하 

고 싶어요 전통적인 옷을 입어보고 

음식을 먹어 본 깃, 미술표뻐| 

방문한 것, 도자71를 만들어 본 경힘 

모두가 처음이어서 매우흥미롭고 

유익했어요 

※ 성결대 학생들도 참여하였으나 익일 수업으로 인해 조기 복귀 

- 코스타리카| 

‘--
안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도로시(SANDEFUR MORA 

DOROTHY HOPE) 

이번 프로그램에서 안양시의 

물 정화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갚었어요 

안양은 서울만큼 크게 붐비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용 

하지도 않아 생활하기 좋은 

도시라고생ζ꽤요 

미얀마| .. , 
연성대학교한국어학당 

O뭔HARKAR) 

안양은경치가아주 

아름다워요. 맛있는 음식 

점도 많고요. 01번 ‘2018 

Hello. Anynag! 맴투어’를 

통해각국의친절한친구 

들도많이만났고다양한 

곳에방문할수있어서 

아주즐거웠어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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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짜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좋았어요 안양은큰도시와 작은도시를 

홀혀놓은듯한중소도시의 느낌이 나요 

너무복즙팅f지도 너무조용하지도않고어디든지 

걸어서 갈수 있는 것은물론, 교통도 잘 빌딸도|어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ζ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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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블로그시민기자 

그들은 인양을 저12의 고향이라고 한다. 

안g때|서 초 · 중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0매|를 낳고 손주를 보고…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소중한 기억들 대부분이 안g때|서 만들어진 만큼 

인g때| 보내는 애정도 더욱 크다. 그들은 이러한 애정을 

오롯이 기사에 담아오고 있다. 

안양시 공식 블로그의 유선영, 이은주 기자를 소개효H각. 

클릭한번。될보는 

안양시소식 



。서여 
"TT" ‘ -0 

이하 ‘유’ 

2013년부터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로활동 

2015년부터 안양시 블로그 

시민기자로활동 

a. 추|재 아이템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유 공방을 운영 중이라 저의 생활이 취재와 많이 연계 

되는 편이에요. 향수나 매듭 만드는 방법 등에 관 

한기시를작성하기도하고 장애인단체등에봉 

사나 수업을 갔다가 안양시민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식을 들으면 기사화하기도 해요. 제 생활과 기자 

생활이 유기적으로맞물려 좋은시너지를내고 있 

는거죠. 

이 보통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떤 행사를 ‘했다’고만 나 

오지, ‘한다’고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취재 아이템을 

선정하기가 까다롭죠. 게다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 

질만한 주제이면서 이 달의 계절감과 맞이야 하고 

여러모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달에 적합한 소 

식을 염두에 두고 한 발 빠른 뉴스를 만들지는 마음 

으로 아이템을 선정하고 있어요. 또, 외지인들이 찾 

고 싶은 안양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 관광지를 

소개하기도한답니다. 

22 I 23 

a. 추|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블로그 기사는 소설로 치면 짤막한 단편소설이에요. 

기사를 읽을 때는 단 몇 분이면 되죠. 하지만 취재는 

단편소설 같지 않아요. 취재 도중에 장소를 찾지 못 

해 두 번씩 찾-o]-가기도 하고 더위가 기승인 여름에 

이틀 동안 안양천을 걸었던 기억도 있어요. 취재 징

소가 한눈에 잘 보이는 곳을 찾아서 고층건물을 올 

라가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가 다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답니다. 

“기사에 담은 안양 곳곳의 명소, 찾아보세요” 

“블로그 시민 기지들이 발로 뛰는 알찬 기사, 

많이 애독해 주시고 사랑해주세요., 

a.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안양시 행사는 
무엇인가요? 

유 ‘2018 안양시민축제’가 기장 기대돼요. 예전에는 축 

제 내에 미켓이나 지-매도시 특산품 판매처 등이 섞 

여 있어 혼란스러웠는데 지난해부터 권역 · 구획 

별로구분이 되고체험거리도더욱풍부해졌거든 

요.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돈됐기 때문에 안양시민 

모두가 즐길만한 축제라고 생각해요. 

이 저 역시도안양시민축제가기대되고요. 서울창 

덕궁에서 안Ocf을 거쳐 수원 화성 융릉에 이르는 

‘2018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도 아주 기다려져요. 

안양은 거쳐 가는 지역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 

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니 이왕이면 행차 이후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알차게 꾸며진다면 

더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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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인어l 의한, 안양인을 위한, 
안양인의모임! 
경기도안양시민회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현대인을 ‘고흥떨 잃은 존재’라고 했다. 

현대 산업사회에 사는 우리는 우정 어리고 [다스한 유대감이 있는 고흔떨 

그리워한다. 그 고항은 어랄 적 살던 곳에 대한 항수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이상향일수도있다.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경기도민회 소속 ‘경기도 안양시민회’를 소개한다. 

안양 사랑, 경기도 안양시민회 

경기도 안양시민회는 1986년 내 고향 안Ocf을 아끼고 

사랑히는 안양 출신의 뭇있는 인사들이 모여 ‘재경 안 

OJ=향우회’를 창립한 뒤 2010년에 ‘경기도 안양시민회’ 

로 개칭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130여 명의 

회원이 안양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봉사, 경기도민 장학회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있다.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민회 장학사업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 1986년 창립힌- ‘경기도민회’ 

는 각계각층의 재경 및 재향 인사 2,400여 명의 회원 

들이 모여 경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민회 

소속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민회 역시 

이를 이어받아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30년 이상 꾸준하게 해 오고 있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시민(학생) 493명에게 

7억7천957만5천990원을 지원하였다. 

지난 4월에는 2018 경기도민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3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에서는 204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 

하여매년시 ·군별성적우수 예체능특기생등 6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12억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장학시설인 경기도 장학관에서는 성적이 우수 

한 학생 중 통학이 불편한 대학생 384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다. 

32년 동안 한결같은 안양인의 모임 

본적 또는 원적지가 경기도 안양으로 되어 있는 성년 

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안양시민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안양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 

나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 기티- 운영진 

에서 인정하는 지역 연고 인사 등도 특별회원으로 가 

입이가능하다. 

경기도 안양시민회는 실-기 좋은 안Ocf을 만들기 위한 

연구 · 지원 사업과 향토문화 계승 ·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출향민의 향토사랑 지원사업,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육성 시-업 회원 간 친목과 싱조에 관한 사 

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히-여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관내 기관괴- 합동하여 김정- 나누기 봉사를 

힐- 계획이다. 이외에도 뿌리찾기운동으로 출향민들에 

게 안양소식지를 보내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 지원 등 다OJ=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민회 김영규 회장은 “경기도 안양시민회 

는 32년 동안 한결같이 순수하게 고향을 사랑하는 마 

음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라며 

“우리의 고향 안양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돗있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안양의 발전을 위히는 이들에게 고향의 문은 

언제나활짝열려있다. 

경기도안양시민회 

문의 사무국장이상덕 

anyangl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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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스케이트 ·” 

‘플벨벼|인’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었던가. 

종목의이름이 ...... 
-향선발대회’어|서 

진(률)으로 선발된 김진아 양은 5살 때부터 인E뻐|서 거주해 온 

안양시민이q_ 배우 초|란 윤손하 이다c5H 등 유수의 스Er들을 灣뿜 
전국 춘향선발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선발된 만큼 앞으로 

김진아 양이 만들어 나가게 될 빛나는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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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앙의 전국춘항선발대회 참가 모쉽가운데) 

김진아 앙과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반려묘 ‘미래’ 

#안양= 

#번f려 1l. 
#스프포프i 

#소.확.혁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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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묘 ‘미래’ 언니에서 미스 춘향 진(률)으로 

민백초에서 덕현초 신기중 안양예고까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모두 안양에 

서 졸업한 김진아 양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고양이를 실플히 보살피는 사연 

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내면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김진아 양은 수상소감을 통해 동국대학교의 

이해랑 예술극장괴- 같이 춘향에서 이름을 딴 극장이나 공연장을 만들어 남원 

의 춘향이를 더욱 알리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우를 꿈꾸고 있다고 소개한 김진아 양은 “제가 미스 춘향으로 활동히는 1년 

동안 그 꿈이 완성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앞으로 제가 배우가 되 

고 나서도 이어나가고 싶은 꿈이에요.”라며 앞으로의 활동 방헝을 설명했다. 

이어 “활동히는 1년 동안에 이루고 싶은 꿈은 제가 키우는 고양이 ‘미래’와도 

연관 있는데요. 몸이 아픈 미래를 돌보면서 제가 미래에게 사랑을 준다고 생 

각했는데 제 미음이 치이고 이플 때 문득 제 옆에 있어 주는 미래를 보나 사 

랑을 받는 건 나도 매한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제가 미스 춘 

향으로 활동히는 동안에는 사랑 주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가 

사랑을 느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어요.”라며 깊은 속내를 드러냈다. 

# 그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수영과 드라이브’ 

어린 시절, 안양시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내며 수 

영선수로 휠·댄}던 김진아 양은 갑작스리운 교통사고로 수영선수의 꿈을 접 

어야만했다. 지금도 머릿 속이 복잡해지면 수영을하며 혼자물속에서 생각 

을 정리하기도 한다는 김진아 양은 한가한 시간에는 주로 안양에서 수영을 하 

거니-, 드라이브등의 야외활동을즐긴다고말했다. 김진아양은“가장친한친 

구와 안양동에 위치한 망해암으로 종종 야경을 보러 가요. 밍F해암에 올라기-면 

만안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에요.”라 

고말했다. 

안양에 보내는 사랑도 남딜랐다. “제가 시는 호계동 쪽에 호계사거리역이 생 

긴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쨌어요. 지금도 안양은 판교, 수원, 강남 등 타 지 

역으로 가기에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타 지역과 비교해 봐도 안양은 정말 살 

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안양 사랑에 지난 

6월 16일에는 ‘제35회 안양 단오제’에서 시-회자를 맡기도 했다. 김진아 양은 

“안양시에서 시를 알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다Oj댄f 모습을 보니 제가 안양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점을 느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안양시 

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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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술’으| 인식 전흔펠 꼽꾸다 

청년기업 안g빡악예술단 

미국 팝 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은 말했다. ‘예술은 비즈니스’라고. 

이러한 개념을 응용하여 을닫f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년기업 안S댁악예술단J이다. 

해금, 가야금, 대금, 아쟁, 피리I 민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청년기업 안양국악 

예술단의 시작 역시 ‘예술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에서부터였다 

‘청년기업’이라는 명칭 또한 여기에서 착안하여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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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재능을 살린 경제 활동 

예술을 전공했어도 정작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다수기- 예술 

과는 무관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 벌이를 한다. 청 

년기업 안Ocf국악예술단 강응민 대표는 “거금을 들여 

가야금을 배운 친구가 가야금 연주로 수익을 내지 못 

하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들을 모아서 지 

역예술단을 구성하겠다고요.”라고 말했다. 현재 청년 

기업 안Ocf국악예술단의 단원들은공연뿐만이-니라, 경 

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꿈의 학교’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활동을 병행하며 경제적 수익 

을 얻고 있다. 강응민 대표는 “청년 예술기들은 누구 

나다중견 예술가가 되고 명인이 될 텐데 그과정에서 

본인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많 

이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레 애향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역예술가들이 

시민과 어우러지면서 안양의 예술가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조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기업 안Ocf국악예술단 

을 안양시립국악예술단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당 

친-포부를밝혔다. 

28 I 29 

안양, 그리고국악예술 

안양국악예술딘의 단원들은 모두 안양에서 20∼30 

년 동안 거주해 온 안양시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은누구보다안양지역 예술이 직면한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빛을 발한다. 30년 이상 비산동에서 살아온 강 

응민 대표는 “안양시에서 오래 거주하다 보니, 시에 

서 진행하는 청년 창업 교육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 

었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사업적으로 눈을 뜨게 되 

었다”며 “안양은 제가 꿈을 꾸게 민들어 주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외준 도시”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강응민 대표는 안양이라는 곳은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는 안양아 

트센터,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안양예술인 

센터까지 예술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청년기업 안<y국악예술단 

문의 만안구 안앙로 138번길 5, 안앙예술인센터 201호 
강응민대표 

kadom@nave「com 
www.facebook.com/aygugak 

〈우리안양〉 ‘세상을 바꾸는 희망기업’ 지면에 안양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업소개글 및 연락처를 

U「ianyang2018@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후 <우리안양〉에 소개될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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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2막, 
지금부터시작이야!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A~ 교직에서 은퇴했거나 영어에 재능이 있는 어르신들이 아동, 청소년들의 

영어지도를 위해 나섰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어르신들,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수업 현장으로 찾아갔다 

컴퓨터활용한 

영어흐널,호응도높아 / 

“ 할아버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영어는쉬워서 

머리에쑥쑥들어와요. 

”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꿈세지역이동센터. 오후 4시가 다가오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땀을 빨빨 흘리며 들어선 엣된 모습의 초등학생 

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바로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 

도사어르신들이다. 

이곳을 이용히는 인근 지역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들과 함께히는 수업이 전혀 낯설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력을 높여주고 자기 주도 

학습 효과가 있어 많은 도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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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로 영어 공부를 하면 
지루하지않아서 

다른생각이안나요 

” 

정서적인소통 

이끌어내니보람도두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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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이곳에서 배웠던 중국어, 

오카리나 등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10년 동안 해 왔다는 윤행일 어르신 

(범계동 . 74세)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교사였다. 윤행일 어르신은 

“내가 가진 재능으로 봉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예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힘을 되살려 다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후로 손자 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 더 잘 가르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전했다. 

인양시의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사업은 어르신들이 특허 받은 영어단어 학 

습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약계층 

아동및청소년들의 영어학습을지원히는사회공헌형 일자리다. 

안양시노인복지관 이지선 사회복지사는 “이번 사업은 2018년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고학력 전문 직종 퇴직자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 

공함과 동시에 노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1 - 3세대 간의 통합은 

물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이동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지원하고 수준별 맞춤 

학습에 따른 학업성취도 및 자존감도 향상시켜 반응이 무척 좋다”고 설명했다. 

은춘원 어르신(호계3동 . 70세)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남다른 보람을 느끼 

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엔 ABC 알파뱃도 모르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영어 단어 

를 외우기 시작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다”며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서적인 소통까지 이끌어내야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도외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길잡이가 되어 주는 어르신들 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이들이 몸소 보여 

주는 인생 2막을 응원한다. 

문의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과 031-45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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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도시 우리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가까이에서 살아 숨수l는 
안양시 근대 건축역사탐구 

안양시에는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세월이 흘러 근대 

건축물이 차츰 사라져가더라도 이를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남겨진 우리의 역할이다 

1 1950년 무렵 주한미군이 지어 

의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 

2 양명고부지내일제강점기창고추정건물 

3 1960년대 당시 시흥군도서관 



멜 근대훨}짧의 보고, 양명고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 양명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육 시설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명고 

부지 내에는 일제강점기 시대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 

고와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지어준 건물들이 자리잡 

고 있는 등 안양 근대문화유갓f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학 

교 뒤쪽에는 돌을 쌓아 지은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한 

채는 한국전쟁 당시 인 1950년 무렵 주한미군이 지어 의 

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비교적 관리가 잘 돼 현 

재 음익-실로 이용히-고 있으며 다른 한 채는 영선반 창 

고로 시용 중인데 깨져있는 지붕 기와 흔적이 오래된 

역시를 보여주는 자취로 남아있다. 또한, 양명고에는 

수령이 100년이 넘은 소나무들이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근대건축물과 어우러져 멋스러운 분위 

기를지ο}내고있다. 

훨 도심 속돼관건물, 시흘군돼관 

만안구에 위치해 있는 2001이울렛 사거리에 

1960년 초반에 지어진 옛 시흥군 도서관 건물이 남아 

있다. 이 일대는 1936년 영등포읍이 경성부에 편입되 

면서 시흥군의 중심지는 안양으로 이동하고, 1945년에 

시홍군청이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시흥군과 안양읍 당 

시 관공서들이 자리했었다. 현재는 이곳이 ‘안양 일번깨 

라는 번화가의 일부로 발전하면서 당시 관공서 건물들 

이 모두 없어졌고 도서관 건물 역시 기능을 상실했지 

만, 이 건물만은 5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다. 안타깝게도 건물의 자세한 이력이 없어 사진으 

로 비교해 볼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달리 건물 외벽이 

나 창문의 틀 등은 많이 변했지만 당시의 건물 형태만 

은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어 세월을뛰어념어 과거를되 

돌아보게한다. 

32 I 33 

뭘 안양시 호때지킴OI, 소방 망루 

고층빌딩과 이파트가 숲을 이루는 요즘, 1970년대 

안양시에는높은곳에서 화재현장을 쉽게 획언할수 있는 

소방 망루가 있었다. 1977년 안연힘동 언덕에 세워진 안양 

소방서(현 안영19안전센터) 망루에서는 안양시내는물론 

멀리는 군포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 화재 징후를 즉시 빌

견할 수 있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방 망루는 안양시 

를포함해 전라~1 두 개뱀l 님아있지 않다고한다. 

뭘 근대건축명장으| 흔적, 김중업박웰 

1950년대 우리나라근대건축의 대가 김중업이 자신 

의 작품을 안양시 석수동에 남겨놓았다. 1959년에 완공 

한 (구)유유잔업 안컨t공조F이 그것인데 사업지를 이전하 

면서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 

물관’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 또 공장 부지에서 

는 옛 문헌 속의 ‘안양자터가 발굴돼 근대건축물과 천년 

안양 역사가 어우르는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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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푼l 、~t I 
독서로 달〕I를 달[J 

웹툰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주호민으| ‘신과 함께’, 

순끼 작가의 ‘치즈인더트랩’ 윤태호으| ‘미생’ 사자토끼 작가의 ‘부암동 복수자들’ 등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를 끌면서 웹툰 작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성 

웰룬창작,이보다더 “그림을 종이에 그리다 보면 여러 번 지웠다 그 

리는 게 쉽지 않은데 태블릿을 이용해 그리니 

정말편리해요.” 

“저는 연애혁명의 232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웹툰을 계속 배우고 싶어요.” 

관양도서관 3층 웹툰창작체험관에 들어서자 신안중학교 학생들이 웹툰 강좌 프로 

비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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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마치
 --t 

그램에 참여히는 모습이 한창이다. 오는 끄월까지 안양시 관내 각 중학교에서 체험 

을 신청한 학생들이 웹툰 작가와 만남을 가지는 ‘웹툰 작가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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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규찬 작가(커카오툰 웹툰작가)는 “최근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관 

심이 많고 웹툰 작가가 되려는 청소년들도 많다”며 “관양도서관 웹툰창작체험관은 웹 

툰 작가들이 실제 작빼 사용하고 있는 최고급 사양의 장비로 실습, 교육히는 등 웹툰 

을 창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웹툰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

관양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기관으로 선정되 

어 전문 교육장비와 시설을갖추고 웹툰 강좌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 · 중· 고생을 대 

상으로 웹툰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4컷 웹툰을 그려 

보는 ‘초급 독서웹툰 창작교실’ 정기 강좌와 m컷 웹 

툰을그려보는중급과정을 실시한다. 

또한, 방흐L을맞아8월 한달동안 시놈시스 제작방법 

등 웹툰 스토리 기초 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스토리 

창작교실’도 함께 열린다. 이에 더해 나만의 개성 있 

는 만화 캐릭터를 창작하는 ‘캐릭터 창작교실’과 내 

가 그린 이모티콘을 만들어 활용하는 ‘이모티콘 제 

작교실’도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한편, 이러한 웹툰 

열풍에 발맞춰 안양 만안 · 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도 웹관련 강죄를 진행하고 있어 보다 다잉딴 곳에 

서 웹툰을 만니볼 수 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학생들의 작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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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S때|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쓰레기는 잘만 활용하면 새로 

운 자원으로 탄생할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몇몇 선진국들은 이미 재활용 t법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수입 자원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최근 환경부 역 

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 

리수거 방흔k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햇갈리는 분리수거, 확실하게 

알아두고 제대로 분리 해 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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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국물이 밴 Q. 라면 국물이 빨강게 밴 스티로폼 

스티로폼 용기 용기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 

에 해당됩나다. 하지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오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흰색의 경우에만 재 

활용이 기능합니다. 테이프가붙 

어 있어도 수거할 수 없습니다. 

36 I 37 

.. 뚫r쁨좋~ 
~넓굉}페-
#비운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하게 비우고 배출 

먹다 버린 음료병에 들어 있는 음료는 모두 비운다. 

#행군다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행궈서 배출 

음식물이 들어있던 용기에 묻어있는 이물질 및 음식 

물은모두행군다. 

#분리효κ} 

내용물이 남아 Q. 다쓰지 않아 내용물이 남아 있는화 라벨 등의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ci1논화장품용기 징품용기도재활용할수있는거죠? 종이홀더가 붙어 있는 컵의 경우 종이와 컵은 분리해 

깨진유리병 

A. 아닙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 

우고 병은닦아낸 뒤 버려야재활 

용이 기능하고, 내용물이 들어있 

으면 수거업체에서 ‘반입불캐 처 

리되어 결국 일반 쓰레기가 되어 

버리고 말죠. 

Q. 깨진 유리병, 재활용 유리병 분리 

수거함에 넣어도 되나요? 

A. 답은 ‘안 된다’입니다. 깨진 유리 

는 ‘특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소 

량이라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 

투에 버리면 되지만, 양이 많다면 

별도로 판매히는 ‘특수규격 마대’ 

를 구입해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옳
l

낼
 

파l
 
”‘ • 趣측

 
빼
.
 

La 

%
젠
 

$
띈뱉
깨
 

헨·
 

u 

서버린다. 

#섞지않는다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 

서로 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버린다. 

재활용분리배출 

조aW 닝d닙 d 

신문 물기에젖지않게묶어서 

상자류 택배 주소, 터|잎 등 제거 
종이류 

책자·노트 人고링등제거 

종이팩,종이컵 물로행궈서 

플라스퇴 내용물 비우고재질별 분리 

비닐(필름)류 이물질 부착표, 스티커 제거 
플라스틱 

스티커, 부착표, 테잎 제거 
발포합성수지류 

과일박스등 발포스티로폼만 가능 
(스티로폼) 

가전제품용완충제는구입처로 반납 

二C그l~ -「느? L二H, 철캔,알루미늄캔 내용물 비우고 다른 재질 분리 

고철류 부탄가스,살충제용기 구멍을뚫어서 

유리병 음료수,소형병류 담배꽁초등이물질제거 

•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 배줄 
•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타는 것 일반 종량제 봉투, 타지 않는 것 ; 불연성마대) 



생생도시 우리안양 | 마음의 한 줄 

바캉스말고‘북캉스’ 
더위 잊고 책。 될 ‘풍덩’ 

흔히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하지만, 

야외활동하기 힘든 무더운 날씨에 독서만큼 즐기기 

좋은 활동이 없다. 휴가 시즌을 맞아 바쁜 일상 때문에 

잠시 미뤄두었던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책(@싸과 함께 등}는 바흔얀(v,없nee), 

‘북캉스’를떠나보자 

미드나이트라디오 

남희영 지음 | 니케북스 | 2이 7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내일이 불안한 중년 남자와 그의 절없는 딸아이, 열여섯이 

라는 어린 나이에 싱글맘이 된 소녀와 같은 상처를 겪고 있는 

싱글대디 소년,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쓸H가오다 심부름센터 만 

능해결사와 철학원 도렁으로 만나게 된 쌍둥이 형제 등 8편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모두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 

만, 각자 그 상처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나:c_fq_ 그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이 삶의 의미이자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밤의 라디오 사연 같븐 이야기들을 통해 1d뻐| 지친 우리에 

게 따뜻한 위로와 감성을들려준다. 

호}가들01 사료펠파리 

류승희 지음 | 아트북스 | 2이 7 

예술과 낭만의 상징인 파리는 모네, 서|잔, 드가 마티스 등 예술 

가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노트르담 대성당, 폼뇌프 다리, 콩코 

르드 광장, 에펠탑 등 파리의 명소는 화가들의 작훤{| 개성 있 

게 녹아 지금까지 김은 감동을 남기며 오랜 세월 동안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책은 파리의 풍경을 그린 34명의 화 

기어| 대한 이야기와그들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화7~들의 삶과 작웹| 관한 일화 파리의 도시적 변화 

저자가 파리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일들까지 어우러져 파리에 

대한 색다른 감상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심층 

적이고 다각적인 면에서 파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속선, 남상일의 국악콘서트 

똘」A컨4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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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선생I 용궁가다 

일 시 2018. 7. 20. (금) 19:30 

장 소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30,000원 

문 으| 031 -687-0500 

국악계의 프리마돈나 안숙선과 국악계의 아이돌 남상일의 찰떡궁합 소리와 연 

기| 두 명창이 들려주는 눈물 나게 재미있는 수궁이야기 전통 판소리 완창의 변 

형을 통해 대중이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판소 

리 〈수궁가〉으| 입체창은 각각의 창자가 토끼와 별주부의 역할을 맡아 소리와 

연기하고 이를 통해 판소리와 창극을 넘나드는 새로운 전통예술 장르를 대중들 

에게소개한다 

2018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 소소한음악회 

일 시 2018. 7. 24. (화) 19:30 

장 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전석 5,000원 

문 의 031-687-0500 

프로 연주단체 ‘쿠맨토 목관5중주’와 아마추어 연주단 ‘더부러리코더’ 팀의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부드러운 목관 악기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로맨틱한 하모니로 

관객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감성을 이끌어 내 감동을 선사하는 쿠엔토 목 

관5중주는 목관앙상블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매력으로 관객들과 호흘하고 있 

다 더부러리코더는 안양, 으|왕 생협 동아리로 평촌에서 기초반 및 앙상블 반으 

로 배움과 연주 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는 생활예술동아리 아마추어팀으로 리 

코더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연주해 오고 있다 



생생도시 우리안양 | 행사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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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ha Ensamble festival 
16:00 
안앙아트센터관악흘 

전석 5,000원 

15 16 

화 

3 
뮤지컬/연극 

어린이건강교육 
뮤지컬 인형극(7.3-7.4) 

7월 3일 10:30 
7월 4일 IQ:30,B3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무료 

10 
쇼
 띠 

~ 

17 
뮤지협/연극 

뮤지컬노래하는망태기 
io:10, ino 

안앙아트샌터수리홀 

개인석 10,00(〕원 

단체석 5,000원 

fi 02-6203-6593 

22 23 24 
음악/률래식 

2018 문화가있는날 

작은음악회 소소한음악회 
i9:3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전석 5,000원 

fi 031-687-0500 뚫훨 
29 

뮤지컬/언극 

2018 어린이율동놀이뮤지컬 
호비쇼(7.28∼7.29) 

7월 28일 n:oo, 14:00, 16:00 
7월 29일 n:oo, i4:00 
안앙아트센터수리흘 

전석 35,000원 

fi 1644-556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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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12호| 안양여성인권영화제 
(7.5, 7.6) 

7월 5일 1S:30 
7월 6일 13:00 
CGV 평존점 8증 

무료 

앙 031-442-5385 

|컬/연극 

q컬배달왔습니다 

고 특별공연(7.11, 7.2이 

11일 BOO 
20일 10:00 
r아트센터수리흘 

]70-7787-2356

12 

6 

13 
뮤지컬/연극 

가족극애기똥풀 
10:10, li:2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일반석 15,000원 

일반단체석 10,000원 

유치원단석 6,00(〕원 

앙 02-2654-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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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와친구들 
‘미운 오리 너는 특별해’(7.찌7.15) 
7월 14일 HOO, 14:00, 16:30 
7월 15일 HOO, 14:00 

안양아트센터관악흘 

전석 55,000원 

ft 031-258-9053 

19 20 
인문콘서트 

% 한 여름 밤의 인문콘서트 
‘그!7•’ C> Cl 

19:0(]

동안평생교육센터 3증 강당 

무료 

ft 031-8045-6015 

tl오케스트라 

18 브라보오케스트라 

리들의꽃날’ 
,。

t아트센터수리흘 

J 선착순무료 

)31-687-0547 

~nJ.~。p............ 
빼 

201양 
II e 1-_보 

소서|수..!...• ~ 
i수· |슬!-I 3늘날’ 

7.25 1수 1 19 : 30 

27 
20 18 얀잉 • 

돗자리열확판 
5 19 5 26 6 23 7. 28 . 

”!씌인 시민??엔 I 1 9시 30!;' 

탤뭘꿇뿔| 
·,。 「‘ ” -- ’-’ ‘ - ‘·-· ’ ‘ · ‘”"" ’ ~j -· • '…‘ , • • 

• ‘ - . ?‘ - ·- .t ‘ 
-. ' 

2 3 

1;훨a혜'··힐황낀틀팽뭘월꽉휩 

28 
영화승뱅 

2018 안양 돗자리 영호탠t 
19:30 
병목안시민공원 

무료 

ft 031-469-9279 

4 



민선7기 안양시장 당선인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민선7기 안양시장 최대호 

“안양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선소감 

위대한안양시민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변호빠혁신을 바라는 안양시민의 열망을 담아 

시민 모두가행복한 새로운 안g떨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배우고 느끼며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소통과협력의 

시장이되도록하겠습니다 

·팩 

-민선5기안양시장 

- 더불어민주당 안앙동안(을) 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인적자원능력향상특별위원장 



이달의 공기정화식물추천 

대나무야자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침실(창가쪽) 

• 증산율이 매우 높고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뿜어낸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제거율이 높다. 

• 2018년 협동조합 챔(설립) 교육생 모집 

• 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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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교육기간 : 2018. 7. 17. (화) ∼ 7. 26. (목) 

(화 목요일 14: 00∼17:00, 총 4회/12시간) 

교육장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배움터) 

교육과정 ; 이론과정 

교육대상 

- ’17∼'18년도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여자 및 수료자 

- 관내 소상공인, 지역자활, 경력단절 여성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교육내용 협동조합이란?, 성공/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법l 정관 및 설립 실무 

수강료 무료 

모집요강 

모집기간 : 2018. 6. 18. (월) ∼ 7. 6. (금) 

모집인원 : 25명 이내(접수순) 
저A님}버 
닙-「Ci 닙 

- 접수기간 : 2018. 6. 18. (월) ∼ 7. 6. (금)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Us951217@ko「ea.k「)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문 의 안양시 경제정책과(사회적경제지원센터) 

ft 031 -8045-2337 

(안양시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추천) 

인도고무나무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베란다 

•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의 화학적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넓은 잎으로 미세먼지를 흘착하는 기능이 뛰어나며 

머리를 말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 건조와 대기오염에 강하다 

& 물 관리 여름 4∼6일 1 호| 
겨울 8∼10일 1 회 

&온도관리적정온도 16낀도 
(단기간 5도까지 견딩) 

i 2018 앓평등주간 기념행사개최 

일 시 ’ 2이8 7. 10. (호” 14 : 00 

장 소 시청강당 

내 용 

... 1 부 

- 식전행사(식전공연, 홍보영상) 

- 기 념 식(양성평등유공자 시상 등) 

... 2 부 ; 양성평등 주간기념 강연 및 축하공연 

- 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강연 

- 트로트 세컨드 그룹 공연 
문 의 안양시 기족여성과 얻 031-8045-2288 

If.~ 

/ 



。 직장으로 찾아가는 지원사업 ‘행복한 일터 E를기’ 안양천생태이야기관생태교육 안내 

일 시 2018. 7월∼12월(일정과프로그램협의후맞춤형진행) 여름방학안양천탐사 

장 소 기업·기관교육장 일 시 2018. 7. 28. (토) I 8. 1. (수), 8. 4. (토), 8. 8. (수) 

상 표배기업카관AH직흉!땀벤쩌린이집연계진행가능) 10:00 ∼ 11:30 

용 스트레스관리 및 힐링지원, 직장 적응지원, 깔끔정리 대 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수납),부모교육등 교육내용 어류 채집 및 관찰 

참 가 비 무료(만들기 프로그램 진행시 재료비 일부부담 발생 참 가 비 3,000원 I 1 인 

등E프} 즈느 。λλ I~므그)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까 

접수 및 문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 의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옆 031-8045-5205 

맞벌이가정지원사업팀 ft 031-8045-5476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창작교실 

(http://anyang familynet. O「k「) 참조 일 시 2이8 7. 14, 21. (토) 14:00 ∼ 15:00 

• 내 Of-Of와뚫 UP 쟁태체험’ 
대 상 5서|∼초등 4학년 

장 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1층 체험교실 

참 가 비 3,000원 I 1인 
。cl 시 2이8 7. 7. (토)초등10:00 ∼ 12 : 00, 유0~13:00 ∼ 15:00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 l「ive「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장 소 백운사(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ft 031-8045-5205 
상 맞벌이가정자녀초등1∼4흑번10기족/유Of&-7세10기족 

용 계곡속의생명들 우리가족생태교실 
참 가 비 5,000원(부모1인,자녀1인기준),가족구성원추가시 

일 시 2018. 7. 기 21. (토) 10:00 ∼ 11 :30 
인당 2,500원 추가부담 

대 상 5세이상자녀를포함한가족 
접수 및 문의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장 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맞벌이가정지원사업팀 ft 031-8045-5476 
참 가 비 3,00(〕원 / 1인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anyang familynet. O「kr) 참조 
문 의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얻 031-8045-5205 

2이8년 하반기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수강생 모집 요배 

2이8 경기도와 법원이 함께하는 부부캠고 
교육기간 -만안 2018. 8. 20. (월)∼ 12. 21. (금) 

。cl 시 2이8 9. 1. (토)∼ 9 2. (일) -동안 2018. 9. 3. (월)∼ 12. 22. (토) 

장 소 호텔 푸르미르(호녕시 소재) 모집기간 - 만안 2이8 7. 23. (월) ∼ 7. 27. (금) 

상 협의이혼중인부부 -동안 2018. 7. 30. (월) ∼ 8. 3. (금) 

용 사전개별ε담부부캘프후속집단쓴담후속개별ε펌 진행 모집인원 - 만안 17과목 34개반 1,1 26명 

참가비 무료 -동안 28과목 58개반 1,890명 

접수및문의 수원지방법원캠프담당자황해순조사관 모집대상 만 60서|이상안앙시민(1958년생부터) 

옆 031-799-9911 접수장소 만안노인복지회관·동안평생교육센터(신분증 지참) 

인양시 건강가정 다문호}지원센터 S펌A벼|팀 기타문으| - 만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77 

ft 031-8045-5571 - 동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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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상담실」에서 무료로 ~댄늘}등써l요! 

시민행복 상담실이란 주민들의 법률문제 세무·건축·부동산 등 

다~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누구나무료로 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운영일정 

일자별 권역별 해당동 사다자λ 
。口。_._

7.13. (금) 가권역 안양1,3.4,5,9동 안양4동행정복지센터 

VJ(금) 마권역 비산1,2, 3,부흥동 비산3동행정복지센터 

8.1이금) 나권역 안양6,7,8동 안양8동행정복지센터 

8. 24. (금) 바권역 달안,관양1 , 2,부림동 관양2동행정복지센터 

9.14. (금) 다권역 안양2,박달1,2동 박달2동행정복지센터 

9. 28. (금) 사권역 평촌,평안귀인범겨l갈산동 평안동행정복지센터 

10.12(금) 라권역 석수1,2, 3동 석수3동행정복지센터 

10. 26. (금) 아권역 호겨ll , 2,3,신촌동 호겨13동행정복지센터 

11. 9.(급 가권역 안양1 ,3.4,5,9동 안앙5동행정복지센터 

11. 건(금) 마권역 비산1,2,3,부흥동 부흥동행정복지센터 

1214.(금) 나권역 안양되8동 안앙6동행정복지센터 

12 28. (굉 바권역 달안,관S다,2,부림동 부림동행정복지센터 

※ 주민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상듭F하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법무사 . 생활주변 법률문제 등 

-세무사 ; 국세및지방세관련세무상담등 

- 건축사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등건축에관한사항 

- 공인중개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법원경매, 매매·임대차 

사고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 

- 민·군 협력관 . 병영생활 궁금증 및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고충상담등 

문 으| ; 안양시 자치행정과 얻 031-8045-22이 

온라인출생신고 인터넷을 통한 출생신고 서비스 개시 

2이8년 r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대상자모집 요}내 

수자원 효율적 사용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빗물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모집 선정하고자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접수기간 : 2018. 3월 ∼ 사업종료 시까지 

접수방법 하수과 방문 또는 e-머|일(n1빙tsky2756@~α러씨 접수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 빗물이용시설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신청요건 (법적 의무설치대상은 지원 제외) 

- 기존 및 신규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빗물에 의한 침수가 발생되어 일시적인 저류시설 등으로 

설치·사용하는경우 

- 빗물을 주제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조성 또는 교육시설 

(유치원 등) 교육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사업유형 지원금액 비고 

빗물 빗물이용시설설치 |설치비으| ga>lo 0 ILH I-설치비용10%자부담 
이용 | | | 
시설 |縣|으뿜치) |초|대5백민뭔지원 |-상하수도요금감면 

※ 전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 및 지원 개소 수 

등은조정될수있음 

시설선정요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시설물 선정 

제출서류 

- 빗물관리시설 설치 사업 대상 신청서 등 

- 설치대상지의 건축물 및 토지소유권 확인 가능한 서류 

※안양시홈페이지참조 

단,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지역 경기인천지역 
분당제일여성병원(성남시 분당구) 서울여성병원(부천시상동) 
-2018년7월E뼈예정 서울여성병원 (인천시 남구) 

분g탓}병원(성남시분당구) 샘여성병원(인양시 만인구) 

2이8년5월8일 

온라인훌생신고 

참여병원목록 

강넘차병원(강낱귀 

미즈메디병원 (강서귀 
서울성모병원(서초구) 

인정병원(은평구) 봄빛병원 (인양시 동안구) 의정부성모병원 띤|정부시 금오동) 

문의 안양시 만안구 민원봉사콰기족관계등록팀 ft 031-8045-3575 안앙시 동안구 민원봉시콰기족관계등록팀 얻 031-8045-4244 

※ 상71 병원 목록 및 충청, 경상, 전라지역 등은향후침여 확대어| 떼변동될수있사오니 정확한내용은Q묘드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 scou「tgo. k「)을통히여 확인하λ|기 비랍니다 
.행정얀전부 젠흩j 대법원 



• 

* 

7월은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8. 6. 1. 현재 주택, 건축물등의 소유자 

납부기간 . 2이8. 7. 16. (월) ∼ 7. 31. (호” 

- 7월 주택으| 1/2, 건축물 - 9월 주택의 1/2, 토지 

편리한 납부방법 

-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우|택스(www.wetax.go. kr)어|서 조회 납부 

- 스마트 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 업에서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 

(개인별부여)로납부 

-ARS 전화 납부 전화 1544-6844 이용 납부 

문 으| · 안양시 만안구세무과E 031-8045-3288 

안양시 동안구세무과윈 031-8045-4393 

안양시 세정과옆 031-8045-2584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m'를 초과 

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개인, 법인) 

신고 및 납부세액 [사앓j물의 연면적(미공용면적포햄- 비고써| 

대ε변적(m')]× 250원 

※대통령령으로정하는오염물질배출시업소는세율으| 100분으1200 

신고 및 납부기한 : 2018. 7. 1. (일) ∼ 7 31. (호” 

가산세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자) 

-무신고가산세 납부히여야할세액 × 20% 

- 뿜불성실7싼세 ; 뿜지연일자×7싼율3/10,000) ×뿜따| 

OfLJ한세액 

신고·납부방법 

인터넷신고 위택스(빼W뻐떠XgJ.kr) 

-신고하기 〉주민세 〉재산분〉전지납부또는수기납부 

우편 및팩스신고 서식다운로드 

-인~'시청홈페이지 〉전자민원 >민원서식 및이용요배 〉안양시 

민원서식 

방문신고 신고서작성 >신고서접수〉 늠멤서은행 늠범 

문 의 안양시만안구세무과얻 031-8045-3290 

안양시 동안구세무과E 031-8045-4467 

안~-시 세정과g 031-8045-5545 

용암강Al 

권 , 관양l동 뺑정복께센터 
/· 신청사이전안때 

더 넓고쾌적하게 새로워진 시설에서 주민 여러분어꺼| 

친절과정성으로서비스훌제공하겠습니다. 

[ 업무개시 2018. 6 . 25 (윌) | 
위 ~I 동안구 관평로 358번길 46 (판앙웅의괴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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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씨찌 l 

-딛힌맡.혀입힘톨검댈.룰.활갖잉-

와이퍼 셋트, 일반전구류, A/C휠터 
무상으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 상 자 : 기초생훨수급자, 차상위계흥, ε빼인 

(대상자임을 확인힐수 있는 증명서 지참) 

• 사용기간 : 2018년 7월 1잃 ∼ 7월 31일까지 
• 사용장소 ; 관내 카컴회원 용륙 업소 (안내지 참조) 

• 흘 의 : (031) <Wr-7622, 7623 

-- - -- ι뺑~힐볍p해·업법 •fl 용 암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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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뾰옆풍~ I\ 7월얻흔윈훨 

기 간 2018. 8.4. (토)∼ 9. 1. (토) | 매주토요일 | 총10회 강좌 

• [저학년 초등학교 1∼3학년] 9 :30∼12:30 (5회) 

• [고학년 ; 초등학교 4∼6학년] 14:00∼17:00 (5회) 

장 소 김중업건축박물관 어울마당 및 야외공간 

인 원 저학년, 고학년 각 40명 

모집방법 인터넷 선착순 예매 www.ayac. O「 |〈「/museum

접수기간 : 2018. 7. 2. (월) - 8. 1. (수) 

수 강 료 140,000원 | 교육재료비 포함 | 총5회 수업 

안양시 규제개혁 119센터 운영안내 

시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 등을 규제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개선합니다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불편 규제 

- 중소기업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규제 

- 여건변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저|도 및 규제관행 

※ 단순 민원, 제안사항은 제외 

신 고 ; 규제신고센터 ft 031-8045-2208 

? 짧시 끊따떨우|한무웹틀버스3화신뽑행안내 

2018년 안양시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가 증차되어 동펀 

마을과덕천마을등으로노선을확대운행합니다 3개월간시범 

운행 후 세부노선 및 시간을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운행개시일 · 2이8 6. 11. (월) 

운행노선 ; 중화한방병원, 덕천마을 비산이마트, 미륭아파트I 

종합운동장사거리I 관양사거리, 동편마을 1,2단지, 인 

덕원사거리, 새중앙교호|(오뚜기), 농수산물시장, 덕고 

개사거리I 평존자유공원, 평촌학원가 안양시청, 범계 

역, 관악복지관, 보장구센터 덕천마을1,2단지, 국제나 

은병원수리복지관 

운행시간표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깐p ://www.as「c.o「 k「) 무료셔틀버스노선도 참조 

문 의 ; 안양시수리E배인종합복지관ft 031-465-0950,7465 

공항버스 운영관련 변경내용 안내문 

인천공항과김포공항를이용해|는고젠1러뭔게앤땀씀드립니다 

-그 동안 경기공항리무진(주)이 운행하던 공항버스가 6월 3일 
부터 시외버스로 전환되면서 (주용남고속버스라인이 운행하게 

되었으나 기존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차량의 인계거부 및 노동 

조합과의 합의가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기존 노선과동일하게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 고객여러분께불편을드려 대E떼 죄송하오며,하루 빨리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양해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요금인하=수교통카드사용불가 신용카드와현금만사용가능 

운행노선 정류장 
당초 변 경 

전세버스 
(경기공항리무진) (용남고속) 

범계역 1100(〕원 8200원 
이처」-고C>하a 고L」}。 --, }。~ 11000원 7400원 

안양역 11000원 끼600원 변경금액의 
호계사거리 6000원 3,80(〕원 30%할인 

김포공항 범계역 6000원 3500원 

관악역 6000원 2900원 

2018. 5. 31. 
(주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 조 인 행 

문 으| ; 용남ft031-295구10딛 경기도청 ft 031-8030-3784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채용정보 
|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 

(주빼니일렉트로닉스 자재,구매,물류 초대졸∼대휠4년), 경기도군포시산본로 031-457-1329 월급 208만원-225만원(면접 후 
사무원모집 경력무관 54번안길 13 (당정동) 협의), 식사제공, 퇴직금, 4대보 

(1 명) 힘, 주5일 09:00-18:00 
율이메일지원 any@anyelec.co.kr 

중부테크 새시조립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 031 -443-0102 월급 220만원-400만원(먼접 후 
설치원모집 1길 18 (내손동) 협의), 상여금별도, 주6일 평일 
(5명) 08:30-17:30, 토 격주 08:30-13:00, 

퇴직연금, 4대보험, 식사제공 
·이메일지원. pig191~ver.com 
.률팩스지원. 031-444-0102 

F주)투더디프런트 생산직원모집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의왕시밀은내길 070-4914-3384 월급 157만원(먼접후협의), 
(3명) 인근거주자우대 67(오전동) 주5일 08:30-17:30, 식사제공, 

퇴직금, 4대보험 
용0 1메일자원.씨@뼈뼈祖mtco.kr 

(주뚜니테크 경리사무원 고졸∼대졸(4년), 경력무관, 경기도군포시 군포첨단 031 -429-6636 월급 158만원-183만원(먼접 후 
모집 (1 명)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산업2로 64-5 (부곡동) 협의). 식사제공, 주5일 09:00-

회계프로그램가능자, 18:00, 퇴직금, 4대보험 
인근거주자,여성우대 ·이메일지원· shkim@junitech.co.kr 

띔강동이앤지 토목기사모집 초대졸∼대졸(4년),경력2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70-7816-9595 월급 220만원, 식사제공, 주5일 
(1 명) 이상,토목공학전공,토목 흥안대로427번길 38 09:00-18:00, 퇴직금, 4대보험 

7 |사토목재료시험스업 (관앙동) 융이메일지원; igdeng@daum.net 
기사요단거주자정년층, 
옆터홀용능i휴수차알H 

동그라미치과 치과위생사 초대졸이상,경력1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342-2800 월급2뻐만원(먼접후협의),중식비 
모집 (2명) 이상 경수대로 446 (호계동) 지급, 주5일 10:00-19:00, 토09:30-

13:0대목휴무), 토|직연금, 4대보험 
용이메일지원. 3422fil@naver.com 

인양ymca 어린이교육 초대졸∼대휠4년), 경력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425-5311 월급 157만원(면접 후 협의), 식사 
실무자모집 (1명) 무관사회복지사자격 관악대로388번길 3 저}공,주5일 00;따18:00, 퇴ξ담, 4대 

증필수, 컴퓨터활용 (관양동) 보험 ·이메일지원. sp「ingscy@
능력우수자우대 hanmail.net 

주식회사씨엔오t법 대형트럭운전원 흐렉및경력무관,지동차 경기도군포시산본로 031 -424-1107 월급220만원,중식비지급, 퇴ξ담, 
모집 (1 명) 운전면허1종대형필수 63 (당정동) 4대보험주6일펑일 09;따18:00, 

요딘거주자운전가능자, 토 09:따13:00 

지거|차운전능숙자우대 *O |머|일지원. 5Yi웠m항ianmail.net 

한일원자력(쥐 캐드원모집 초대졸∼대졸(41년l경력3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031-443-4284 월급250만원(면접후협으|),중식비 
(1 명) Of상,자동치운전면허필수, 덕천로 45(안양동) 지급,주5일 09:따18:00, 토|직연금, 

επR딴기능사요딘7퓨;:q 4대보험 용이메일지원 jihun@ 
컴퓨떻용능력우수자압H hanilnuclear.co.kr 

세무법인온앤원 회계사무원 학력 무관, 경력2년이상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31 -425-4256 월급250만원, ε뼈금 별도, 중식비 
(1 명) 시민대로 408 (평촌동) 지급, 주5일 09:00-18:00, 퇴직금, 

4대보힘·이메일지원. taxcyvv@ 
naver.com 



저18대 안양시의회 의원 탕선 20인 

[가선거구] [가선거구]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호건(55서|) 더불어민주당 최우규(58서|) 더불어민주당 임영란(55서|)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이재현(52서|)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은희(닮서|) 

[나선거구] 
자유효택당 정완기(49서I)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기남(42서|) 

[라선거구] 
자유효댁당 서정열(55세)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선호H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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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은흐1(47서I) 

[마선거구] 
자유효택당 이성우(55세) 

[사선거귀 
더불어민주당 정맹숙(54A1D 

[바선거구] 
자유효택당 박정옥(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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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선거귀 
더불어민주당 이채명(48서|) 

[사선거구] 
자유효택당음경택(59세)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김경숙(56서|) 

[HI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경숙(56서D 

。



삼덕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도서관에서 찾은 나의 꿈, 나의 직업〉 운영 

일 시 2018. 7. 23. (월) ∼ 7. 31. (화) I 09:00 ∼ 13:00 

대 상 관내 중학교 1학년 40명 

장 소 ; 삼덕도서관 시청각실(3층) 

내 용 4차산업혁명시대에서살아남기,나도뮤지컬스 

타!!,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업 따라잡기 등 

학교추천 

삼덕도서관 ft 031-8045-6362 

신청방법 

문 의 

。2018년 7월 석수도서관 훌보자료 

석수도서관 7월 「지역작가와으| 만남」 운영 

대 상 . 안양시민 20명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접수 

장 소 석수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내 안양작가전시 코너 

일 시 . 2이8 7. 25. (수) 16:00 ∼ 18:00 

모집일시 . 2018. 7. 11. (수) 10시 ∼ 선착순 마감 

내 용 ‘ 원선화 동호}작개 꿈(d「earn)-

당신의 꿈은 잘 계신가요? 

석수도서관 참고 연속간행물실 ft 031-8045-6142 

。

만안도서관 여름방학특강 「교과서 미리보기」 수강생 모집 

| 내를 | 대상 ! 스엄?” ! i 눈의 
I : T 16:00- I 

’ 2학기과학 3학년 ' 7월 30일 1 n ! 17:30 I 
교과과정을 「- (월) 二-」

, 14:30- I 
간단한과학 ! 4학년 , ∼ I I 1= 

I I I 16:0(] | ’。
실험과함께 뉴 | 8월 2일 | - - -----| 어린이 

I I I 13:00 - I 
미리보기 6학년 | (목) I I 자료실 

「 I I 1~:30 I 

~ 16:-00-
! 3학년 1 8월 6이 I I 031-

근 i 17:30 ! 
「- I (월) ! - - -카 8045-i 14:30 니 
1 4하l녁 | ∼ I i 6164 

I '- I I 16:‘ 00 I 
뉴-← • ; 8월 9일↓- --l 

I I 13:00 - I 
1 5학년 1 (목) ! 
, ’ '--- I I 14:30」

※자세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기간 

과학교과서 미리보기 - 7. 16. (월) 10시∼(홈페이지 선착순) 

사회교과서 미리보기 - 7. 23. (월) 10시∼ (홈페이지 선착순) 

대 상 초등 3-5학년 

장 소 만안도서관 문화교실 

문 으| ; 만안도서관 ft 031-8045-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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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도서관 7∼8월 여름방학특강 운영 

수업기간 : 2018. 7. 14. (토) ∼ 8.10. (금)/강좌별 상이 

신청기간 : 2018. 7. 3. (호애O 00 ∼(선착순마감) 

대 상 ; 초등학생및일반 80명 

신청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문화행사신청 

내 용 ; 돼지책을 읽고 부모님과 창의활동, 자녀와 즐거운 

방학보내기 등 

의 석수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34∼5 

므
」
 

。

2학기사회 
교과과정 
미리보기 

1학기 
샘|과서 
미리보기 닙,,ι」 

7월 3일(호” 
10시∼ 

선착순마감 

만안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수업기간 : 2018. 8. 6. (월) ∼ 8. 10. (금) 09:00-11 :30 

신청기간 ‘ 2018. 7. 26. (목) 10:00 ∼ (선착순접수) 

대 상 ; 초등 4-5학년 어린이 36명 

신청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문화행사신청 

내 용 ; 글짓기, 도서관 이용교육 북아트 독서토론 등 

다양한독후활동 

으| ‘ 만안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64 

。

소중해요! } ! 1초등1-2자녀 
우리가족 | 7월 14일(퇴 ; “ I 1 1명및부모 

(돼지책을 읽고 I 10:00까1 :30 I 
| | 중 1명 10팀 

부모님과ε딴|활동) I 
전략적 | 7월 18일암)- 1 

영어독서법 특강 ; 7월 19일(목) I 일반 20명 i 

(영어 에세이 쓰기) lJo:oo-12:00 : i 

벼와즐거운뺨i 7월-25일(추)- I l 
I 7월 26일(목) 일반 20명 | 

보내는법 ; ; 
I 10:00-12:00 • ’ 
' &월 7일(화) ~ - 기 

/8월 8일(수) | 초등2-4 I 
생활속의과학탐구 | ! | 

/8월 10일(금) i 20명 | 
' 16:00-18:00 ‘ | 

。 삼덕도서관〈계단극장〉운영 

일 시 매월 마지막주수요일 /19 : 00 ∼ 21 : 00 

(※문화가있는날) 

삼덕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계단(2층)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 (7월25일) 

삼덕도서관 ft 031 -8045-636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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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도서관「테이코아웃북」운영 

일 시 : 2018년 1월 ∼ 12월 (연중) 

장 소 ; 박달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내 용 다양한 주제별로 선정된 도서를 편리하게 선택하여 

대출할수있는서비스 

테이코아웃북 제공목록 (주제분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1 i목돈만들기에 도전할수 있는 ! #3권 #월급노예안녕 
!재테크도서 벼돈모으기어렵다 
I ! #2권 #해외까지 안가도 

2 | 인기강연을옮긴책 l ;노「 L-! |도둑강으|가능 

I 11 ! #3권 #지혜로운 대화 
3 다른사람의심리가궁금할때 I . '.~~~· 

”|#심己 테라피 

4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3권 #갚어져요 우리 
{싶은 책 |#|닝늠 Or님 

5 i 걱정을달고 A받당신에게 맨3권#근심을털어놓고 
|추천 |다함께차차차 ---- - -- - --- ---

6 i글쓰기로 상대방의 口띔을 훔 센권#글쓰기, 로맨틱, 
|치는방법 |성공적 

7 1 맨부커수상작 1 #3권 #서|계3대문학상 

0 스토리텔링 (석수·만안·삼덕·박달) 
대 상 2∼7세유아 

장 소 각도서관문화교실및시청각실 

! I : 진행 

석수 l판읽어준능할머낸 D뮤(뀔 11 q뀐'.:40 i 
도서관 | 스토리델링 ; 매주(목) 15 : 30∼16 :10 ' - ' 

τ↑-- - -- - - 농호r l::H[간 I 

될줍} |책읽어주는엄마 | 매주(수) 11 : 00∼11 :40 I 구연 
.L-- - ·- - X딛j 

책 읽어주는 할머니 i 매주(금) 11:00∼11:30 ' 1'」
삼덕 I - - r -- -- i 봉사자 

| -림책 세상 | 매주(토) 11:00∼11:30 ! 
도서관~-- --- • ------ - j 

엄마의 동호}책 」2, 4주(수) 11 : 00∼11:30 '. 

※ 자세한 내용은 lib.anyanggo. 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원 평촌도서관 홍보자료 

。 평촌·호계·어린이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운영기간 : 2018. 8. 6. (월) ∼ 8.17. (금) 9 : 00∼12:40 

(※ 수업기간은 도서관별 상이) 

대 상 : 초등 4∼5학년 어린이 

52 I 53 

신청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각 도서관 페이지 

〉문화행사신청 

내 용 : 글짓기, 독서토론, 도서관 이용교육, 북아트 등 다양 

한독후활동 

세부내용 (※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ι。{

도서관 주제 i 수업기간 ‘ r끄단 i 신청기간 

펴초 , 「나라의 일, i 8월 6일(월)∼ | 초4-5 ; 7월 25일(수) 
。」 ' 맡겨줘|」 ’ 8월 10일(금) : 36명 ~ 10:00∼ 

I 「한반도를 i 8월 13일 (월)∼ | 초4-5 : 7월 24일(화) 
호계 | | | ! 

| 지킨 영웅들」 | 8월 17일(금) I 32명 I 10:00∼ 

「어린이 I 8월 7일 (화)∼ | 초4-s l 7월 19일(목) 
어린이 | | | 

! 인문학 놀이터」 ! 8월 10일 (금) : 32명 ! 11:00∼ 

문 으| ; 평촌도서관엎 031 -8045-6212 

호계도서관 ft 031 -8045-6255 

어린이도서관 ft 031-8045-6285 

。 평촌도서관 「생활과학교실」 2기 참가자 모집 

운영기간 : 2018. 8. 6. (월) ∼ 8. 9. (목) 16 : 00∼17:00 (총4회) 

대 상 ; 초등 3∼5학년 어린이 15명 

신청기간 : 2018. 7. 23. (월) 10:00 ∼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각 도서관 페이지 

〉문화행사신청 

내 용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체험형 과학교육 

세부내용 

8월 2일(목) | 

8월 3일(금) ! 

8월 9일(목) | 

8월 10일(금) | 

힘의분산 

기체와압력 

물의순환,정수 

풍향풍속계 

의 : 평촌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218 



。

어린이도서관 7월 「30 입체영호밤영」 

일 시 . 2.4주 일요일 15:30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어린이극장 

대 상 안양시민 80명 

ε명작품 요기베어(80분) 아기배달부 스토크(87분) 

문 의 어린이도서관 얻 031-8045-6276 

벌말도서관 어른방학 특강 운영 

신 청 ’ 2018. 6. 20. (수) 10:00 ∼ 선착순마감 

장 소 3층문화교실 

문 으| ;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l | .|앙| | 녁|상 1 

~ 

• 

관양도서관 7월 「그림책과 놀자」 운영 

일 시 ; 매주 목요일 16 : 00∼17:00 

장 소 관앙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유아 6구세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자 

문 으| ‘ 관양도서관 옆 031-8045-6334 

비산도서관 「도서관에서 영어동화 함께 읽기」 

일 시 · 매주금요일 15:30 

장 소 비산도서관 1층 어린이실 이야기방 

대 상 ; 유아 6구세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 자원봉사선생님 

내 용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영어동호틸 읽어주고 이야기 

나누기 

비산도서관 ft 031-8045-6235 

c;> 

c;> 

Alj;~ 

71...-'、 Tl I I 。 IH~

-dll」 | 7월 7일(토) | 근다 
(파워블로거 | | 

‘베짱이’) 1 14 : 00∼16 : 00 1 20명 

베짱이의 
직장인 
초보해외 
자유여행 

으| 

벌말도서관 「여름방학 벌말극장」 운영 

일 시 : 2018. 7. 23. (월) ∼ 8. 20. (월) 15 : 00∼ 

장 소 ; 3층문화교실 

내 용 ; 만화영화 「시간탐험대」 연속 상영(1 ∼10편) 

대 상 ; 유아및초등학생 20명 

문 으| ;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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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도서관 「초등방학공부법」저자 특강 

일 시 · 2이8 7. 21. (토) 13 :’ 00∼15 : 00 

장 소 비산도서관 4층 시청각실 

대 상 ; 초등학부모 40명 

진 행 이서윤선생님 

내 용 ; 현직 교사가 제안하는 교과내용과 성장발달에 따른 

학년별방학공부법 

비산도서관 ft 031-8045-6332 

~ 
~ 

J 

※ 도서관 홈페이지(www.lib.anyanggo. |〈「)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 관련 변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

호계도서관 7월 「우수영화 상영」 

일 시 ; 매주수요일 16:00 

장 소 호겨|도서관 3층 시청각실 

~경작품; 꼬마참새 리차드(7. 4.), 바다으| 노래(7. 11.), 다이노 

어드벤처(7. 18. ), 눈의 여왕 3(7. 25.) 

상 안양시민(선착순 80명) 

으| ‘ 호겨|도서관 얻 031-8045-6250 

의 

• 

? 

6 

대
케
 무
」
 

어린이도서관 7월 「책 읽어주기」 

일 시 ; 매주금요일 15 : 20 

장 소 ;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배움터3 

대 상 4세이상 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사) 

문 으| · 어린이도서관 ft 031 -8045-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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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료암검진요}내 

대상및비용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부과기준에 해~하는자 

- 직장 : 2017년 11월 건강보험료 89,000원 이하인 자 

- 지역 : 2017년 11월 건강보험료 94,000원 이하인 자 

.으|료급여수급자 중 검진대상 해당자 

.비용 ; 무료(단, 수면내시경 등 추가 발생 비용은 대상자 부담) 

암 종별 대상자 및 검진방법 

아 」 l J잔내a |십진주기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실시 
하기어려운경우위장조 
영검사선택적시행) 

유방촬영 

。

당뇨환자및관심있는시민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2018. 7. 3‘ ∼ 7. 24. (매주 호애4:00 ∼ 15:00 

~- -~~ -‘ - -- - -

‘ ;>

7월 3일(화) 당뇨병과합병증관리 

2 7월 10일(화) 당뇨병과식이요법 

3 7월 17일(호” 다。r.-」-벼。←마|으 L.!_ 도。4。」-버닙 

4 7월 24일(화) 당뇨합병증예방교육(발 관리 실습) 

상
 
소
 
시
 
용
 

대
 
장
 
일
 
내
 

만40세이상남녀 위암 비 용 무료 

신청 및 문으| ;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ft 031-8045-3465 2년 

만40세이상여성 흐닙 l<H 
TT C그 C그 

자궁경부서|포검사 

간초음파검Af+ 
혈청알파EHO딴백검사 

대변검새분변E펠검새 

6개월 

X당경부암| 만20세이상여성 

만40세이상남녀 
중간암고위험군 

간암 

매월 1일은 내 혈압·혈당측정의 날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익일) 

시민누구나 

혈압혈당측정, 건강상담등 

간
 
상
 
용
 
정
 

이
근
 

여
。
 

꺼
시
 대
네
 내
”
으
」
 

1년 

검진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에 따라 검진의료 

기관예약후방문검사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 진단자는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단국가무료암검진 1차검사팔수) 

문 의 :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649(4507)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045(3495) 

국민건강보험공단 ft 1577-1000 

묘150세이상는백 대장암 

우리 아기 첫 밥상「뇨밤 이유식교실」 모집 

기 간 

대 상 
자 λ 
0 -‘-
내 용 

-1주차(OI론) ; 이유식 월령별 요령 단계별 식품 도입 시기 

- 2주차(시연) ; 월령별 재료사용 및 조리법 

※ 이유식 레시피 책자 배부 

접 수 만안구보건소현대인병상담실 ft 031-8045-광65, 3037 

2018. 7. 4. (수), 7. 11. (수) 10:00 ∼ 11 :00 

임산부 및 12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 20명(선착순)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

은;일 r‘겨다 부엿시간 1 -빈고 -
행정복지센터 

9:00 ∼ 12:00 
(동주민센터) 
평생교육원 
노인복지회관 9:00 ∼ 18 :00 

매월 1일 Bl 건강S담실 
(휴일인경우 만안구보건소 혈압혈당 

익일) 3F현대인병 9: 0(〕 ∼ 18 : 00 측정기대여 
人JCE그}λ E므| (신청재 

동안구보건소 등~~크。느J 등 E르j드d 

lF현대인병상담실 9: 0〔〕 ∼ 18 :00 측정기대여 
(대사증후군관리실 (신청재 

’ 

~l 

으| ·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466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831 

• 「당뇨병 관리 교실」 운영 안내 

• 



。 손상며|방을위한 「근력강화낙상예방」 。 어려운이웃돕기성금품기탁배역 

2018 하반기 동안구보건소 운동교실 참여자모집 농협은행안양시지부 충흔부대형주차장 

... 「‘-시e 며0 대상자 모집인원 기 기탁일자 2018. 5.1 기탁일자 . 2018. 5.1 

기탁내용 FC안양연간회원권 기탁내용 · F〔인양연간회원권 

(%청장얘년씨충|) 30명 
7. 2 ∼ 11. 12 곤육플권i 

(월금 14:00-15:00) 
285장 10장 

나눔대상·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나눔대상; 안양시사회복지시설 

1기 : 7. 4- 8. 22 
5 業운동 

대사종후군 
15명 2기 : 10.10 ∼ 11.28 관리대상 

(수요얼 15:30∼16:3이 

노루페인트 크래버 대거|나래인양점) 

기탁일자. 2018. 5.1 기탁일자 2018. 5. 21 

1 기 : 6. 26 ∼ 9. 13 ~I롤출 
뇌훌종환자 5명 2기 : 10.2 ∼ 12.20 

슬링운동 (화 · 목 10:00-11 :30) 

기탁내용 · FC인양연간회원권 기투배용.중식제공 

137장 나눔대상· 독거어르신 

나눔대상: 안앙시 사회복지시설 

무훌수솔후3주 
1기 . 6. 27 ∼ 9. 12 무릎판훨 

5명 2기 : 10.10-12.26 
꽤활훈동 경과자 

(수요일 15:00∼16:00) 

(주펠드씨엔에스 

안양시봉축위원회 기탁일자 . 2018. 5.11 

기탁일자 . 2018. 5. 11 기투배용 매월 200천원 

1기 : 6. 25 ∼ 9. 14 기탁내용 성금 10,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중종장애인 10명 2기 : 10. 1 ∼ 12.21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팡OH민 (월·수·금 10,α}∼11:00) 효닥신기술연구소 

패활운동 1기 : 6. 25 ∼ 9. 12 
경종장애인 

15명 2기 . 10. 1 ∼ 12.19 
허악노인 

(월수 14:00-15:00) 

사회복지법인다우 기틱일자 2018. 5. 17. 

기탁일자 2018. 5. 14. 기탁내용 100천원 

기특배용 ; 성금7,0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1기 : 6. 26 ∼ 9. 12 11니어 
25명 2기 : 10.2 ∼ 12.19 

근륙폴러上 
(화 · 수 14:00∼15 :00) 

허약노인 
1기 : 6. 29 ∼ 9. 14 뉴上포I 

10명 2기 : 10.5-12.21 
운동 (금요잃 14:()(〕∼15:0이 

나눔대상 대한적십자사 
개인(김*식) 

(주)-.~.무인터내셔빌 기탁일자 2018. 5.17. 

기탁일자 . 2이8 5.1 기탁내용 100천원 

기탁내용 초콜릿사탕, 젤리류 

(2,907천원상당) 이마트평촌점 

참 가 비 ; 무료(선착순 신청 마감) 
L냄대상:지역아웰터 기탁일자 2018. 5. 31 

기특배용 사랑의도시락 
신청장소 ; 동안구보건소 재활보건실(3층)-대사증후군관리실(1층) 

안~벡|식장 나눔대상 . 인양시 독거어르신 
문 의 ·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832, 4404 기탁일자 . 2018. 5.1 

(기능평가상담후결정) 기탁내용 FC안양연간회원권 개인(문*민) 

10장 기탁일자 2018. 5. 17. 

나눔대상; 안앙시 사회복지시설 기탁내용 :15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명성건설 

기틱일자. 2018. 5.1 개인(김*0” 
기특배용 FC안양연간회원권 기틱일자. 2018. 5. 17. 

10장 기탁내용 1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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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OI’라는 이를의 미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f:l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수당 사업 사전 신청을 안내합니다 

문 의 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객 안양시 복지상담콜센터 얻 031-8045구979 각동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담당 

대 상 | 만 6서l(0 .... 71개월)미만아동중 
I 가구당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금액 | 대상아동 1명당매월 10만원 
| *일부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1 명당 5만원 

지 급 일 I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 1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처리훌 위해 
固| 해당 일자에 신청할 것올 권장합니다 
- ('t_f..셔미만아 :OI ’g 1IJ이언큰아,,, '""9. 11) 

신청방법 I 아동의주민등록주소지 
I 옵·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업(APP)올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18년 6월 20일부터사전신청시작 

만 O∼ 1세 | 만 2∼3세 | 만4∼5세 I 전연령 

6.20-25 6.25-30 7.1-7.5 7.6 ....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 분산과관련된 관할 시.군.구 별도 안내에 적극 협조를부탁드립니다 

<018년 9ε - - - - - - 자도l니다 
궐I 아동수당제도가시「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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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I 0~011~ εH어났oi 표! 

부모 아빠 김은광, 엄마 박새롬 (동안구동안로) 

태명 레디 

태몽 커다란물고기 

주호에게하고싶은말 

사랑하는주호야 ;) 네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족이 더욱 

풍성하고행복해졌어 고맙고사랑해 ! 

권진용 왕자님 
2017년 12월 18일 출생 

부모 아빠권순재,엄마천수진 (만안구삼봉로) 

태명 복돌이 

태몽 어미개가강아지들을낳는것을보며 너무좋아하는꿈 

진용이에게하고싶은말 

엄마아빠는 진용이 너무너무 사랑해’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라! 울아가파이팅 Ill 

김리혀| 공주님 
2018년 4월 2일 출생 

부모 아빠 김현보, 엄마 김혜림 (만안구 창박로) 

태명 기쁨이 

태몽 없음 

리혜에게하고싶은말 

아푼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고마워 

앞으로도 건죠「하고 여|쁘게 자라주럼 사랑해 우리딸’ 

;그~L-1 
C>"'T'"C그 

2016년 7월 11일 출생 

부모 아빠오석완, 엄마 박한나 (동안구 경수대로) 

태명 열매 

태몽 예밴고 알록달록한구렁01가 가득한꿈 

세아에게하고싶은말 

서|아야 넌 귀하고 귀한 엄마아빠으| 보물! 

재미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l 매일 더더 사랑해’ 



박A~Q 왕자님 

2018년 4월 6일 출생 

부모 아빠박민혁,엄마박민화 (동안구관악대로) 

태명 만출이 

태몽 형아를닮은강아지한마리가엄마다리밑으로쑥∼ 

지나가는꿈 

시윤이에게하고싶은말 

엄마가가장힘들었던시기에와준우리만출이 ! 건S년대| 

태어나줘서 너무고맙고사람해. 아빠, 엄마, 시우형, 시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도|자∼사료「해 ! 우리가족’ 

이지석 왕자님 
2017년 10월 16일 출생 

부모 아빠이학수,엄마김은주 (동안구달안로) 

태명 튼튼이 

태몽 외할머니꿈에눈이초롱초롱한거북이가바다속에서 

나와천천히다가오는꿈 

지석이에게하고싶은말 

지석아 넌 2017년에 태어난 최고의 아기야/\/\ 우리 앞으로도 

멋지게 씬나게 건걷Yo써| 지내자?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 

말도못하게사랑해” 

입다은 공주님 

부모 아빠임성민, 엄마이미숙 (동안구학의로) 

태명 고구마 

58 I 59 

태몽 첫째가 태몽을 꿨어요. 집에서 수경재배하는고구마어| 

고구마가주렁주렁 열리는꿈 

다은이에게하고싶은말 

다은이가 태어나서 우리가족은 너무 행복해 도경이 도윤이 

오빠랑 건강하게 잘자라짐 사람해---

왕자님 

2017년 5월 20일 출생 

부모 아빠김성환-엄마권민혀I (동안구임곡로) 

태명 미미 

태몽 아빠는엄정큰잉어를낚는꿈, 

엄마는 작은 호박들이 굴러가는 것을 잡는꿈 

리호에게하고싶은말 

많은웃음과 기쁨을주는 리호야,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고맙단다 

/\/\ 항상 커가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 

으면해∼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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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종 왕자님 
2017년 6월 27일 출생 

부모 아빠주재현, 엄마박보영 (동안구시민대로) 

태명 복덩이 

태몽 몽글의 대초원 같은 데서 말을 타고 달려와서 엄마를 

깨우는꿈 

원종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집에 3번째 귀한자녀로 태어나주어서 정말고맙고 하나 

님꺼|도 감사드린단다. 복스럽게 생겨서 복덩이이고 항상 건강 

하고잘키주어서고맙다 늘건S팅f거라. 

출산장려금지원 

한‘--
지원대상 2018.1.1 . 이후출생 자녀 

(출생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앙시 관내에 주민 

이채은공주님 
2017년 8월 10일 출생 

부모 아빠 이상호 엄마앙혜윤 (동안구부림로) 

태명 쑥쑥이 

태몽 띄리를튿큰구렁이가안방에있었는데, 나를보고엄청 

환하게웃고있는꿈 

채은이에게하고싶은말 

건길년대| 엄마아빠한테 와줘서 정말고맙고, 항상 건강하게 

예쁘게 바르게 잘자라럼M 엄마아빠가많이 사료「해’ 

엄마아빠는우리 딸내미 때문에 행복해M 

임신축하금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안양시 거주 임신부 

(2018.3.29 조례공포일부터 시행) 

지원내용 안양사랑 상품권 (10만원) 

신청장소 보건소 모자보건팀 (만안구2층, 동안구1층 모자보건실) 

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거주한때)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칩, 신분증, 

지원내용 첫째 자녀 - 100만원, 둘째 자녀 - 200만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다문화 가정일 경우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청기한 임신이 확인될 때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신청기한 출생 후 12개월 이내 
문 의 보건소모자보건팀 

문 의 보건소모자보건팀 
(만안031-8045-3040 I 동안031-8045-4843) 

(만안 031-8045-3526 I 동안 031-8045-4843)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여러분의참여로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1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보내주시먼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안양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접수방법 U「ianyang@korea . 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외가어|서도탄생의 행복을힐께공유할수있도록여분으|‘우리안앙’을같이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사진이 실린우리안앙을선물해보치|요l 



탱 c~,른그림찾기 
해가 어둑어둑 진 병목안 시민공원의 저녁, 

대형스크린에서 상영하는 영호}를 보기 위해 

시민들이 간식거리와 돗자리를 들고 모였습니다.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60 I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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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1~쪽어l꺼l 보LH는 
λf릎F으| 매IAl'll 
이메일 (u「ianyang@ko「ea . kr)로 

가족에게 쓰는 사람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된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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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나의 사랑 서윤아빠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날고 지금까지 쉬지 못 하고 일하 

느라 늘 고생이 많아 최근 들어서는 더 지쳐 보01고 

힘들어 보였는데, 결국엔 탈이 나서 수술까지 하고 아 

파하는 당신보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몸관리 잘하면서 예쁘니 공주 

님들과 당신의 우주최강 마누라와 함께 힘내서 잘 

살아보자 수술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사랑해∼! 

* 
* * 갇εl 사P I i:'-f{1케{ 

우리안양 책자에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네 생각이 났단다. 요즘 많이 힘들지? 이제 시작인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밤늦게 귀가하는 너를볼 때먼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마음에 부모의 마음도 너무 아프지만 해줄 게 없는 것이 더 안타깝단다. 

3년만 고생하라는 아빠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너를 볼 때면 

대건하고 기특하단 생각이 들어. 너의 곁에는 항상 너를응원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잘 될 거라는긍정적인 마음으로 녀의 자신을 

믿고 되는 게 없다고 자책하지 않고 힘이 들더라도 힘내길 바래 

언제나 곁에서 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게 .• 

사랑해@ 파이팅!!∼∼ 

* 

~ 



고t。친ιtC/-‘l 파존」책 

〕듀 객 I~ 'C'i;f- o F드 
12 ι £’ L 

조금은 럽지만 관악산 올라가기 좋은 날씨가 되어 주말에 올라가는데 문득 울 딸7살, 

아들 6살 때 관악산국기봉까지 올라가 “야∼∼호∼∼”하고 외치던 때가 몇그제 같았는 

데 벌써 22살, 21살이 되었구나 지금은 아름다운 예술 공원으로 더 좋아졌지만 그때 

가그립기도하고 너희 어렬 때 관악산 가면서 많은 대화를 했었지. “울 딸 희지야! 

크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니? ’ ‘음… 난 과학자 아니면 군인이 되고 싶어”라고 했었지. 

지금 22살이 된 딸, 그 길을 향해 가기 힘들 텐데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여|쁘구나. 

“울 아들 희중아! 크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니?” “음. 난 과학자” 그꿈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기특하다 많이 힘들지!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앞, 두|, 옆, 위, 아래 

를 보면서 천천히 다가갔으먼 좋겠다 엄마도 꿈이 있다먼 안앙에서 결혼하고 너희도 

안양에서 태어나고 잘자랐으니 안양의 자랑스러운 딸 아들이 되고 크게는 대한민 

국에 자랑이 되는 딸 김희지, 아들 김희중이 되었으먼 좋겠구나. 엄마의 꿈이 너무 

큰가! 『『너희들의 꿈을 응원하는 엄마가 짧은 글이지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행엄마가-

Vl1 종ι? 소~I. 

요즘뉴스를보면 매일 같이 흉흉한소식이 참많이도들리고, 살아가기 

참힘난한세상이라는생각이 들곤해. 이런 오품에 취업 준비를위해서 

매일 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너를보며 언니는잠많은생각이 

들어, 언니로서 너에게 더욱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도들고스트레 

스 받지 않도록옆에서 잘보살펴 줘야겠다는생각도들고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각박한세상에 내 동생 소희가 내 옆에 있다는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지난 번 여행갔던 거 기억q;:p 

얼른추|뽀해서 또 이곳 저곳좋은곳으로 여행 다니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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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교에서 
글 김연희 (만안구 경수대로) 

초등 3학년에 다니는 딸이-이의 숙제가 ‘우리 고장의 문회유산 소개’였다. 

이-이가무엇을해야할지 고민하길래, 안양토박이인남편에게 불으니 만안교기-좋을 거라고 

히는데, 남편도 막상 만안교가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나는 결혼 후 안양에 살면서 

기끔 만안교를 지나쳤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다만 작년에 정조대왕능행차가 

만안교 앞을 지난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구경 니-간 적이 있다. 그러던 차에 아이와 함께 

답시라는 명목으로 만안교를 자세히 관잘하게 되었다. 이뿔싸! 그제야 이 석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큰 돌덩어리들이 무지개 모양의 이-치로 조회를 이루며 정교하게 연결된 모습은 이름디움 

그 자체였다. 이 다리는 정조가 아버지 시-도세지-의 능을 수원 회정으로 옮기고 참배하러 

다니던 차 1795년에 축조했다고 히는데 당시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려면 과천을 통하는 것이 

가장빠른길이었으나 남태령 고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또과천에는사도세자의 처벌에 

기담힌- 김익=로의 묘를 지나게 되므로 정조가 이를 불쾌히 여겨 길을 비꾸면서 

안양천을 지나게 되면서 축조하게 되었다고도 한다. 

만안교라는 명칭은 만 년 동안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니, 

과연 정조는 애민의 왕이다. 아이에게 이제부터 우리가 만안교 홍보대사가 되면 어딸까 

물었지만, 워킹맘인 나는 그럴만한 시간이나 맘의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대신 

이제부터 그 앞을 지날 때 시랑스런 맘으로 휴지라도 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민-안교 옆에는 당시 경기도 관칠키、} 서유벙-의 만안교 비가 다리의 연혁을 

설명하고 있는데, 명색이 중문학 전공자인 나는 이 원문을 언젠가 직접 해석해서 감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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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거짓말 
--。


며
 
E 그

 
E 

바쁜데 안와도된다 

찾아웹는다고 힐- 때마다 

한결같은그말씀 

그래 놓고서는 찾아랩는 길에 

어디쯤이냐 두세 번은 전화가 온다 

도착힐- 즈음 저 멀리 이미 나와 계신 아삐-

아무것도필요없다 

먹을것도디- 있다 

그냥 오라는 한결같은 엄마 

그분들의 세월이 갚어갈수록 

더지주찾아봐어야겠다 

결심히-게 민-드는 부모님의 거짓말 

집으로가는 길에 들러 

시-기-는 족빌- 세트가 무색하게도 

너무맛있다맛이 있구나 

시민여러분의참신한원고를기다립니다!뽑힌분께는‘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마감) 

원고 시·수필기행문·독후감·만화독자의견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kr) 또는 팩스(F 031 -8045-6501) 문의 안앙시 홍보기획관(031 -8045-2018) 

※원고를보내실때는이름, 주소, 전화번호를정확히적어주세요보내주신원고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 안앙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앙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 2. 안앙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앙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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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우리안양 I 열린 편집실 

훌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 . k「)로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된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양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a. k「)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앙’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을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 

~~~~~~~~~~~~,.., ~’ i 

늘 보고는 있었지만 독자 의건은 처음인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안양에 산 지도 15년 가까 

이 되었는데 〈우리안앙〉을 구독하며 잠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네요 공공 심야!벅이 이 

렇게 집 가까이 있는 것도 처음 을댔고, 아01들과 함께 자주 산책하는 안양천에 뱀이 사는 

것도 새롭게 안 사실이었어요. 독이 있는 뱀도 있고, 혹시 물렸을 경우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할지까지 알려준 〈우리안앙〉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아이 키우느라 반찬 할 겨를 없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엄마 손맛을 담았다는 [엄마 

찬's] 반찬가게도 꼭 가보빠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요즘 반찬은 제가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를 위해서도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정해놨네요M; ; ; 앞으로 제 두 아이들이 어른으 

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 안앙이 더욱 좋은 곳, 많은 이들이 찾는 도시로 함께 성ε「하길 바랍 

니다 

안성열 (만안구 병목안로) 

안녕하세요 경비실 앞에 꽂혀있는 〈우리안양〉은 가끔 보는 편인데, 우언히 6월호를 읽다 보 

니 안양시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안양〉을 

읽지 잃댔다먼 몰랐을 거예요 SNS어l도 올렸는데, 냥이 멍이 입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이 될 것 같서가요 (저와 5년째 같t-01 살고 있는 고양01도 안산보호소에서 입S받 아이거든요M) 

관악수목원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 

사해요 앞으로 매달 열심히 밀어야겠어요! 

이현정 (동안구 동안로) 

안녕히서|요? 평소 〈우리안양〉 책을 처음부터 구독하고 있는 인양시민입니다. 안g때|서 일어 

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맨| 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가 유용하게 담겨 있어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이번 6월호 인양시니어클럽 반찬가게 편을 보고 개인적으로 반찬을 E쩌|로 구매할 

일이 있어서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전호f를 했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네 

요 여러 번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하네요. 검색해서 찾아보겠지만 제가 잘못 본건지 검색 

해도 나오지가 않네요 작은 거 하나에도 꼼꼼히 살펴서 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M 

정S명 (동안구 관악대뢰 

안g때| 정착한 지 4개월인데 이제 안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매달 볼 수 있는 〈우리안양〉 덕 

분에 안앙을 누구보다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안앙에 있는 산을 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번 호에 소개된 안양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있어 예약을 마쳤답니다 주말어|도 우리안앙 

에 소개된 공언 소식을 보고 아이들과 볼 수 있는 공연을 처|크해두고 보러 가71로 마음먹 

고 있답니다. 도서관 소식과 보건소 복지 소식을 통해 빠르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운동교실을 알게 되어 공짜로 운동도 챙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복지, 교육, 문화 

시설이 잘 갖춰진 안앙에 쭉 살고 싶습니다. 

김수미 (동안구 귀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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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아름다운가게 안앙 지점에 의류 기증 차 방문했다가 〈우리 안앙 06>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는 의왕 시민이에요. 궁금한 게 많고, 잭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안앙소식지도 집에 가져와 읽어보게 되었답니 

다 안앙 소식지를 보니 의왕 소식지와는 또다른 좋은 점들이 많네요 1. 눈01 아프지 않게 무광으로 2. 눈이 편하게 

보기 좋은 편집으로 3. 눈이 궁금하게 다양하고 세밀한 내용으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린데, 딱 하나 제가 좋아하 

는{기억력회복에 좋더라구요 등 히 다른 그림 찾기에서 2군데를 못 찾았는데, 1군데는 정답과 틀린 그림이 중복되 

어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66p 정답에서 갈산 둘레길로 올라가는 등산객 맨 위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우 

지 않아서, 정답 화면에도 보인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다보니, 소소한 것도 잘 보는 시력이 생겼답니다. 교정 보 

실 때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아 주서|요M 그럼, 7월 소식지에도 풍성하고 소소하고 재미있는 소식들을 만들어 

주세요. (의왕시민이지만, 안앙과 의왕은 동네친구 같아요 M)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은경 (동안구 흥안대로/직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저나 우리 아이나 미세먼지를 피할 수도 없으니 마스크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요 향상 마스크를 보면서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더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거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우리안양〉어| 마스크에 종류부터 쓰는 방법까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쓸 수 

있게 됐어요. 매년 이때쯤이면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했던 거 같네요. 어찌 됐든 미세먼지는 피해 갈 수 없 

는 거니까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닐게요∼ 〈우리안앙〉 고마워요∼ 

이승열 (동안구 경수대로) 

안앙시가 농구를 이렇게나 잘 했었나요∼? 농구 꿈나무들의 활약상을 〈우리안앙〉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더군요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네요∼ 농구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펀은 아니지만, 내 고장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멋 

진 모습을 보01고 있다네 앞으로 더욱 유의갚게 보고 안양종합운동장 프로농구팀 경기도 종종 보러 가야겠어요M 

그리고 안앙의 현충시설 소개 페이지도 정말 인상 갚었네요 늘 오가던 곳만 오가서 그런지 이런 기념비들과 조형 

물들이 있는 지 몰랐는데‘. 정말 안양시 소식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앙시 곳곳의 몰랐던 부분들까지 알려주는 〈우 

리안양〉 매 달 발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정보 기대할거|요;) 

최하은 (만안구 안양로) 

.용 
61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양〉을 사료「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7 정답은 총 6개입니다 

왼쪽그림에서 정답을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 우리안양 | 안양 만들기 

빨간코트입은 
‘남생이무당벌러l’ 
만들기 

r Instr tion. 1 r 1nsuuct1。n. , 

l 마I느=버 I 
l L」---‘- t::I J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팔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팔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 - 점선 접기 * 별표 풀질하기 

O 몸통 

몸통을만들어주세요 

몸통을만들땐더듬이와 
눈부분을맞붙여주세요 

@날개 

양쪽날개를각각 
만들어주세요 

@합치기 

만들어진몸통에 
양쪽다리를먼저붙인후 
만들어둔 날개를 붙여 주세요 

남생이무당벌레가 
힘차게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각종 철새들이 모여드는 등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안양천에는 한국산 무당벌레류 중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는 ‘남생이무당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작물에 해로운 진닷물이나 해충을 즙이}먹어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益蟲)인 남생이무당벌레, 여|쁘게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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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끊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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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우리안양 | 어제와 오늘 

•+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안영견동 ‘삼영하드보드’ 공장 앞 공원 

으로 주민들이 나와 장마로 침수된 칠길의 보수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삼영하드보드는 해방 직후 1946년에 설립된 판지 

제조 공장으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74번지에 위치하였 

으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일본인이 ‘내히목재’라는 이름을 

걸고경영하였다. 

삼영하드보드 안양 공장은 1961년에 준공식을 하고 기동을 시 

작했으며, 우리나리에서 가장 먼저 목질보드공업이 태동한곳 

이자, 회목과 폐목을 이용하여 하드보드와 세미보드 텍스 등 

을 생산하던 대규모 공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하드보드 공장은 1980년대까지 공장을 가동하다가 안양 

이 급속히 도시화하며 발전하자 타지로 이전하였고, 그 자리 

에는 성원아파트가 신축되어 옛 흔적을 찾이볼 수 없이 변모 

하게되었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야* 암양시 

고용노동부 」 공동주최 안양상공회의소 「 §안양시 

• 

굉ι.H~ir승 

• 채용관(24): 구인 • 구직자 면접 및 휘업 상담 둥 (청장년흥 구인 100여명) 
• 부 대 행 사 :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청년취업지원사업 홍보 

I 안 양 시 : 구인기업 참여 채용면접 • 상담 부스 운영, 안양청년옷장무료대여 홍보 

I 상공획의소 : 구인기업 참여, 산학 협력사업 안내 

I 고용노동부 : 구인기업 참여, 직업 흥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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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슷음꽃 
활짝피어난 
8월의안양 

표지이야기 

“산책하러갈까?” 

이 한마디에 이리 뛰고저리 뛰며 

온몸으로 기쁜마음을표현하는강아지들. 

반려견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산책은 꼭 필요하지만 

크고 작은 위험 요소 때문에 걱정되셨죠? 

이제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삼막애견공원에서 

반려견과의 소중한추억을만들어 봐l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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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행복선언과 다짐 

존경하는 
안양시민여러분! 

。

ζi 

。

ζi 

- - - -
만딛IAI딛l 
흩뭘톨륙~el쿄. 
다칩 
이제부터 안양시는시민 여러분이 시장입니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시민입니다. 

지난해 국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셔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내 주신 것처럼 

안양시민 여러분께서 저를선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에 앞서, 당선되는순간부터 저는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엄중한 명령과 시민 여러분께 다짐한 소중한 약속들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 가숨은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1800여 안양시 공직자와 함께 안양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만들어 나아갈생각으로 기슴이 벅차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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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받}는 
안양시민여러분! 

제가 약속드린 5대 비전과 17개 정책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시작은시민 여러분과함께 할 것이며, 모든과정은공평하고 

그결과는시민누구나공감하고시민행복에 기여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 

첫째 시민이 주인이고시장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되고 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시 안양, 

공동체와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이 꽃피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가족의 행복한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여성에게 안전하고 일자리가 있는 안양, 맘 편하게 출산하고 보육할 수 있는 안양,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의 질적 품격이 높은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모두잘사는안양을위해시민과함께뛰겠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일자리 도시 안양, 골목상권이 꽃피는 경제도시 안양, 

골목마다 공동체가 활발히 살아 숨 쉬는시민주도 도시재생 안양, 

장애인과 함께 하는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만들고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먹거리 안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만안과 동안이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을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어르신을 공경하고 치매를 책임지는 도시, 주말이 기다려지는 재미진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응원과 질책을 해주십시오. 

늘낮은자세로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기울이고시민 여러분과소통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모든정책은시민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참여하시고결정하시고평가하실 것입니다. 

모든정책은누구에게나공평하게 처리될 것이며 1800여 명의 모든공직자는저와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시민 행복을 위한 좋은 시책은 

적극 받아들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여러분! 

이제 남과 북에는 평화와 번영이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도 지금부터 

갈동과 파벌이 없어지고 시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동하고, 

화합하는 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안양의 밝은 미래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 J \, 

/}_ J I /.All '6 2018. 7. 1. 안양시장 끼/ I 1/Vl '1 



민선7기 최대호 안양시장 

EH풍 ‘쁘E!t삐삐픔’ 북상에 따라 

공식 취임식 대신 EH풍대비 긴급대책회의 및 
현장 취약시설 접검 등。후 시정 운영 첫걸음 

민선771 안양시장으로공식 취임한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월 2일로 예정되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대비 점검에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7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제7호태풍쁘라삐룬북상에따른긴급대책회의를갖고 

태풍의 예상진로 및 강우량퉁 기상상황 현황을 파악한 후 

태풍 및 장마에 따른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특히 재해취약시설순찰강화,주택침수대비 하천변둔치주차장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대규모 공사장 관리, 

간판고정및현수막제거 피해사항에대한신속한보고체계구축에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민선771는 계획되어 있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시민의 안전챙기기로그첫발을내디폈다. 



민선7기 I 

5 대비전 

1 시민이 
주인되는안양 

2 가족의삶을 
책임지는안양 

3 모두함께 
잘사는안양 

4 깨끗하고 
안전한안양 

5 고르게 
발전하는안양 

17 개정책 

1.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구현하는 안양 

2.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3. 여성을 먼저 생ζ띈}는 행복도시 

4. 맘(MOM) 편한보육특별시 

5. 저출산해결 특별지원대책 실시 

6.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안양 

7. 인생 2모작시대의 동반자 

8. 청년이 축에가오는 도시 안양 

9.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10.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한도시재생 

11. ε빼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안양 

12.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및 지원 확대 

13. 안전특별시안양 

14. 4차~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도시 

15. 사통팔달 교통혁신 안양 

16. 어르신을잘모시는안양 

17. 주말이기다려지는재미있는도시 

6 I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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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시정 운영방안 

안양시민 
여러분과함께 
만들어 

1.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구현하는 안양 
- 열린시장실운영 

- 시민참여(소통)위원회의 재설치 

- 시민 정책제요플랫폼 운영 

- 행정공개 및 실시간 예결산 공개시스템 운영 

가겠습니다! 

3. 여성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도시 
- 안S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 

-여성안전폴리스신설 

- 여성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확대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일자리 개발 

- 안양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 

2.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주말축제 및 문화기획 지원 확대 

- 안S밍공예술프로젝트(APAP) 혁신프로그램 추진 

- 침체된 안양문화예술활동 정상화 및 지원강화 

5. 저출산 해결 특별지원대책 실시 
- (예비)신흔부부 보증금 저리융자 및 이자지원 

- 인구대책 및 지원 전담부서 새가족지원팀 신설 

-출산장려지원확대 

-월1회시장주관환영행사개최 

6.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안양 
4. 맘(MOM)펀한 보육특별시 -안S텅 무상교육 전면실시 

- 4대 권역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지원 확대, 거점별 청소년 

교육환경지원금확대 문화센터 추진 

- 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및 방학중종일 7. 인생 2모작 시대의 동반자 안양 
돌봄센터 확대 -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 

- 장애아동 특수치료교사 순흔딴무지원 - 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개발 
- 엄마들의 시정보육정책 참여 상설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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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10. 시민이 주도하는 특별한 도시채생 
-석수·인덕원정년스마트타운조성 -안양도시재샘학교설립 

- 청년창업기업 직접투자·지원을통한 활성화 - 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지원 확대 

- 안양시 및 산하기관 청년의무채용 대폭 상향 - 공동주택 노후배관 및 

- 청년정책담당부서 신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지원 확대 

9.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11.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안양 
-안양상권활성화재단설립 -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 

- 테마형 재래시장추진 - 장애인 문화·체힘여행을 위한 해피버스 운영 

-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다S딴{ 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생활일자리 지원 확대 

- 지역화폐 안양사랑상품권(종이류)의 근본 대책 마련 - 장애인전용특별교통수단 확충 

- 베리어프리 영화 정기상영 개최 

12.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 및 지원 확대 13. 안전특별시 안양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필터교처|비용지원 

- 유해물질 배출시설 이전 및 집중감독 관리 

(레미콘, 아스콘, 재개발현장등) 

- 도시숲, 학교숲, 차량 상습정체구역 오염저감숲, 

바람길숲등’테마숲’조성사업 

- 친환경차 보급 지원 확대 및 충전 인프라 구축 

- 빌딩 옥상 북색정원 조성 및 시설자금 지원 확대 

-GS파워 환경영흔팽가 재실시 

- 안양안전폴리스단 신설 

- 먹거리안전, 환경감시, 등하교교통지도, 

여성귀가안전 

- 안양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지킴이집 설치 

14.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첨단도시 16. 어르신을잘모시는안양 
- 인텔-SK델레콤 비즈니스연구개발센터 유치 추진 -국가치매안심센터 안양설치와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 시립 치매 전문병원 설립 

- 인덕원을스마트시티 관련기업 집중 육성지원으로육성 - 안양실버복합타운 조성 

-4차산업 관련 특성화 인재육성 지원 확대 - 권역별 어르신종합복지센터 건립 

(어르신 일자리센터 운영) 

15. 사통팔달 교통혁신 안양 -경로당의 가족센터로의 확대사업 지원 
- 지하철역 신설 (박달역, 비산역, 안양초교역) 

- 박달선수권 광역버노선 신설 17. 주말이 기다려지는 채미있는 도시 
-GTX 인덕원역 정차추진 (강남 10분) -스포츠 동호인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전절역 출입구 및 주민편의시설 신설 -권역별 생태놀이터 및 숲속놀이터, 

- 시민의견 반영한 버스노선 조정 및 신설 면-배동물놀이터 조성 

- 택시정류장 신증설 및 권역별 쉽터 마련 - 병목안캠핑장, 관악산 산림욕장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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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l선771 불훌법 
미LI 인터뷰 짧 민선 7기 안양시잠으로 

취임하신킷 !을축하드립니다-

초|대호시잠넘,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현명한 시민들께서 새로운 안양, 변화와 혁신의 

안양에 대한 갈망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깨끗한 준법 

선거운동을 올바르게 평가해 주신 안양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짧 앞으로의 J.I점 운영밤함 
소개를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市長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되고 시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 

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시 안%뇨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의 기본은 시민과의 소통입나다. 

지역의 현안들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고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구호를 ‘시민 

과 함께히는 스마트 행복도시 인양’으로 정하고 5 

대 비전, 17개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가 추 

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 

도록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참여와관심을당부 

드립니다. 



짜 

판딛'"'' DI좋뀌l 판를머Z뜯폐l요l 
“안양시, 상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김명원 (자영업 59, 동안구 평촌대로) 

20년 전부터 안양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비산동 관악산 입구에 위치해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요 

최대호 시장님에게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활블F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닥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양시 내 상권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서|요∼ 

“내 꿈은 멋진 워킹맘∼!” 

유미재 (주부 34, 동안구 경수대로) 

4년 전에 결혼하면서 안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4살짜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관두게 됐는데, 

3년의 경력단절로 인해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니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안양시의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동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부탁드랄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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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민섭 (학생 24, 만안구 안양로) 

이제 꿈같던 대학생활도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繼

그래서 그동안 생ζ「하지 못했던 취업 걱정이 한번에 몰려오는데요 

지금도 취 창업을 위한 정책이 있겠지만 취준생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저와 같은 청년층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섰으면 해요∼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정민(프리랜서 39, 만안구 만안로)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해온 지 5년이 넘었네요 

지금은 오피스셰어를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청년CEO들에게 기업이나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해간다면 

안양시 관내에 더 많은 일자리도 생겨나서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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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오늘 제8대 안양시의회가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뭇갚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시를 드립니다. 의장의 막중한 책무를 생각할 때 마음 한편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만 믿고 의장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조금 전 우리는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와함께 했던 이 선서의 의미를 잊지 

마시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주민과 안양의 듬직한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아무쪼록, 앞으로의 의정생 

활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하며 제8대 안양시의회가 주민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 

회로, 지역사회와 안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소통이 최고의 무기라고생각합니다. 소통을잘히는시람이 진정 능력있는사람이라고생각합니 

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의회와 적극 소통해 주십시오. 의회와 집행기관 

이 어려운지역경제와산적한현안에 눌리지 않고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가운데 지방자치의 동반자 

로 앞으로의 4년을 동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시의회가 ‘시민과 더불어, 더 대담하게, 더 당당하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 

도록, 제8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며 몇 가지 의정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꼼부하고 

연구히는 실력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의 4년을 힘차게 경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 

나다. 감시-합니다. 

2018. 7. 6 많시의회의장 껄 •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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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질빨및 

상임위원호l 

꾼설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5일 제241회 저1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6일 저12차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출로、시의회를 이꿀 

어갈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 

제8대 안양시의회 개원식 

저18대 전반기 의짙딴 및 저18대 전반기 싣엠위원회 구성 

김선화의장(민) 서정열부의장(한) 

구분 의회운영 총무경제 ’l‘ 보사환경 도시건설 

인원수 7명 7명 6명 6명 
--+--- --• -- } -- - -- -‘ 

위원장 I 이호건(민) 정맹숙(민) 임영란(민) 박정옥(한) 

부위원장 → |-박준 -모 - (민) + 김은흐 --|(민 - -)-•• , 이채명(민) ~-강기남 -(민) 
음경택(한) 음경택(한) || 서정열(한) | ! 초|우규(민) 
최우규(민) 이성우(한) I I 

위원 김경숙(한) 이호건(민)김필여(한) 윤경숙(민) 
최병일(민) 이은흐|(민)김경숙(한) 이재현(한) 
정완기(한) 정완기(한)최병일(민) 박준모(민) 

※ 더불어민주당(민), 자유한국당(한)으로 표기함, 



효K국영화의 황금기, 그 중심에는 ‘안양이 있었다 

명화의 중심지이자꿀의 나라를 일걷는 ‘라라랜드(내LA B며)’가 동S뻐|도 존재했던 것이다. 

효발영화계의 전설 ‘신상옥’ 감독과은막의 별 ‘최은희’, ‘황정순’01 사랑한 도시, 안양. 

화훌훌 A펌팅}는 이들은 안행| 모여 폼을 나누고 키워갔다.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園가 안앨#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동네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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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g띤l 밀를뺏다 
“영호}가 LH거l로 왔다” 

2018 ‘영화도시 안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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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영화도시 안양 이야기l 전시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동네 안양 

1 안양촬영소의 전경(국가기록원 제공) 

2 최은흐|, 신상옥 부부(좌측부터) 

3 안양영화 주식회사가 제작한 영화의 포스터 

4 안양의 첫 극장인 화단극장(한국영상자료원 제공) 

별들의도시,안양 

안양은 1960년대 힌국영화 횡금기를 이끌었다. 1957년 안양시 석수 

동에 건립된 동양 최대 규모의 ‘안Oef촬영소’는 촬영부터 편집, 분장 

등 영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제작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 

으며, 당대 최신식 기재들을 갖추고 있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성춘향 ‘빨간 마후라’ ‘벙어리 삼룡이’ 등으 

로 한국 영화계의 대표적인 영화제작자로 인정받는 故신상옥 감독은 

안%뇨촬영소를 인수한 후, 당시 한국최고의 영화시- ‘신(申)펼름’의 전 

성기를 안양과 함께했다. 80여 편의 영회를 제작하고 안양영회예술 

학교를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납북되었다가 귀국한 이후 

안양에 영화학교를 설립히는 등 안양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한편 안양에서 처음으로 영화교육이 시작된 것은 영화사 신필름 

이 안양촬영소를 인수하고 1967년 본관 건물에 고등학교 과정인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정식으로 개교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안양은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와 성결대학교 연극영 

화학부에서 영화 관련 인력을 배출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며 청소년영화인의 

꿈을응원하고있다. 



흑객 

찌 작 시 언앙영화주식회사, 
쇼브라더스 

강 륙 정형 

안양의 영호~AK史), 그때 그 영굉펠 한눈에! 

• 우 깅대쩌,적흥 
상영시간 75본 

연률올 맡은 장절 감독이 야 
쿠자두목으로 카메오 출연 
한다태국의교도소써틸 
흘한 절름발이 강인은 자기 
울구자로인든문열,범극 

형째를 짖으나 실패하고 므 
열의 어머니를쭉인다. ‘ 

지난 7월 20일부터 안.벼1물관 특별전시관에서 진행되 

고 있는 ‘2018 영화도시 안양 이야기’ 전시에서는 안양촬 

영소와 이를 기반으로 작업했던 영화사 신펼름, 감독 신 

상옥, 배우 최은희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영화제작의 메 

카였던 인양의 영화시를 조망한다. 

한국적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하며 한국영화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회배우 황정순은 시흥에서 태어나 여생 

을 안양에서 보냈다. 이번 전시에는 배우 황정순의 유족 

과 30년 넘게 안양에서 거주한 시민의 협조로 2006년부 

터 안양에서 여생을 보낸 배우 황정순의 유품과 수집 자 

료가 공개되어 안양의 영화 문화가 한층 더 풍부하게 선 

보여진다. 또한, 한국영화계의 큰 별이었던 신상옥, 최은 

희, 황정순의 활동자료 및 카메라 조명기 등 영화 관련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되며 안양의 극장과 영화교육 관 

련 자료들을 전시하여 안양의 영화시를 종합적으로 소개 

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영화제 

작의 메키-였던 안양의 영굉을 다시금 추억해 보고, 그 때 

그 시절의 영광을 디-시 한 번 곱씹어보는 것은 어딸까. 

째 학 사 안앙영화주식회사 
감 톡 신상육 
배 우 흩정회,신영균, 박노식, 

전앙지,도금봉 
상영시간 98분 

영종은 세자를 남기고 세상 
올 떠난다. 3명의 후궁틀g 
궁궐에서 쫓격나게 되뇨극 
충하나가복녀였다 가난꾀 
~ 벗어나기 위혜 명층의 시 
녀로궁궐에들어갔을때 
「녀는 이미 임신한지 l주일 
이되는때였다. 

흑권 

째 작 사 안앙영화 주식회사 
강 톡 횡풍 
배 우 이준구,모영,황가달, 
상영시간 91분 

예전 이소룡의 태권도 스속 
인 이준구와 황가달, 모뀔 
훌금보 등 당대 주연배。드 
~ 만든 권격영화이다 강될 
힐 절도 있는 손동작과 통쾌 
」 발차기로 확면에서 태권 
도의휠력을채우는데부 
힘이없다. 

시민칠뼈박물관 ‘영화도시 안양 이야기’ 

기 간 2018. 7. 20. (금) ∼ 201 8. 9. 9. (일) 

시 간 오전 9시 ∼ 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용8월 15일 (광복절) 개관 

장 소 안앙박물관 특별전시관 

관람료 무료 

문 으| 031-687-0909, www.ay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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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얀양시 
축삐〕}자는 취업박람회 

30℃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외출은 엄두도 나지 않던 

지난 7월 4일, 안양 6동에 소재한 인양과천상공회의소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쳤다. 

구직자에게 면접 및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2018 안양시 증빠가는 취업박람회’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았다. 

--r • 



취업, 알아야 성공효H각! 

혼자 하는 취업 준비는 막막하기만 하다. 재능이 있 

는 구직자라 할지라도 홀로 준비하며 일자리 관련 정 

보를 충분히 얻지 못 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안양시는 올 

상반기 동안 취업박람회 등의 채용행시를 33회 개최 

하여 구인기업을 발굴히는 한편, 시청, 동 행정복지 

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일자리상담 창구와 찾아 

가는 도서관 방문 상담 행사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인 ‘2018 안 

양시 찾。까는 취업빅댐회’가 지난 7월 4일 안양과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다. 

구직에 힘을 실어주는 취업박람회 

이번 박람회에는 뜸)핫시스, (주)에버그린, 뮤)모터 

트로닉스 인터내셔널코리아 등 강소기업을 포함한 

구인기업 24개사가 참여해, 생산관리, C때설계, 

마케팅, 연구개발 등 53개 분야에 지원한 구직자와 

면접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였다. 

안양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다운받 

아 미리 작성을 완료한 구직지는 당일 빅댐회장에 

서 채용면접을볼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구직자가 따로 준비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이 

력서 사진촬영 및 면접 메이크업도 부대행사의 일 

환으로 무료로 제공되었고, 전문기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스도 함께 운 

영되었다. 또한, 삼성에스원의 채용 담당자가 현장 

에서 첨단 보안직 공채설명회를 진행하고 구직자 

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마련되어 관련 직종 

구직지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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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안양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으| 면접 메이크업 부스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생생한 안양 

탬 

박람회장을 기득 메운 인파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구직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안양 

시는 이같은 구직지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안양청년옷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 

라, 면접 헤어 및 메이크업 사업 지원을 확대하며 극심한 취업 

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관내에서 진행되는 취업 관련 정보를 미리 미리 캐치하 

여구직에성공해보자! 

문의 안양시 일자리센터 031-8045-2498, 2409 

.훨 ”INI IN 

양진근씨(27서|) 

“박람회 현장에서 먼접을 

보게되어서긴장이많이 

됐는데 면접관분께서 편하게 

면접볼수있도록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네요” 

김명주씨(26서|)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워크넷에서 보내 준 

문자를 보고 참가하게 되었어요 

다S받 7 |업이 한데 모여 있으니 

돌아가며 원하는 기업의 먼접을 

볼수있어좋은경험이 

되었어요.” 



여성까족부 I ~!~!겠훌$ 

청소년충 
• 영 김가온 

nu~t : 010203-3456789 

• ‘ • ’ 서를II톨시 를률구 
셰를대흥 209 
회잉이띠를 101등 1803호 

훨웰 캐시1:11 1 흥mart률 짧 앵 固 C, 
레일롤러스 I (.l St。ry싸ay ~mart 

-률렐른흙꽃활륜훨톨훨를 

수능, 어학능력시험과 같은 각종 공인시험 , 

은행 , 국내선 공항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I「--- ~ l ”--- .. J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여 버스 ·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 · 카페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휴 레일플러스권ii+ 원패스 One pa왈 | 캐시비 앓핀 

만 9세 ∼ 18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청하면 됩니다 

GS걷5 롯데슈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더|시네마 메7펙스 엔제리너스 파리뻐l트 베스킨E멘스 나뚜루핍 빚은 던킨도닛 파스꾸찌 크리잭|도닛등 

꽤|스토리웨이 열차 내 이동식갤 코레일네트원스주챔9빠) 월패스 1 ~mart~ G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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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Green Park) 

II차유롭1-ll 뛰 어 보차 ! II 

넓은 공간을 마음껏 뛰어노는 반려건들과 

푸르른 공원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족들… 

우리 안g뻐|도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삼막애건공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서|요. 

위 치 삼막IC 교통광장 내 

운영기간 3월∼11 월 ※동절게12∼2월) 휴장 

운영시간 매주 호}∼일요일 10:00∼19 : 00 (월요일 휴장) 

※ 하절기(7∼8월) 연장 운영 10 : 00∼21: 00 

이용대상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건과 건주(무료입장) 

※ 13세 이하의 건주는보호자동반시 입장가능 

이용문의 안양시 식품안전과 031 -8045-2915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에서 하루놀기 

상공에서 바라본 삼막애건공원의 전경 

반려견과 즐기는 여유로운 산책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강아지는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다. ‘반 

려(伴f呂)’라는 단어에 ‘짝이 되는 동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려견을 위하여 견주들은 더 많은 것을 해 주고 싶어 한다. 액세서리, 수제 간 

식, 의류 등의 렛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반려 

견이 가장 필요로 히는 것은 바로 ‘주인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마음을 모를리 없 

는 견주들은 산책을 나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최근 발생한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 때문 

에망설이곤한다. 

이러한 견주들의 마음을 오롯이 반영한 삼막애견공원(Pet Green Park)이 지난 7월 8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장식이 진행되었으며 문제행동 교정 요령과 에티켓 등을 교육히는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반려동물 무료 건강검진 및 무료 부분 미용 부스 동물 등록 및 유기 

동물 입양 캠페인이 함께 펼쳐졌다. 



눈치 보지 말고 실컷 뛰어놀자! 

모두가 이용하는 일반 공원에는 강아지를 무서워 

하거나 싫어하는 시민들도 방문하기 때문에 산책 

을 하는 강아지들은 목줄을 착용하는 렛티켓을 

지켜야한다. 이는사람혹은강아지들간의 사고 

를 막기 위함이지만 자유롭게 뛰어놀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어 히는 강아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실망했던 강아지들이 

미소지을수 있게 되었다. 바로목줄을풀고마음 

껏 뛰어놀 수 있는 삼막애견공원이 개장했기 때 

문이다. 

삼막애견공원의 핵심시설인 반려견 놀이터는 

6,488m2 면적으로, 대형견, 중 · 소형견 놀이터 

등 체형을 고려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강 

아지의 체격별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 충돌 걱 

정을 덜 수도 있다. 활발한 에너지로 해피 바이러 

스를 선물하는 강아지 천사 같은 강아지가 스트 

레스를 풀지 못해 악마견으로 변하지 않도록 지 

금 당장 삼막애견공원으로 산책을 나가 보는 것 

은어떨까? 

---- --‘· 샅 

2018. 7. 8. 삼막애견공원 개장식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한마음 한뜻 

함꺼l 불러요∼」 
사랑과행복의하모니! 
안양문화예술재단 가족합창단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것이 합효비|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합창으로 화합을 

이뤄나가는 ‘안양문호뼈|술재단 가족합창단’. 

그들이 선사하는 사랑의 하모니를 들어본다. 



가족을넘어 

이웃과만드는하모니 

안양문화예술재단 가족합창단 

은 재단 문화커뮤니티 사업으로 

20끄년 5월에 결성된 기족합창단 

이다. 노래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며 가족과 화합하고, 이웃 

과 교류를 통해 이름다운 하모니 

를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재 13가 

족 45명이 활동하고 있는 안양문 

화예술재단 기족합창단은 2013년 

26 I 27 

안양문호때|술재단 가족합창단‘2017 정기연주회’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전국 시민 문화 클럽 한마당’에서 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성남시장상을,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전 시민축제 공연(9월), 정기연주회(12/15), 안양사랑 한마음 

국 생활문화동호회 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 합창제(피월) 참여 등 다‘t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 ‘가득’ 

합창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배려히는 음악이다. 끊임없이 안양문회예술재단 기족합창단을 이끄는 김형옥 지휘지는 

경쟁을 요구하는 현대시-회에서 조화와 하모니를 강조하 “아름다운 하모니는 따뭇한 소통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는 합창의 가치는 그래서 더 특별하다. 합창을 통해 위로 타인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자신의 목소리를 

받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족이 함께 보내 제대로 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 

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그 관계가 돈독할수록 기족의 힘 진 가족들이 모여서 부르는 합창은 더욱 특별한 감동을 

은 더욱 커진다.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한 안양문화예술재 주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해서 합창을 통 

단 가족합창단의 분위기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해 하나 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따뭇함과사랑의 에너지가가득하다. 기족의 경계를넘어 소망을전했다. 

다른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서로를 배 가족 간, 이웃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점점 부족해져 가는 바 

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쁜 시대, 가족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가족과 이웃 

1기부터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족은 “아이가 초등학 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족합창단 

교 2학년 때부터 기족합창단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이 되 에 관심이 있는 시민(안양시에 거주히는 가족 중 초등학 

었어요. 합창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교 3학년 이상의 2인 이상 가족구성이라면 누구나)이라면 

행복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올해 처음 입단한 매년 신규단원 모집 기간에 지원이 가능하다. 시민들에게 

기족은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걱정했는데 다른 가족들이 특별한 감동을 선사히는 가족합창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 더해지기를 기대해본다. 

요.”라고 말했다. 문의 안양문화예술재단 가족합창단 
031-687-0553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여전히 청춘 

’측#-! 센A낌, 0 11 ... -11표E→ ι 114그 l깜” ---
시니어학교급식도우미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저12으| 인생을 꿈꾸는 어르신들이 많다. 

특히 활기찬 노년을 위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인생이모작을 준비한 어르신들도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솟아난다는 ‘시니어 학교급식도우미’ 어르신들이 그 주인공이다. 



삶의 활력소가 된 급식도우미 활동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4일. 

만안초등학교 급식실 앞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위생 

복과 앞치마를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살가운 미소로 

반긴다.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더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얼굴 가득 웃음 

꽃을피웠다. 

“이제 조금 있으면 1, 2학년 아이들이 급식을 먹기 위 

해 올 거에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집 안에만 있다 

가 이렇게 나와 아이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아요. 

모두 손자, 손녀 같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답니다.” 

고 전한 이희용 어르신(73. 석수동)은 올해 3년째 급 

식도우미를 하고 있는 이 분야 베태랑이다. 지인의 추 

천으로 하기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삶의 활력소가 되었 

다고 소개한 어르신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좋 

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좋다며, 건강이 허락하 

는 한 시니어 학교급식 도우미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라고설명했다. 

임양임 어르신(72. 박달동)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일 

해 오다 얼마 전부터 만안초등학교에서 활동을 시작 

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실댔기 때문에 밥과 관련된 

일은 자신 있어 시작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히는지라 걱정이 앞섰다고 전한 어르신은 다행히 함 

께히는 이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며, 학교로 

출근히는 날은 언제나 설레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효밸 등 긍정적인 역할 이걸어내 

시니어 학교급식도우미는만 65세 이상어르 

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히는 노인 일자리 사 

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을 도모하 

는 것은 물론, 배식과 식생활 지도를 통해 1· 3세대 간 

의 예의와 친밀감 형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시니어 학 

교급식도우미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주2∼3회 하루 3시간 월 30시간 배식 업무 보조, 

식사 예절지도, 급식실 환경 정돈 등의 업무를 한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서는 관양초를 비롯한 20개 학교 

에서 133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집 

안에서 살림만 해왔던 할머니들에게는 사회활동을 지 

속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 하지만 어르신들은 늘 

해왔던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일을 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순양(80. 안양2동) 어르신은 “활동을 시작한 지 얼 

마 되지 않았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일을 히는 순간이 가장 즐겁 

다”며 “다른분들도 저희들처럼 건강하게 일 할수 있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안앙시니어클럽 031-455-0558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생활 속 피해가 늘어나면서 대기오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여러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깨끗한 환경과 에너지 

절익떨 위해 노력하는 효댄제품연구(대표 김세영}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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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연구는 자동차 보조용품 전문기업이다. 1990년 창립 

후, 출력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동차 보조용품인 ‘싸이크 

론’을 개발하여 한국 및 해외에서 특허를 획득한 것은 물론, 일 

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품연구의 싸이크론은 친환경 및 자동차 연비의 개선을 도 

모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자동차 내부로 흡 

입된 공기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엔진에 유입시킴으로써 완전 

연소로 고출력에 의한 조기기어변속으로 연료기- 절약되는 원리 

이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발생된 각종 유해 가스의 발생을 억제 

해 공해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김세영 대표의 설명이다. 

완전연소 추구해 ‘공해감소·언비개선’ 기대 

김 대표는 “싸이크론을 차량에 장착하면 출력, 연비, 

소음 · 진동 감소, 수명 향상 및 연소실내 카본 청소 

직-용을 돕고, 이로 인해 돌발적 급발진 사고방지 및 

엔진 화재방지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휘발유 

디젤, 엘피지(LPG) 엔진, 오토바이, 승용차, 회물차, 

대형버스, 선박 등의 엔진에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저소음 진동으로 인한 기기수명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완전연소로 인한 수증기 및 물 세척 효과로 

촉매장치의 수명과 기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저|품 

김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엔지 

니어 출신으로, 미술에도 조예가 깊어 기아자동차 중 

앙기술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지동차 디자인업무로 

봉고9 마이너 체인지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1990년 한국제품연구를 창업한 이후에는 국내 에너지 

절약 유공지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발명전 

에참가해수상한경력이 있다고김 대표는전했다. 

김 대표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제품에 관심을 갖 

고 항싱- 연구 개발하는 자세외-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환경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 

하지 않으면 자동차 공해 현상으로 인해 지구 온난 

화 현상 심화와 공해 유발로 인해 미래 세대 아이들 

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출고한다면 공해 

감소와 지구 온난화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한다”며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강조했다. 

문의 한국제품연구(KID디 

031 -469-8195 
http깨www.cyclone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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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비H인식 개선 

문화예술활동가 

백종하화가 

E배를 지닌 호}가였지만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 이름이 오랫동안 ζ벤된 이들이 있다. 

정신분열이 있었던 빈센트 반고흐、 하반신이 불편했던 

프리다 칼로등 대중의 편건에 맞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오래도록 A~람뭘|게 기억된 호~7~들이다. 

여기 세상과소통하며 자신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호~7~.가 있다. 바로 블딸 E배를 가지고 있는 서른 살 

청년백종하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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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뚝딱, 

사진같은그림한장 

지난 7월 3일,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부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주민들의 발길이 하 

니둘이어졌다. 백종하화가와책상 

을 마주하고 앉아 캐리커처를 의뢰 

한사람들. 

“한번보고 1초만에 이렇게 내 

얼굴을 잘 그려내다니 놀랍기만 

하네. 20년은 젊게 그려줘서 너무 

미옴에 들어. 집에 걸어두고 자식들한 

태 자랑해야겠어.” 친구와 함께 행정복지 

센터에 들렀다가 캐리커처를 받게 된 임락선 어르신 

은 “잘 나온 사진보다 더 마음에 든다”고 덧붙이며 활 

짝웃었다. 

이날의 행사는 안양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장애 

당사자 재능 활용 장애인식 개선 ‘백종하 희망을 그리 

다’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요청에 의해 캐리커 

처를 그려주는 활동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 

지 계속된 활동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내는 칭찬에 수줍음 기득한 

미소를 머금은 백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이 이 세상 

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 

5분캐리커처를선물 받은시민과백종하호~7~ 

내가행복할수있는일은 

사람들을웃게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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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화가에게는두가지 수식어가붙는다. ‘발달 

장애 청년’,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문화 

예술활동가’. 자폐성 장애 2급인 그 

에게 이런 수식어들은 사실 별 의 

미가 없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희 

망을 그려주고 그림을 통해 세상 

과 소통하며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기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한자와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쉰댁지의 주인공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백 화가. 만화 

에서 본그림을기억했다가따라그리거나한번본사 

람의 특징을 찾아서 캐리커처로 그릴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은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경기도 장애인 종합예술제 미술부문 대상, 제l회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미술작품공모전 대상 등 크고 작 

은 공모전 수상 경력도 수두룩할 정도로 그의 재능은 

뛰어났다. 하지만 재능을 활용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 

은 상황에 그의 엄마 박현숙(56세)씨가 노력을 거듭한 

끝에 안양시로부터 재료비와 강사료 등을 지원받아 

장애인식개선활동사업을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5분 캐리커처, 종하부채, 종하액자 등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이나 축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사람들 

과소통하며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백 화가. 자신의 재능기부로 사람들을 

웃게 하고즐겁게 해 줄수 있어 행복하다는그. 뜨거 

운 햇살만큼이나 찬란하게 빛날 그의 인생에 찬사를 

보낸다. 

활동 신청 문의 사단법인 효택장애인부모회 안양시지부 

031-474-3356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I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선조들의 얼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문호}재는 

조상들이 남긴 선물이라고 할수 있다. 

이에 안양시는 점차희미해져 가는 우리 문호}재에 대한 

관심을환기시키기 위해 향토문호}재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막사삼구|자와 염불사부도군, 안양사부도, 자유공원 지석묘, 

삼막사감로정 석조 등을 향토문호}재로 지정하였다. 

지역정추| 
τ1人란히간직한 

안양시향토문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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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배움마당 

상쾌하고즐겁케 
내몸깨우는법 
평촌아트홀 필라테스·발레·요가 아카데미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지는 여름, 

이번 여름만큼은 관내에서 진행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작심삼일(作心三日)과 영원히 이별해보자∼ 



심신(心身}을 단련하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환경 때문 

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얻게 된 현대인들에게 요가 · 

발레 · 필라태스 등의 운동이 인기를 꿀고 있다. 바른 자 

세는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 비틀린 척추와 자세를 바로잡아 교정하 

면 굽었던 목이 곧아지고 웅크려졌던 등이 펴져 숨은 키 

를 찾는 등의 변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울어 

진 골반이나 구부러진 다리 또한 제자리를 잡게 되면 전 

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매를 기꿀 수 있게 된다. 꾸준히 

운통한다면 곧추선 몸은 물론 내 몸에 숨어 있던 바디 

라인과도 만나게 되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다. 관내 평촌 

아트홀에서도 요가 발레 필라태스 등 내 몸을 건강하고 

싱쾌하게 깨울 수 있는 다잉댄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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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채우는 새로운 시작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을 단 

련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복부 근육이 강화되는 것 

을 느껄 수 있다. 요가와 발레 필라테스 모두 코어 근육 

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지속할수 

록 몸의 윤곽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주최히는 평촌아트홀 문회예술아카 

데미에서는 모닝 필라테스, 몸을 살리는 태라피 요가, 라 

인 치유 요가, 어린이 발레, 성인 발레 등 우리 몸의 선을 

살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칭 교육을 진 

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문·음악· 미술·무용·창의 

예술 5개 분야의 아카데미 연 3회 4개월 단위로 수강생 

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예술이론 강죄는 물론, 체 

계적인 실기강죄를 진행하고 있다. 균형감각과 더불어 

복부, 하체 힘까Aj 기를 수 있는 다OJ한 운동을 통해 직 

장, 공부, 인간관계 등 나를 가만두지 않는 스트레스로부 

터 벗어나보자. 

I펜l 평촌아트훌 O바데미 3학기 수강샘 모집 

수강기간 2018. 9. 3. (월) ∼ 12. 22. (토), 16주 과정 

접수기간 2018. 8. 20. (월) ∼ 8. 31. (금) 

접수방법 온라인(www.ayac.o「 k「), 전호K031-687-0553), 

현장(평촌아트홀 1층안내데스크) 

개설강좌 인문, 음악 미술,무용, 창의예술 5개 아카데미 

인문 오페라글라스, 서양미술감상, 클래식산책, 예술인문학, 서양 

음악순례,오페라시티 

음악 ; 우쿨렐러|(초급/중급/앙상블), 성악(초급/앙상블), 색소폰(입문/ 

초급/중급/앙상블), 바이올린(초급/중급), 플루트, 통기타 드럼 

(초급/중급/토요반) 등 

미술 ; 연밀화 수채화 유호t 수묵호H초급/중급), 채색화 등 

무용 ; 성인발러|(초급/중급),살풀이,승무, 진도북춤, 퓨전국액난타모닝 

필E뻐|스몸을살리는터|랴피요가라인치유요가어린이 발레등 

창의예술 어린이연극놀이,어린이디자인교실등 



‘오h여름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철! 

너도 나도 여행지로 떠날 준비가 한칭언데요 

여행의 설램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느길 수 있죠

가방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볍게 싸고 

알찬 루트를 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사전에 여행지의 관련 꿀됩을 확인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전국 믿빵 곳곳 교통패깐로 한번에! 

기차이용권 ‘코레일 하나로패스’ 

이용대상 18세 이상 내국인 

유효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3일 

이용가격 65,000원 

대상열차 ITX-청춘, 새마을(IT×-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의 입석(자유석) 

운영기간 연중 (실 추석 등 특별 대수송 기간 제외) 

고속버스 정액권 ‘EBL 패스’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유효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4일(금 토 일 제외) 

이용가격 75,000원 

대상버스 8개 업체 우등 심야 일반버스 이용 가능 

(http ://www.eblpass.co. kr 참고) 

유의사항 동일노선 1회이상이용불가 

(설, 추석 등 특별 대수송 기간 제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여행 경보 제도, 여행 시 

챙겨야 할 여행 체크리스트, 영사콜센터 안내 등을 

제공하고있어요 

효박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계절·테마·지역별 여행코스와 국내 축제 및 

행사일정I 추천여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屬

‘효율적P로’ 짐 싸는 물탑! 
고, 

- 브러쉬모(毛)는 소형 지퍼백을 이용해서 보호 

- 액체형 화장품은 렌즈액 용기에 깔끔하게| 

- 옷은 접지 말고 돌돌 말아서! 

- 셔츠 깃에는 벨트를 말아 넣어 구겨지지 않도록| 

‘만전한’ 며햄을 위한 사전 정보 
、ι」x

영사콜센터 001 - 822-3210- 0404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최근 안전소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현지 질병정보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www.t「avel i nfo. cdc.go. kr) 

기내 반입 금지물품 인천국제공항(www. ai 「po「t k「)

현지 세관 정보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ww.customs.go.kr) 

문화체육관광부, 효펙관광공사 

‘저스트 터치 잇 (Just touch it)’ 

해외에서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비언어적 

인천공항가이드 

인천공항에서의 출·입국 및 공항 내 경로 안내, 

통·번역 서비스 및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정보, 

38 I 39 

공항 밖 주차 가능 대수, 출국장 혼잡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요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마음의 한 줄 

넓은 서l겨|를 마주하는 
가장 쉬운 방법, ‘독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만약 내가 (다른 01들보태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먼,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고 말등 

우리가 어깨를 빌랄 수 있는 거인은 누구일까? 

독서야말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방법이다. 

위대한 이들이 남긴 책의 책장을 넘길수록 우리는 한층 더 발전될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찜을 낼 수 있는 방학과 휴가칠이 있는 8월, 

독서와 함께한다면 더욱 즐거운 시E」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바깥은여름 
김애란지음 | 문학동네 I 2017 

r바깥은 여름」은 2012년부터 2017년 봄η~J;: j 여러 문학 잡지에 

실렸던 김애란 작가으| 7편의 글들을 모은 단펀 작품집이다. 일 

곱 작뭘{| 등장하는 이들 모두 주변에 흔히 보0 1는 이웃처럼 

펑범하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둔 부부, 몇 년째 공무원 

시힘을 준비 중인 젊은 남녀, 다문화 가정의 아이, 학괴장의 눈 

치를 보는 시간 강사 등이다 저자는 ‘나’와 ‘타인’으| 경계를 흐 

릿하게 함으로써 타인의 불행에 함께 젖어들게 한다 타인의 

불행으로 치부했던 것을 ‘우리의 불행’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렇게 상실의 상처는 우리으| 상처가 되어 바깥과 안으| ‘온도’를 

조정해나죠H二t 

라 플 

콜라플(COLAPLE) 

임채연 지음 | 호이테북스 I 2018 !~!:! '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독자적으로 01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최근에 기술은 나누어지며 갚어지고 있어서 홀로 

완성하기가 힘들다 이 책의 제목 ‘콜라플{CO내Fl.£)’은 협업하 

는 인간. 즉 콜라보레이션 피플OJ8t:Dra빼 면φe을 의미한 

다. 여기서 저자는 협업을 통해 사일로와 매너리즘에 빠진 조 

직을 강력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수펑적 문화 대신 수직적 문호r7r. 논의와 협력 대신 명령과 지 

시가 지배하는 조직으로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협 

업의 시대에 발맞춰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서|우고 집단지 

성으로 활용하는 지혜가요구된다 



al18년 훈예회판과함째하는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E빠는 

게임속의 
오케스트라 

메이를스토리 

• • 
〉〉、

2018. 8.12 <일) 5빼 | E멍Of를핸터 핀악흩 

R여 ‘안얻 I S씌 Z인잉 I ·소녕 1만앤 

2이8요망아티스트시리즈|| 

이소정의 
[)c£聊e와P뼈'119-

·’ 

----
검ft. 
X갑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게임 속의 오케스트라〉 

일 시 2이 8. 8. 12. (일) 17시 

장 소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관람료 R석 40,000원 (청소년 10,000원), 5석 20,000원 

문 으| 031-687-0500 

1985년 창단 이래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에서 매년 90호| 이상 연주활동을 하 

며 대한민국 교향악의 위상을 높여 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안양 

에서펼쳐진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정적인 스토리와 맞물려 감정선을 울리는 음악들로 큰 사 

랑을 받아 온 ‘메이플스토리’의 게임 OST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 

다 지휘자 황미나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호흘과 더불어, 대형 영 

상화면이 주는 시각적 즐거움까지 더해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공연을 선사할 것 

01다 

2018 안양 아티스트 시리즈 || 

<01소정의 I Love A Piano> 

일 시 2018. 8. 24. (금) 19시 30분 

장 소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40,000원 

문 으| 031 -687-0500 

‘미스 사이공’, ‘드라큐라, ‘알라딘’ 등 세계 유수의 뮤지컬의 주연을 맡은 실력파 

뮤지컬 배우 이소정의 매혹적인 보컬과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조화 

를 이루는 ‘01소정의 I Love A Piano'가 진행된다 재즈의 방대한 변주를 들려주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과 서|계 3대 더블베이스 콩쿠르의 

두 정상을 석권하며 더블베이스의 한계를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베이시스트 

성민제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유명 뮤지컬 곡부터 재즈 명곡들까지 모두 

선보이며 매혹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문화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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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뮤지컬/연극 

인형극개와고양이 

10'.10, H2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단체석 10,000원 

개인석 6,000원 

음악/쿨래식 

2018 문화가있는날 
작은 음악회 소소한음악회 

19:30 

안양아트센터수리홀 

전석 5,000원 

앙 031-68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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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토 

~ Wave in ANYANG 
도시 안양 이야기 (7.20∼9.9) 

ts:o[]

r물관특별전시관 

L-687-0909 쇼
 따 

2 

E될기 활동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14:00 
벌말도서관 

재료비 15,000원 

앙 031-8045-6303 

3 4 

광복절 

광복기념음악회 

f 시민공원 

!대 

1-687-0574 

8.23 

9 10 
공연 

채즈나이트 (8.10∼8.27, 매주금/토) 

woo 
학운공원 오푼 스쿨 앞마당 

무료 

ft 031-687-0916 

17 
뮤지컬/연극 

가족뮤지컬피노키오 

lQ:lO, n:2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개인석 10,000원 

단체석 6,0〔〕(〕원 

ft 010-7559-0838 

-”--‘b • • ”‘------

23 24 
모던소리나들이 

작지만확실한행복 

19:30 

밸 ]
수 m 

터 펜 πι 탠-m % 
lfl 이μ1l4 멍 석 떠 안 전 au 

30 .l 31 
전국시잉소년소녀힐창쩌l 

싸·~t1t득τ」‘ 공연 

썩복냐 저126호| 전국시립소년소녀 

2018.~: ~l l급I:~::: 합창제 사랑가득행복나눔 

19:30 

-를롤 | 안앙o~트센터 관악흘 

‘.---등를를;등를를 선착순 무료 
- • .,,._...,,:<> ft 031-687-0547 

-- - ”--

11 
생태교육 

우리가족생태교실 (8.11/8.18) 

lo:oo∼l i:30 

안앙천생태이야기관, 

화장습지 

l인 3000원 

ft 031-8045 5203 ~ 
18 
음악/발표회 

꿈의학교 몸으로 소리쳐요 
사춘기 dance2기 

rn:oo 
안앙아트센터수리흘 

무료 

앙 010-8595-4562 

rKBS 전국노래자랑(안양시편)」 
개최(녹호” 
noo 
안앙실내체육관 

앙 031-8045-2062 



예심및참가접수안내 

- 예 심 : 2이8. 8. 22. (수) 오후1시 / 평촌아트홀 

참가신청접수 

- 기 간 : 2018. 7. 30. (월) ∼ 8. 10. (금) 

※ 선착순 접수로 기간 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대 상 ; 안양시민 및 안양시 관내 직장인·학생 

우선접수 

으| ; 안앙시 문화관광과(031-8045-2062) 또는 

접수기간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도 가능 

를KBS 

「l<BS 전국노래자랑(안양시편)」 

개최(녹호” 

E그 - -,
」-

시 : 2018. 8. 25. (토) 오후1시 

소;안양실내체육관 

시민노래자랑 및 인기가수 공연 

일
 
장
 
내
 

도~ 
C그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는 과세제외 

-개인사업자균등분 ; 과세기준일8월 1일묘배에사업소를둔개인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8월 1일현재관내에사업소를둔법인 

납부기간 : 2018. 8. 16. (목) ∼ 8. 31. (금) 

편리한납부방법 

-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에서 조회 납부 

- 스마트 고지서 납부 스마트폰 업 다운로드 후 조회 납부 

- 기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납부 

-ARS 전화 납부 ; 전화 1544-6844 이용 납부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a 031-8045-3290, 3374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ft 031-8045-446끼 4469 

안양시 세정과 ft 031-8045-5545 

공동주택 RFID방식 종량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삐鐵활l빨훌 繼짧 
‘잊를월- -“ 훌웰껄a 

1~ ’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편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 RFID 종량기 설치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I 

관심있는공동주택에서는신청바랍니다 

RFID방식 종료때|란? 

각 가정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만큼 수수료가 부과 및 

징수되는종량제방식임 

기 간 : 2018. 7. ∼ 예산소진시까지 

대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kg 당 45원 

•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무자 

-개인균등분 

,It靈흙』!Im 

RFID방식 종료때|으| 장점 

- 교통카드 인식으로 배출구가 자동 개폐되어 

배출시 위생적이며 깨끗함 

- 버린 g반큼수수료 납부로S럴때|효과적(수분제거 시 효과높음) 

- 음식물쓰레기 발생 즉시 배출이 가능하여 집안 내 악취 미 발생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입주자대표회 결정문 사본, 주민동의서 

※ 안내문 및 서식은 안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가능함 

으| ; 안양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ft 031-8045-5755 무
』
 



。 개빨~I한구역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싣빨규정 
폐지안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란 

-허가없이불법으로컨테이너및건축물(광t물을설치하는행위 

- 비닐하우스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영업장, 작업장, 창고 

등으로사용하는행위 

-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허가 없이 토지를 50〔mOI상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 축사를ξ업장, 창고 등으로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행위 

- 임야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거나허개신고)없이 나무를 베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 고발, 이행강제금이 년 2회의 범 

위 내에서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이행강제금은 당초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였으나 법 

령이 개정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액이 폐지(2이8. 1 . 1 시행)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 

30조으12에 따라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으| ; 안양시 도시계획과E 031-8045-5124 

안양시 만안구 건축과 ft 031-8045-3455 

안앙시 동안구 건축과 얻 031-8045-4461 

열린귀로듣고 
진심으로소통하는 

안양시 열린 콜센터 031-8045-7000 

궁금한 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세요Ill 

안앙시 콜센터는 자체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운영시간 ; 월∼금 8시 30분∼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당직실로 연결 

? 않천생태이야기관생태교육 안내 
| 。|

근 

여름방학안양천탐사 

시 ; 8월 1. (수), 4. (토), 8. (수) 10:00 ∼ 11:30 

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육내용 ; 어류채집및관찰 

참 가 비 : 3,000원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rive「 anyang.go.kr) 또는 전화 신청 

문 으| ; 안양시 하천관리과 윈 031-8045-5203 

창작교실 

일 시 ; 8월 4, 18. (토) 14:00 ∼ 15:00 

주 저| ; 대나무물총만들기 

대 상 ;5서|∼초등 4학년 

장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1층 체험교실 

참 가 비 : 3,000원 I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ive「 anyang.go. |〈「) 또는 전화 신청 

으| ; 안앙시 하천관리과 얻 031-8045-5205 

우리가족생태교실 

일 시 ; 8월 11, 18. (토) 10:00 ∼ 11:30 

즈l
 

저| ; 맑은물을부탁해! 

상 5세 이상 자녀를 포함한 가족 (보호자 신청 필수)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 H
;q 
0 

참 가 비 : 3,000원 I 1인 

신청방법 홈페이지(h깐p ://rive「anyang.go.때 또는 전화 신청 

문 의 안양시 하천관리과 얻 031-8045-5205 

다~하고 복즙k한 복지제도를 
전문상담사가 원-스톱으로 알려드리는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친구친구) 

전화 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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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디움투어 

。

• 

용 ; 스타디움 투어와프로축구 선수들의 동선 체험 및 

축구클리닉체험 

이용시간 2018년 10월까지 /10:30 ∼ 11:30(1시간) 

이용연령 6서| ∼ 13세 어린이 

이용인원 30명 이내 (유치원 초등학교 1개 학급단위 신청가능) 

신청문으| . 유선 접수 FC안양 사회공헌텀 ~ 031 -476-3500 

이 용 료 ; 모든체험교육무료 

위 치 ;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체험내용 

FC인양 촉구료k험대 무료 'd체견학 프로그램 

목 적 ; 시민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하여 시민 

생활을 종합적으로 측정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합리적기초자료로제공 

조사기간 2018. 8. 28. (화) ∼ 9. 11. (화), 15일간 

조사기준일 2018. 8. 28. (호0 0시 기준 

조사규모 ; 표본 1,200가구(만15세 이상 가구원 전부) 

조사내용 가족·가구, 환경, 안전 시정 등 50개 항목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결과공표 2018. 12월 

문 으| ‘ 안양시 예산법무과 ft 031-8045-5525 

※조사원이해당표본가구방문시조사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안양시 사회조사 실시 

6월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검사결과 

안양천, 학의천, 수~전, 삼성천) 

2018년 5월평균 

검사일시 ; 1일 1회 이상수분석 

검사대상 ; 안양하수처리장, 석수하수처리장 

검사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7개 항목 

검사결과 적합 

방류하류 안양천(재이용수 

。

-------- -.. -- -~.-- -- ------

(〔~(뼈〕D iJ뼈S •- (빼 ryQ) 「I (-매 ;iθ 풍關? I뽑 구‘ 븐 BOD 
(mg/잉 

------ - ----- - -- - - - - - .. - - -‘ 
법정기준 1001하 4001하 1001하 2001하 OS:〕봐 30000 1하 101하 

-- ------•--
안양 1.8 9.5 1.9 6.476 0.095 110 0 

하수처리장 
}-----------

/「서-끼「、 
2.8 8.6 3.2 5.5 0.136 152 0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2.4 8.2 2.7 5.303 0.1 02 98 0 
---}-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가정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더럽혀지 

거나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하천으로 되돌려 보내 

는곳입니다 

문 의 안양시 하수과 하수처리팀 윈 031-804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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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문학야간강좌 (음악분야) 

옳~I태t푼t6을. 

• 

y}-츠혀 
, ’ '-

-꾀희 t.l!.. 

」RZZ
NIGHT 

8/28 (와) | 오페라 입문1 (오떼라의 이해, 비밀 그리고 상식) 
9/4 (와) | 오페라 입문2 (작곡가와 성악가) 

9/11 (와) I 베스트 아리아 감상 
9/18 (와) | 해설이 있는 오페라 (푸치니-라보엠) 

*샤전신청 : 2018. 7. 23. (월) ∼ 8. 27.r월) 

*교육기간 : 2018. 8.28. - 9.18. 

*신청방법 : 인양시평생교육원 용떼이지 수강신정 
-http : //lea「ning.anyang .go .k「 바로가기의 

‘인문학야간강좌’ 클릭 

*장 
*대 

(매주확요밑,져내7시-9시) 
소 : 동안평생교육센터 3증ζ멍 
상 : 시민누구나(선착순 230명 /무료강좌) 

• 사전수강신정지얘거|는 ‘강의노트동. 지급 
• 인터넷사횡|어려운시민올위뼈방문접수뱅앵 
• 사전신정없이도강의당일수강가능 

의 : 평생교육과 031 )8045-6012 



。

야* 암양시 안양시 찾아가는 평생교육 

훌}반기참여됨필칩 
두드림강획란? 
시민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학습 팀을구성하여 배우고자하는 평생교육강좌{기초입문단겨|)와시간, 학습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하면 선정과정을 거쳐 강새배를지원해 드리는요방시의 찾아가는평생교육사업입니다 

2018년 
하반기 
모힘요강 

※일정은사정에 

따라변경될 

구분 하반기 기타 

지원규모 25개강좌 
- 선정팀 강사 및 학습자는 진행 설명회에 

신청기간 2018. 7. 16. ∼ 8. 20. 
반드시참석하여야함. 

선정발표 2018. 8. 24. 16시 이후 
(장소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강당) 

사전설명회 8. 29. (수) 14:00 ∼ 15:30 
- 선정발표는 홈페이지 신청란 직접 확인 

교육기간 2018. 9‘ 3‘∼ 12. 8. A 。|으 
-「 λλI그 

신첼방법 •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Al (learning.anyang.go.kr) 두드림 강좌「강좌신청」맨| 학습자 

온라인 신청 대표가 신청 (구성원 개인정보 취급 책임포함) 단, E빼인 및 기타사회적 배려대상자 팀 중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서 작성 항목은 누락사항 없이 성실히 기입하여야함. 미기재 및 허위기재 시 선정에 

영흥렬주며 추후 명의 도용등허위기재가발견될 경우교육중이라도선정이 취소될 수있음 

문 의 안양시 평생교육과 031-8045-6015∼17, 6011∼12 

이달의 공기정회식물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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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세나 자넷 코레이그(황금죽)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 다소 무관심하게 기르거나 빛이 희미하게 드는 

장소에서 길러도 잘 건디는 편이다 

• 추위와 직사광선만 주의하면 키우기 쉽다 

• 실내 휘발성 유해물질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제거능력이좋다. 

(안양시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추천) 

아01 너|(헤데라)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공부방 

• 개발 품종이 많아 잎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실내의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이 높지만 대체로 높은 기온에 약하다 

• 실내 유해물질 가운데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우수하다 

• 음이온 발생량과 상대습도 증가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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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안양문화예술재단기획전 

오늘의온도 
이。7 며 9 。~~김필래 Kim Pill Rae 

김혜련 Herian Kim 

남경민 Nam Kyung Min 

박형근 Park Hyung Geun 

요 원 Yo-one 

최종희 Choi 」ong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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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I Anyang Arts Center - Gallery Midam 

안양아트센터 갤러리미담 

Date I 2018. 9. 7. Fri. - 9. 21. Fn. 

Opening Hours I 10:00 - 18:00 



저126호l 

천국Al럽소년소녀합빨저l -

7l- .... 

-

• 를
 

---- l」

• 안양아트센터관악홀 
〈전석선착순무료〉 

l;훨~H톰l 안앙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고앙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과전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구시럽소년소녀합창단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l핏펠뜯괴l 안앙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남앙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포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문의 0311687-0547 주최 안양문확역|술재단 

후원 야i 암양시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채용정보 

|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주닦니반 음성언어치료사 흐렉및경력무관,재훨학전 경기도의왕시이미로 02-575-2959 월급 250∼291 만원(먼접 후 협의), 
모집 (1 명) 공자요탄거주자음성언어 40 (포일동) 주5일 08:30∼17 : 30, 퇴직금, 4대보힘 

치료자격증,컴퓨터활용능 용이메일지원 dhkim@unibahn.co.kr 
력우수자운전7f능자우대 

주식회사모던비전 IT 기술영업 초대휠2∼3년뉴대졸(4년),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031-689-3766 월급266만원(면접 후협으|), 식사제공, 
경력사원 경력3년 이상, 컴퓨터활용 53 (포일동) 주5일 09:00∼18:00, 퇴직연금, 4대보힘 
모집 (1 명) 능력우수자우대 용이메일지원 aschoi@mvtech.kr 

신도OA인양 복사기엔지니어 학력및경력무관,잔신학전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421 -8080 월급 175-191 만원(면접 후 협의), 
모집 (2명) 공자운전면허,컴퓨터활용 평촌대로 99번길 주5일 09 :00∼18 : 00, 퇴직금, 4대보험 

능력우수자우대 (호계동) 

주식회사파인이엠텍 경리/회계 사원 흐랙및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463-8983 월급200∼300만원(면접후협의),중식비 
모집 (1 명) 덕천로 38(인앙동) 지급, 주5일 08:30∼17 : 30, 퇴직언금, 4대 

보힘 용이메일지원 boram@cafeel.co.kr 

이엑스테크놀러지(주) 경리/회계 사원 학력 무관, 경력5년 이상,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2-401 -2040 월급 166만원(먼접 후 협의), 상여금 별 
모집 (1 명) 전산세무회겨| 자걱증, 컴퓨 관악대로359(관앙동) 도, 주5일 월/화/목 08:30∼18: 00, 수/금 

터활용능력우수자 인근거 08:30- 17:00, 토|직연금, 4대보험 ·이메 
주자, 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일지원 swjung@extechnology.co.kr 
대상자우대 

세광·~법(주) 건축설비기술 학력및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 -420-8833 월급2따375만원(면접후협의),중식비 
사원모집 (1 명) 학의로 268 (관양동) 자급,주5일〔8:앞18:00.,토|직연금,4대보험 

*O |메일지원 se-kwang@da um. net 

에이치캠글로발 플라스틱 재료 내 고졸∼대졸{4년),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10-3686-3761 월급 208만원(먼접 후 협의), 중식비 지 
수영업사원모집 경력무관 학의로282(관양동) 급, 주5일 08:30-19:00, 퇴직금, 4대보 
(1 명) 험 *OI메일지원;바1애때7ffi없aumnet 

(~):?.성레이져 CNC절곡기 흐R력무관, 경력5년 01상 경기도군포시공단로 010-4084-4092 월급2밍∼300만원(먼접 후협의), 중식비 
조작원모집 (1명) 104번길 11 (당정동) 지급, 주5일 08:30-20:30, 토|ξ담, 4대보힘 

얘|메일지원 01여@띠뼈@hanmail.net 

큐리온종합건설(주) 건설회사경리/ 학력및경력무관,건설/설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70-7462-3138 월급 100∼200만원(면접 후협의), 
건축기사 비공학전공자 건축기사자 관악대로 486 (관앙동) ε뼈금별도,중식비 지급,토|ξ담, 
모집 (1 명) 격증,운전가능자 컴퓨터활 4대보험 주5일 09‘m∼18:00, 

용능력우수자, 지방출E탄 ·이메일지원 qrion밍174@daum.net 

무가능자우대 

(주)티피엠에스 밀링선반활용/ 고졸∼대휠4년), 경기도군포시고산로 070-4610-0779 월급잃3만원(면접후협의), 식사제공, 
오토케닥3많용 경력3년 이상, 166 (당정동) 주5일 09:00∼18: 00, 퇴직금, 4대보힘 
경력시원모집(1명) 밀링,선반자격증우대 ·이메일지원 yasuri@totalpms.co.kr 

E문의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석수 · 만안 · 삼덕 · 박달도서관 독서문호}강좌 수강생 모집 
운영기간 . 9. 10. (월) ∼ 12. 12. (수) (※ 도서관 및 강좌별 상이) 

대 상 어린이및안양시민 

신청방법 안양시 도서관 홈페이지(lib . anyang.go.kr) 

→각 도서관 페이지→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각도서관어린이자료실 

{ E싫-「 운영。환]짧펄활 

문 의 

세부내용 

2이8년 8월 석수도서관 홍보자료 

우엿과목 

시가흐르는 

힐링플라워 
화10: O〔)-12:00(12호|) 일반 

화14:3(}-16:30(12호|) I I n 
I I 031-
1 8.22.(.~) I 

수 10:00∼12 : 00(12회) | --,- I 8045-
' 10시∼ | 

.A;j:_ 스 I 6134 
목10 :0(}-12 :00댐|)대한 

초등3-4 I 화16:30∼·18:30(10호|) 

6구세 

일반 

|;강사 

2018. 8. 14. (호싸 8 28. (화) 카「 에 
10:00 ∼ 12 : 00(3차세 。 ” 「

。 I.A.I
-「

연
 기
 

자
 야
 

속
 이
 

심
 
땀
 

도
 L 1주제 

일반 
8045-
6135 

2018. 9. 4. (호” ∼9 18. (호” 
10:00 ∼ 12 : 00(3차시) 

나무의삶에서 
치유받는인간 

2주제 남효창 

끊
 램 

2018. 10. 17. (수) ∼ 11. 7. (수) 
10:00 ∼ 12 : 00(4차시) 

웬
 삶 

자
 받
 

의
 
룹
 

심
 
집
 

도
 -4 

ft 
3주제 

창의수학 

동화미술 

만 
안 

으| . 석수도서관 독서진흥팀 ft 031-8045-6116 

ft 

。|니「 
2 

바。
도
 

E「-
찌
 

과
 -불
 

소
「
-채
「
 

내
나
 -EE 

여
「-
그
 
성인독서토론 

유아영어 

스토리델링 

동호}클레이 

어린이효택사 

人}
C그 

더 --, 

석수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주 제 변호}와격동의역사문학으로읽기 

일 시 . 2018. 8. 21. (호” ∼ 10. 26. (금) (10차시) 

대 상 . 각주제별안양시민 80명 

장 소 ; 석수도서관 4층 시청각실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접수 

모집일시 : 2018. 7. 24. (호” 10시 ∼ 선착순 마감 

내 용 문화와 역사를 통섭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 

1"1lc:> 기- 르/、l I과사 

는
 1 

;
。
“
H
「

햄
 미
바
 

빽
 환 

월 13:00∼15 :00(10호|) 일반 

화10:00∼'12:0〔x10회) , 
1 8.20.(웰 

화16:30∼18:30(10회) I 13시∼ I 031-
선착순 I 8045-
마감 I 6182 

ft 

수10:00∼12:0어10회) 

초등1-3 | 수15:00∼17:00(10회) 

깅
외
 

m 
떼
 

mm mU E 
모
「
 

쩨
 맑 

뼈
 씨생
 

ι
r
 
마
 -는
 

콩
 

ι
-
-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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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
 피
--국
 史

-배
 
학
 -콩
 이
 

포
 옳
 -한
 
는
 -서
 
판
 -알
 발
 

젠
 마
 -피
 펙
 -펀
 。
느
 템
 찬
 

렘
 
λ
c
 

챔
 -많
 mr 

바
「
 

일반 엄마口f음성장학교 

6구세 2이8 8. 21. (호”∼ 9.18. (호” | 이현우 
15:00 ∼ 17: 00(5차시) 

는
 사
 

이
민
 여
「
 

로
 의
 

서
근
 게에
 

소
 세
 

2주제 

일반 

c~ 
근 

2018. 9. 28. (금)∼ 10. 26. (금) 
15:00 ∼ 17: 00(5차시) 

소설로읽는 
한국현대사 

김영애 

※ 1주제 “김수영시로읽는효댁현대사’ 5.1. ∼ 6 5. 강의종료 

문 으| . 석수도서관 독서진흥팀 얻 031-8045-6116 

석수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주 제 자연과 교깊년}는 도시 인문학 

일 시 2018. 8. 14. (호” ∼ 11 . 7. (수) (10차시) 

대 상 ; 각주제별안양시민 30명 

장 소 ; 석수도서관4층시청각실 및서울대학교관악수목원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접수 

모집일시 : 2018. 7. 17. (화) 10시 ∼ 선착순 마감 

내 용 ; 도심 속 자연물 나무를 인문학과 생태학적 관점 

에서고찰 

2주제 



만안도서관 ‘9월 정리수납 특강’ 모집 및 운영 

대상 및 운영일시 ; G] 성인 - 9. 3/10(월)(2호|) 10:00∼12 : 00 

@ 초등3∼6학년 -9. 15(토) 14 : 00∼16 : 00 

신청기간 : 2018. 8. 20. (월) 14:00 ∼ 선착순 마감 

내 용 ; @ 성인반-정리수납의 효과와효율적인 방법 배우기 

@ 초등반 - 정리수납 방법을 배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습관기르기 

장 소 ; 만안도서관 문화교실 

문 으| ; 만안도서관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64 

삼덕도서관 시 읽기모임 ‘시시비비’ 회원모집 

운영기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00 ∼ 21:0(]

모집대상 ; 함께 시를 읽고 싶은 성인 누구나 

운영내용 ; 시를 한편씩 선정하여 감상 등 나눔, 시인별 대표 

시집 선정 읽고 나누기, 토론 등 

접수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전화 접수 

문 으| ‘ 삼덕도서관 ft 031 -8045-6361 

삼덕도서관 ‘계단극장 운영 

일 시 매월마지막주수요일 /19 : 00 ∼ 21:00 

(※문화가있는날) 

장 소 삼덕도서관 종합자료실 내부계단(2층) 

내 용 ; 책상서랍속의 동화 (8월 29일) 

문 으| . 삼덕도서관 ft 031-8045-6362 

박달도서관 ‘이슈토론’ 어린이 독서회 회원 모집 

운영기간 2018. 9. 12. ∼ 11. 28. 매주 (수) 오후 

17: 00∼18 : 00(총10회) 

접수기간 2018. 8. 20. (월) 13시부터 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마감(15명) 

접수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로그인 후 문화행사 신청 

대 상 초등학교 4, 5, 6학년어린이 

내 용 최신 이슈를 주제의 논쟁수업 진행으로 융·복합 

사고를 기르고 논서술을 대비 

준 비 물 ; 교재비 별도(별도 공지) 

문 으| ; 박달도서관 ft 031 -8045-6182 

52 I 53 

。

。 스토리텔링 (석수 박달 삼덕) 

대 상 2∼7세유아 

장 소 각 도서관 문화교실 및 시청각실 

i그/、l -£족혈 
책읽어주는 

매주(금) 11:00∼11 :40 
석수 | 할머니 

도서관 
스토리텔링 매주(목) 15 : 30∼16 :10 

님-t[ E二t 책읽어주는 

매주(수) 11 ~~∼∼::4 3이이| 돔회R-연 도서관 엄마 

책읽어주는 자원봉사자 

할머니 
매주(금) 11 

~그H;:j 
그림책 세상 | 매주(토) 11 : 00∼11 : 30 

도서관 

| 엄마의 동화책 1 24주(수) 11 : 00∼11:30 

※자세한 내용은 lib.anyang.go.k「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평촌도서관 홍보자료 

。 평촌 · 관양 · 비산 · 호계 · 어린이 · 벌말도서관상반기 독서 
! 문호}강좌 참가자 모집 
운영기간 : 9. 10. (월) ∼ 12. 19. (수) (※ 도서관 및 강좌별 상이) 

장 소 각도서관문화교실 

대 상 어린이등안양시민 

신청기간 신청 시작일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안양시 도서관홈페이지(lib.anyango「씨 

→각 도서관 페이지→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세부내용 

도.、1곤; 。여파모 기진청Al작밀 

「신문으로아이 
8. 27. (월) 

1층사무실 
펴。초」 | | 가르치기」등 6강좌 암 031-8045-6212 

관앙 || 「우리 아이 그림책 8. 28. (호” 
2층사무실 

지도」등 6강좌 ft 031-8045-6334 

비산 | 「그림책생각놀이터」 8. 28. (호” 
4층사무실 

등 7강좌 ft 031-8045-6232 

호계 | 「새 。카「을그리는아이 」 8. 29. (수) 3층사무실 
등 5강좌 ft 031-8045-6255 

「책으로떠나는여행 | | 1층사口시 
어린이 I I 8. 28. (화) | 

동호R연」 등 4강좌 I IH 031-8045-6285 

「북아트로배。」 I J 3층디지털자료실 벌말 I ,- I 8. 23. (목) | 
역사이야기」 등 4강좌 | 냄 031-8045-6303 

평촌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수업기간 8. 20. (월) ∼ 8. 23. (목) 

대 상 ; 초등 1∼4학년 36명 

장 소 평촌도서관 2층 문화교실 

신청방법 ; 평촌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문화행사 신청 

문 으| ‘ 평촌도서관윈 031-8045-621 8 

과목명 | 대강-「 z영수| 신쉰71깐 | 재료비 

옛이야기와 = 」i;」g 8. 20. (월) ∼ 8. 23. (목) 8.1. (수) 
함께하는 1∼2학년 10:00∼12:00 10:00∼ 1 s.000원 
전래놀이 16명 (총4회) 선착순마감 

여름동호}야 ~cζ=〉 8. 20. (월)∼ 8 23. (목) 8. 2. (목) 
우리함께 3∼4학년 13:00-15:00 10:00∼ j 18,000원 
놀자! 20명 (총4회) 선착순마감 

관양도서관 8월 ‘그림책과 놀자’ 운영 

일 시 매주 목 16 : 00∼17:00 

장 소 관양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유아(6구서|) 20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선생님 

문 의 관앙도서관 윈 031-8045-6334 

관양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수업기간 : 2018. 8. 7. (화) ∼ 8. 23. (목) / 강좌별 상이 

신청기간 2이8 7. 23. (월) 10:0[] ∼ 선착순마감 

대 상 유아및초등학생 

신청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문화행사 신청 

문 으| . 관양도서관 ft 031 -8045-6334 

괴}목편 | 판| -「 태광 

동화야친구야 , 8. 20. (월) ∼ 8. 21. (호” | 유아 
6구세 

함께놀자 15:00-16:30 
12명 

도서관에서 떠나는 I 8. 7. (핸∼ 8 16. (목) | 二」;4」; ~ 

1-3학년 
역사여행 호V목 14:0(] -16:00

15명 

엔트리+아두이노 , 8. 20. (월) ∼ 8. 23. (목) | .::. 」;L」;~

프로젝트 만들기 18:20-19:50 
3-6학년 
10명 

.* 
' 



I 55 54 

。

호계도서관 여름방학특강 참가자 모집 

신청기간 . 2018. 8. 7. (화) 10:00 ∼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호계도서관홈페이지(lib . anyang.or.씨로그인 

→도서관서비스→문화강좌신청 

으| 3층 사무실 뭔 031-8045-6255 

...... r늑i ζi,、 l 」tr1깅 흐 L」딛 주요내욕 

8. 21. (화) ∼ 24. (금) 초등 3학년 
3학년 2학기 

15 :30∼17: 00 20명 
과학교과서 

도서관에서 
미리배우기 

끝내는과학 
8. 21 . (호”∼ 24. (금) 초등 4학년 

4학년 2학기 

17: 00∼18:30 20명 
과학교과서 

미리배우기 

사회책읽고 8. 27. (월) ∼ 29. (수) 초등5∼6흐번 
사회교과를 

민주시민되자l 16 : 30∼18 :30 20명 
재미있게이해할 
-λ「 이 AA느I二 -λ「어닙 

벌말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운영 

일 시 2018. 8. 2. (목) 14 : 00∼16 : 00 

장 소 ; 3층문화교실 

진 행 ; 이장우 강사(롤리비에 공방) 

대 상 초등학생 20명 

내 용 ;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모기퇴치 스프레이 만들기 

수 강 료 무료 (단 재료비 15,000원 별도) 

문 으| ;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 

¢ 

관양도서관 웹툰창작체험관 여름방학특강 안내 

수업기간 2018. 8. 2. (목) ∼ 8. 28. (화) 

신청기간 : 2018. 7. 23. (월) 10:00 ∼ 선착순마감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성인 

신청방법 ;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문화행사 신청 

문 의 ; 관양도서관 ft 031 -8045-6332 

...... ,속되 대삭 

초등 4∼ 
중고생 12명 

8. 4. ∼ 8 25. (총4회) 
매주 토 14:00-16:00 

캐릭터창작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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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 8. 28. (총4회) 
매주 화 16 : 00∼18 : 00 

스토리창작교실 

이모티콘제작교실 

비산도서관 ‘도서관에서 영어동화 함께 읽기’ 

일 시 매주금요일 15:30 

장 소 1층 어린이실 이야기밤 

대 상 유아(5구서|) 15명 (※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선생님 

내 용 유이들에게재미i는영01동호}를읽어주고OIOPILI누기 

문 으| ; 비산도서관 얻 031 -8045-6235 

벌말도서관 ‘여름방학 벌말극장’ 운영 

일 시 · 2이8 7. 23. ∼ 8. 20. 매주 월요일 15:30 ∼ 

장 소 3층문화교실 

내 용 ; 만화영화「시간탐험대」연속상영(1∼10편) 

대 상 ; 유아및초등학생 20명 

문 으| ; 벌말도서관 ft 031 -8045-6303 

※ 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o「 k「)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관련 변동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어린이도서관 8월 ‘30 입체영호버}영’ 

일 시 : 2,4주일요일 15 : 30 

장 소 ;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어린이극장 

대 상 ; 안양시민 80명 

상영작품 ; 미니언즈(91분), 슈퍼배드(118분) 

문 의 어린이도서관 ft 031-8045-6276 

어린이도서관 8월 ‘책 임어주기’ 

일 시 ; 매주금요일 15 : 20 

장 소 ;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 배움터3 

대 상 ; 4세이상 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사) 

문 으| ; 어린이도서관얻 031-8045-6285 

중고생∼ 
성인 12명 

8. 2. ∼ 8. 23. (총4회) 
매주 목 19:00-21 :00 



『걷toH인 재활운동교실』 모집 안내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 

하여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원(20명) 내 지속모집 

운영기간 7 ∼ 12월(6개월간) 

운동시간 월 ∼ 금/ 15 : 00∼16:30 

장 소 보건소 3층 건강교육실 

참여대상 ; 보행01 가능한장애인 

운영내용 

- 신체밸런스를 향상을 위한 균형 감각 운동 

- 근육경직완호}를 위한 관절가동범위 재활운동 등 

참여비용 무료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문 으|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물리치료실 

깐 031-8045-3047 3122 

무료국가암검진안내 

대 상 ;건강보험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하우150%해당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검진대상 해당재 

※ 2018년은짝수년도검진대상입니다(검진주기가 

2년인경우) 

검진방법 건강보험공E뻐|서 발송한 검진안내문 참고하여 

검진의료기관 사전예약 후 검진실시 

검진비용 무료(단수면내시경 등추가발생비용은대상자부담) 

검진항목 ;5대암 

임섬진간목 김Tl대사및 r기 

QI。 f
I IC그 만40세이상 남녀 2년주기 

대장암 | 만50세이상남녀 1년주기 

유방암 | 만40세이상여성 2년주기 
I녕경부암 | 만20세이상 여성 2년주기 
간암 | 만40세이상 남녀 중 간암고위험군 6개월주기 
으|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495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윈 031-8045-4833 

국민건강보험공단 얻 1577-1000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지역사회건꿇사실시 안내 
지역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별로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 

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 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 

태(흘연, 음주 등) 및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는 건강조사로 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 군 구가 매년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 

조사대상 

- 안양시민 약 1,800명(만안 900명, 동안 900명)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조사시기 : 2018. 8. 16. (목) ∼ 10. 31. (수) 

조사내용 

-계측조사 혈압과키·몸무게측정 

- 면접조사 건강행태(흘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 

질환(고혈압I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조사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 

협조사항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보건소장 직인 

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모웅 .윈요습 

으| ’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474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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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만안 ‘ 2018. 9. 10. (월) ∼ 12. 21. (금) 

- 동안 -2이8. 9. 3. (월) ∼ 12. 14. (토) 

모집기간 2018. 8. 20. (월) ∼ 8. 24. (금) 

모집대상 만 60세 이상 안양시민(1958년생부터) 

접수장소 만안노인복지회관·동안평생교육센터 (신분증 지참) 

※ 만안/동안 중복접수 불가 1인 1과목 신청 가능 

기타문의 안양시 만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77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 ft 031 -8045-6043 

신청방법 

-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유선 신청 

- 온라인 사이트(www.bo씨|「o,go. |씨 신청 

문 의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ft 031-8045-5577 

복지상담콜센터 ft 031 -8045구979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복지문호「과 각동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01 8. 7. 13. (금)부터 

지원대상 기초연금수급자(만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선정기준 이하) 

지원내용 월 1만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 월 청구된 이용료가2만2천원(부가세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적용 

만안 · 동안노인복지회관 〈컴퓨터 • 스마트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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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향!AfA빼빼를빼확룰웰빼 

11031)훨빼-5129 

• 

~ ~좋볕멘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ll 

수강생모집안내 기 간 연중(매주 목요일) 10:00 ∼ 13:00 

집결장소 ; 동안구보건소 앞마당 

참여대상 ; 시민누구나 

걷기코스 우리시및인근둘레길코스/약 2∼3시간(8 ∼ 9km) 

※ 동안구보건소 앞마당→ 준비운동→ 걷기→목적지 개별 해산 

개별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물 등 간식, 등산화(운동화 등) 

문 의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ft 031-8045-4832 

상 

소 

시 
요 

。 11 I ·~ 

- - -
1 I 8. 7. (호” | 혈관질환과 고지혈증 

2 I B.14. (핸 | 중성지방과콜레스테롤수치를낮추는식이요법 
3 1s.2i. (핸 | 혈관건강과운동요법 

접수 및 문의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현대인병상담실 

얻 031-8045-3465 

고지혈증환자및관심있는시민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2018. 8. 끼 14, 21. (매주 호r) 14:00 ∼ 15:00 

목요일은 언제나 걸어요 참여 안내 

※별도요일 걷기활동희망자문으|가능 

대
 
장
 
일
 
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기 간 2018. 7. 2. (월) ∼ 2018. 8. 31. (금) (2개월) 

발굴대상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지원대상 

-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 실직 등의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의 질병,노령,ε배등으로돌봄부담01 괴중한경우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등 공적급여지원 

(소득·재산 등 충족시) 

- 소득기준에 미을F하지만돌봄 등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 관리 

- 민간서비스연계대상자로우선 선정, 방문S딛~.후원물품등지원 

문 으| ; 안양시 복지정책과 얻 031-8045-5618, 5455∼6 

복지상담콜센터 ft 031-8045구979 

인양시 만안구 동안구복지문호「과 각동행정복지센터 

201E뻐 211 ∼ 1배 (뼈훌O 
매를 Dtxl악 후*요밑 M사∼W시 
(단.7.8를를오•6AI;회룰V오"9애 
Gltf !!"t .il'흙별이아님 .획생훌훌 

ξ뱅를건쇼민인보걷파~뻔구를예훌빼5흩대빼힐 

εR양시정신걷강를X멘터뼈용-2989 
• 당.힐 정후 날짜 .왜 옐 빙롤a'를 ?|. 

어려운이뚫기섬끓기탁내역 

일창신업 개인(박O진) 
기탁일자 : 2018. 6.5. 기탁일자 : 2018. 6. 29. 

기탁내용 ; 성금 800천원 기탁내용 성금50천원 

| 나눔대상 ; 안양人|저소득찜 냄대상 ;안양새소득찜 

크래버 대거|나라(인양점)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2018. 6.18. 기탁일자 2018. 6. 29. 

기닥내용 중식 제공 기특배용 사랑의 도시락 
나눔대상 독거어르신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개인(신O식) 

기탁일자 ; 2이8 6. 28. 
기닥내용 ; 성금300천원 

기 간 

A,{; 

-교육취지안내 
14:00 ∼ 14 :10 

-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소개 

- 효택형 표준 자살예방교육 실시 

보고, 듣고, 을F하기‘ 
14 :10 ∼ 16:50 

16:50 ∼ 17:00 
-수료증수여 

-단체사진촬영 

※ 7,8월은 O반시간운영 

혜 택 

-워크북및기념품제공 

- 보건복지부 수료증 발급 

- 자살관련전문지식및대처g반습득 

- 희망자에 한해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참여가능 

(:까 인양시정신건강북지샌터 
..... - MffllO~ ...... ”--”c.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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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훨뿔률~ 
| 대.이상 l 부부기훈무주택자또는 1주택자(1-2댄내처톨초건) | 이.한도 | 주돼가격의 최대 70%(딘,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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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말걷t룰웬 
프프흘흩펜트Jt 

웹훌훌? 

금지, 경고, 추의률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스마트폰 렌즈 둘례에 부측}해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예방을 함께 실천하자는프로젝트입니다 

환 Cf5;-·:o ''C'' ·:c• •.; ~ .l(;:•?.'/;'7"'• '.'··:· ’썽]爛 

/빨간원 쓰Efft를 무료 .' 

#Lt는불ll많젤습니rt#U는갑Alen렐읍니[t 
#귀빼|만등이용훨엉범쪼l 

; ;; 뱉윈렴iiu인 잠여n·i꺼I :1 
--간명챙떼인 참여가게 확인: 경기납부청 페이스북 

정기남부지방경휠정 안양만안경힐서·안양동안경활서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쭈a I o~ol1~ EHoi났o-t 표! 

박하셔 왕자님 
2017년 9월 19일 출생 

부모 아빠 박정혁, 엄마 최승하 (동안구 학의로) 

태명 뜻 

태몽 없음 

하서에게하고싶은말 

우리아들 하서야. 이름처럼 하나님의 펀지가 되길 

아빠,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아들 건길년태| 쑥쑥 자라럼∼ 

사랑하고 축복한다 ∼ 많이많01∼· 

홍지효 공주님 
2017년 11월 30일 출생 

부모 아빠 홍순기, 엄마 이다혀| (만안구 안양천서로) 

태명 새싹이 

태몽 집 앞 텃밭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꿈 

지효에게하고싶은말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람한다는 이 말 밖에 

해 줄 말이 없구나∼ 사랑해∼∼ 

자·-:i으 고Z넌 ‘;>-‘-- ‘ J ' 』」

2017년 3월 13일 출생 

부모 아빠 장지혁, 엄마 정수란 (만안구 임곡로) 

태명 아가 

태몽 없음 

고은이에게하고싶은말 

고은아∼ 너의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며 아빠 엄마 

오빠는 함께 웃는단다 /\/\ 

건0하고 행복한 아이로 커주길 바래 사료f해 /\/\ 

등~~ 
2017년 12월 12일 출생 

부모 아빠 하희근, 엄마 김유리 (동안구 펑촌대로) 

태명 노랭이,파랑이 

태몽 곰 두마리가 품으로 달려들어오는 꿈 

재인, 지안이에게 하고싶은 말 

재인아 지안아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 이 멋진 세상 

을 함께 걸어가먼 좋겠구나. 항상 둘 마음속에 작은 빛을 

품고 그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안앙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의참여로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접수방법 urianyang@korea.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진가와외가에서도탄생의 행복을함께공유할수있도록여분으| ‘우리안앙’을같이보내드립니다 

0매|의사진이 실린우리인g떨선물해보서|요| 

。 l서|아 공주님 

2018년 2월 15일 출생 

부모 아빠 임상훈, 엄마 후지모리 마유 (동안구 엘에스로) 

태명 리린짱 

태몽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샤랄라∼ 축복을 주는 꿈 

세아에게하고싶은말 

정다인 공주님 
2017년 1월 9일 출생 

부모 아빠 정명재, 엄마 유제흐| (만안구 석수로) 

태명 태평이 

태몽 예쁜 물고기들 잡는 꿈 

다인이에게하고싶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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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같은 아빠 엄마가 되어줄거|∼ 

정ξ봐고 건S념때|만자라더;오∼ 그것말고는 더 비랄게 없어IV\ 

상훈,마유,아신,아윤,서|아 5식구 건S년때| Foreve「∼

엄마 아빠의 행복바이러스! 밝고 씩씩한 우리 딸 정다인∼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가을에 만날 동생과도 

김산 왕자님 
2017년 1월 16일 출생 

부모 아빠 김영복, 엄마 이수하 (만안구 경수대로) 

태명 산들 

태몽 돌고래 

산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 아들 김산!!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산이가 주는 기쁨에 엄마아빠는 행복해 

사랑한다우리이들!| 

。
신나게 지내보자! 아지아재 

박주윤 왕자님 
2016년 7월 9일 출생 

부모 아빠 박범준, 엄마 앙혜영 (동안구 관악대로) 

태명 대박이 

태몽 식탁 위에 금수저가 올려져 있는 꿈 

주원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에게 대박처럼 와준 우리 귀한 아들 주원아∼ 

항상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현명한 아이로 자라주럼AA 

6 사랑하고, 고마워AA 



‘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1~쪽어|꺼l 보LH는 
A~환으| 메Al'll 
이메일 (u「ianyang@ko「ea.kr)로 

가족에게 쓰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 중 

선정된 분께는 ‘안앙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더운 날씨에 몸까지 축 늘어지지만I 가족들만 생각하면 

항상 힘이 난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족의 힘’일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얼마 전 찍은 가족사진을 꺼내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해요 

같이 산 지 6년이 넘어가는우리 막내 무찌∼ 

가끔 말썽 피울 때는 너무 입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울 

때가 더 많아요∼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쭈욱 우리가족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했으먼좋겠어요M 

우리 네 가족, 뜰똘뭉쳐 파이팅! 

고항은 경상도이지만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애 둘 낳아 안양에서 살고 있어요 

안양에서 자라면서 안앙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내년에 의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안양시 월간 잡지를 가족과 함께 보면서 아이들과 

종이 인형도재있게 만들고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 

다 항상 안양이 계속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기원 

합니다 아이 둘 낳아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잘될거야! | 건강하고행복하자!” 



짧다른그림찾기 
삼막골 할머니 나무 앞에서 ‘쌍신제’가 진행되는 것을 아시나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쌍신제는 

음력 7월 1 일 석수1동 삼막마을에서 개최된답니다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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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 | 시민플러스 

우리들의 아이 
글 민병숙 (동안구 관악대로) 

‘할머니 . 사링해요. 해봐요. ” 

“하트!하트!” 

돌이 갓지난손녀가야물지 않은발음으로하트를외칠 때면오금이 저린다. 

“배를 내밀고 발을 콩콩 구르며 팔을 쭉 펴고∼” 

엄마의 노래에 맞춰 골반이 휘도록배를내밀며 율동을하면온기촉이 숨이 넘어갈듯환호한다. 

물방울처럼 동글동글 맑고 투명한 아기의 눈망울을 보며 ‘참복 받고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다. 

어느 날. TV를 켜놓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0~∼아야!” 

손녀의 소리에 다쳤나 놀라서 돌아보니 π화면 속의 아기를 손으로 가르쳤다. TV 화면에는 눈망울이 

처연한, 앙상한 겨울나무 같은 마른 아기의 모습이 있었다. 애절한 엄마의 간절한눈빛은 아기의 커다란 

눈망울에 힘겹게 담겨있는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할! (발음이 되지 않은할머니) 아가이-야. 아야.” 

TV로 바짝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사괴를 화면 속의 o}.가에게 내민다. 

“멍어. 멍어.” 

순백의 작은 영혼이 보여주는 진실한 모습이었다. 

손녀는 깊은 바다처럼 표정 없던 집안에 행복의 요정으로 왔다. 내가 낳은 아이를 바리볼 때는 생명의 

신비함과 낯설음이 공존히는복잡한 감정이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맙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오로지 내 아이에 머물러 오직 내 아이만 잘되기를 바라는 이기적 욕심으로 기른 것 같다. 

이제 세상을 겪은 나이여서일까. 이젠 꼭 내가 낳은 아이만이 자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식에 

대해 젊었을 때보다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어서일 것이다. 내가 기도히듯 살아7}야 할 이유가 생겼다. 

내 손녀가 귀하게 여겨지니 세상의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미음도 몸가짐도 생각도 달라졌다. 무심히 

사용하고 버렸던 종이컵 하나에도 플라스틱 용품을유리로 바꿔 기는 마음에도, 앞으로 손녀가살아갈 

세상을 아끼고 싶었다. 손녀 또한주변을살피고 남을 배려하며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의 아픔을함께 

하는 건강한사람으로 자라주길 소망하였다. 

퇴근해 온 남편에게 낮의 일을 얘기하니 님편의 양쪽 입술 끝이 올라간다. 

“그럼자네가하나신청하지. ” 

오직 내 아이란 생각에서 미음으로 낳은 아이로 더 나아간다면 세상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아이가 된다. 

작은 니눔을 위해 전화기를 드는 미음이 새털같이 날아오른다. 작은 점 하나가 커다란 원으로 확장되는 

풍족함이느껴졌다. 



걷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 7딘7 I t>~IJ.‘ t 
글 위성현 (만안구 안앙로) 

걷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특히 땅을 밟을 때의 느낌은 아주 좋지 

비가 오고 난 후 숲속 길을 한번 걸어 보면 

나무향기기- 솔솔 기가 막히지 

걷는다는것은좋은일이지 

두 발로 이 지구를 탐험히는 일이지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보는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보이지 

걷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그 느낌은 

생각나지않지만 

까르르 웃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떼던 대운이의 행복한 얼굴이 생각나는 일이지 

걷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 

지구별에서 만난 친구들과 사이좋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걷고 있으면 

바로 이곳이 극락이요, 천국이지 

걷는다는 것은 단지 걷는다는 것이 아니지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나와 만나는 일이지 

안양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 3일 마감) 

원고시수필 기행문독자의건 등 (공백포함 800자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 . kr) 또는 팩스(F 031 -8045-6501) 문의 안앙시 홍보기획관(031 -8045-201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 안앙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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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양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열린 편집실 

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 ng@ko「ea . k「)로 

소중한독자으|견을보내주신안양시민중 

선정된 분에게는 ‘안양사람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양을 무료로 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 ng.go.k「)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 ‘우리안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2이 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을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 i 

현재 재직 중인 이곳은 호계동 안앙 푸른 요앙원입니다. 저희는 매일 어르신들을 

휠체어로 모시고 주변 산책을 $분 정도 한답니다. 산책 후 귀원 시 저희 요양원 뒷 

길이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하기도 하고 불안하였었는데 안양시에서 일방통행으 

로 만들어 주셨고, 노인 보호 글씨도 크게 써 주셨으며, 보행 가이드도 세워주셔서 

어르신들 휠체어 이동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안앙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산책시켜 드렬 수 있어 다시 한번 안양시 도로 교통과에 진심 

으로감사드립니다. 

양경옥 (호계동 안양 푸른요양원) 

생생도시 우리안양 ‘생활의 탑’을 펼쳐보니 평소 우리가 햇갈리는 분리수거에 대히여 

친절하고 유용한 안내가 되어있네요 얼마 전 비닐류의 중국 반입 금지 조치로 쓰레 

기 대란 위기에서 겨우 한 숨 돌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평소 신경 써서 분리 

했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재활용품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끔 조금은 더 귀찮겠지만, 항 

상 내용물은 비우고, 행궈서, 라벨 등 부착물은 제거하고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하 

는 방법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이종용 (만안구 연현로) 

2018년이 시작한 지가 몇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반기 시ξ벤 7월이 왔네요 무더운 

여름이 한칭일 때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개장소식을 보며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수영ε뻐|서 같이 놀며 추억을 쓸댔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여름방학 때마다 갔던 기억 

이 있는데 이번 개장소식을 보며 여름휴가의 핫 플레이스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네요 그리고 다y.한 문화 예술 소식을 담아주셨는데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문 

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몸조심하시고 다음 호에 

웹겠습니다. 

이수복 (동안구 관펑로) 

회사의 동료 중 한 분이 같은 안양분인데 대화 중 〈우리안앙〉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익하고 가끔은(M) 적재적소에 쓰임새가 안성맞춤이니 기회 되면 읽어보라고 .. 

사실 10여 년을 안앙에 살고 있지만 〈우리안양〉을 일어본 적도 챙겨본 적도 없었 

거든요 권유에 의해 살펴보니 그 효용성을 홈빽 느끼겠더군요.M 살면서도 몰랐던 

우리 동네부터 .. 앞으론 거르지 않고 살펴 시민으로서 생활언으로서 보다 알뜰하고 

풍요로운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나순화 (만안구 병목안로) 

※ 알려드립니다 우리안앙 7월호(VOL272) 8p에 수록된 ‘안녕(安寧) 안앙’우리 지역 안전 한 눈에 알아보기 

기사 중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수준을 분야별로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부여한 

수치로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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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도시 우리안앙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근대문화유산의 보고 양명고’라는 기사를 유심히 다시 한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양명고등학교가 안양시 근대 건축역사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들이 남아 있다 

는 기사를 보고 학교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과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도 

이 사실을 알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이에게 〈우리안양〉 기사를 보여주고 교내에 이런 건축물을 잦아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오래전 큰0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방학 숙저|로 안g잉경을 조사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인E엉경을 직접 조사하려고 어린 동생을 데리고 찾아다녔던 추억이 생생한데 함께해요 우리인양-시민플러스’ 안양 

시민이 쓴 ‘만안교에서’라는 글을 읽으며 예전에 안E변경을 잦h가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직접 찾아다녀서 

그런지 지금도 안E변경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매달 작은 0매|가 아파트 1층 〈우리안양〉 안내대에서 

책자를 챙겨 와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챙겨보니 0에들도 잘 챙겨서 우리집의 정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01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안g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이곳을 사랑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인앙〉 파이팅!|∼/VI 

이은정 (만안구 장박로) 

우리안양을 벗 삼고 있는 시민으로서 느끼는 점이자 자부심이기도 한 점을 언급하럽니다. 본 소식지에 실리는 

독자이야기 코너는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어찌 보먼 그저 소소한 후기를 싣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의 독자이야기 내용을 보면 안양시민의 높은 환경의식, 안전의식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과 연관 지어 말 

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학의천의 탄생 연유도 단지 우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앙된 시민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리라 봅니다. 앞서가는 기술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이자 시대정신을 구현 

하는 곳, 넓은 스펙트럼 속의 의건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다양성의 도시. 이러한 안양의 소잭자로서 거대 시민정신 

을 녹여 내는듯한 용광로 구실이 흐뭇합니다 고취된 시민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장이자 시민대화의 열린 공간으 

로서의 역할에 박수를 보냄니다. 

김~근 (동안구 관펑로) 

.훌 
63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양〉을 사료「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 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앙 만들기 

‘어흥∼’ 볼거리와 먹거리, [다듯한 정이 넘치는 

안양호계시장의 마스코트 ‘랑군’! 

쾌적하고 편안한 시장을 위해 노력하는 랑군이를 

함께만들어볼까요? 

※ 안양호계종합시장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안양호겨|종합시장 
마스코트 ‘랑군’ 만들기 

r Instruction. l 

l 口 E느버 I 
l ‘」 ~-.::;;;;- t:::I J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머리 

머리를 만들어 주서|요 ζ~:. ! ~ (」
양쪽귀를맞접어붙인후 κ스P · /’ 
만들어진머리에붙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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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오른쪽 다리를 각자 |= 「k흐긴 
만들어주세요 ~J-.-{-- . \, 
다리는 왼쪽다리와 오른쪽 ‘ 7 

다리에 A 모양을 주의 하세요 

〈}합치기 

만들어진머리와다리를 
몸통에붙여준후 
꼬리를맞접어붙인후 
몸통에붙여주세요 

종쫓 얀쫓 옳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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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ru 
~、

E표뻐。。 



횟.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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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석수1,2동 관악역 주변의 사진이다. 

이곳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철도가 경유히는 

지역이며, 서울에서 목포까지 연결된 1번 국도가 지나가는 곳 

이기도하다. 

조선 말기에 관악역 주변은 대부분이 농경지였으나, 일제강 

점기 이후 주택이 들어서고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면서 신촌 

(新村)이라 불렸다. 1956년에는 수도영회주식회사가 대규모 

영회촬영시설을 갖춘 한국영회촬영소를 지으면서 한국영화 

의 메카로 불렸고, 그 후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안양영회예술 

학교를 세워 유명 영화배우와 예술인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1974년, 전철 1호선 관악역이 개통되고 최근에는 삼막마을과 

구룡마을이 재개발되어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 옛 모습은 찾 

아볼수없이 변해버렸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주최|안양시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회 

// 

#// 

3RDANYANG 
INTERNATIONAL 
YOUTH FILM 
FESTIVAL 

2018.9.6(목) - 9.9(일) 4일간 
평촌중앙공원/롯데시네마평촌/안~to~트센터 
www.aiyouth.。r.kr



시민이주인되는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함께잘사는안양 

깨끗하고안전한안양 

고르거l 발전하는 안양 

야풀 암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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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함께하는 
9월의안양 

표지이야기 

‘펑, 펑’ 불꽃은 몇 초 만에 사라지더라도, 

소중한이와함께한추억은 

영원히 지지 않는꽃으로마음속에 남을거에요. 

선선한바람이 불기 시작하는9월, 

평촌중앙공원에서 특별한추억을만들어 보세요. 

※안양시민축제 2018 9. 14. (금)∼9 16. (일),3일간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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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담고있습니다 

함꺼|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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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회 안S탁제정소년영화제 

어르신효행인성지도사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 

안앙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가을절산불예방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멸려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30 알짜배기건강상식 기을절 불정객, ‘알레르기성 비염’ 

32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안앙의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 

35 생생한안양 광복 경주년 8.15 광복 기념 음악회 

36 여행의발견 꽃과함께하는트래킹 

38 마음의한줄 가을의 문턱에서 ‘독서 한 입’ 

40 문화캘린더 9월의문화캘린더 

낀우리샘tl3t 
l、lν't~ VOL.274 

발행일 2018. 8.27 

발행인 안앙시장최대호 

편집인 안앙시 홍보기획관 이종운 

발행처 안양시 

〈우리안양도시락〉은흔댁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m벼
 

@‘ τ;낀감뽑 
±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42 행복한변화 

60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63 다른그림찾기 

64 시민플러스 

66 열린편집실 

68 안양만들기 

70 어제와오늘 

----
표지 안앙시민축제 

사진 스튜디오 매드 

일러스트 신민섭 

回했흙[!] 

던購륜렐 
OR코드를스마트폰에 찍어보세요| 

〈우리안앙도시락〉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www.anyang.go.kr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쿨덕쿨덕’ 절구 찔는 토끼 

안앙시동안구범계동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전화 031 -8045-2018 

기획 · 디자인 ·제작 디자인매드 031 -44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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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않짧션Festival 

'2t밑훌Al믿l를를쩌l’ 
100배즐기기 

여행과축제의 계절 가을이다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힘들었던 

지난 여름이었지만, 자연의 섭리 앞에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우리에게 

성큼다가왔다. 

가을이면 화려하게 펼쳐질 안양시민축제, 

9월에막이오른다. 

2018 안양시민혹제 

기간 

2018. 9. 14. (금) ∼ 9. 16. (일), 3일간 
(개막공연 9월 14일 19시 30분부터 평촌중앙공원에서 진행) 

A~A 
o-‘-
펑촌중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주요내용 

1일차 (9. 14.) -개막축하공연 
2일차 (9 . 15.)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 가요제 
3일차 (9. 16.) -폐막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 

문의 

031 -68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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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뼈휠커l ! 롤흘휠$저센 타휠쩌$$ 
축제의열기속으로 

‘2018 안양시민축제’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새롭게 · 즐겁게 · 다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Oj=한공연과 

볼거리가 기득한 행시들로 기획하여 축제를 찾는 많은 시민에게 

즐거운 기억과추억을 남겨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495개 팀 3,800여 명이 참가해, 

공연, 전시, 시민공연마당, 전시홍보부스, 안전체험 페스티벌등다OJ=한행사들이 펼쳐진다. 

• + 



지난‘2017 인양시민축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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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축제! 이건 꼭 보~~ 해! 

평촌 중앙공원 메인무대에서는 축제 개막공연과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가요제, 축제 폐막 공연이 진행되며, 팝 

핀현준, 윤도현 밴드 오마이걸, 홍진영 등 초청기수의 

공연도이어진다. 

병목안시민공원에서는 9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진 

행되는 전통마당공연과함께 레이지본(밴드), 우원재(래 

퍼), DJ쿠(구준엽), 남진의 공연이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할예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댄스마당에서는 응원단, 발레, 

차밍댄스,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의 공연이 진행되고, 

음악마당에서는 밴드 색소폰 통기타 연주가 축제현 

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중앙공원 일대 차 없는 도로에서는 기획체험 

전이 펼쳐진다. 버스킹공연, 미을공방, 미-임, 비보잉, 

마술, 서커스를 비롯해 거리인형극 ‘선녀와 나무문’의 막 

이 오르고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창의놀이터’가 운 

영된다. 3일간 이어지는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5 colors 

of 안량을 주제로 한 비보잉 댄스 기반의 퍼포먼스 등 

다‘노한 공연을 비롯하여 시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불꽃 

퍼포먼스가시민축제의 대미를장식할예정이다. 

지난 ‘2017 인앙시민축제’에서 펼쳐진 서예 활동 및 댄스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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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를 낳고 멍 년깐 집어|만 있다 보니 

f.~신감0 | 1킹1킹 떨어져요. 

DI저| 꾀강을 슬슬 구힘한 하는데 

어디 도올 l뱉올 수 있는 곳 없을11~요? 

、→--ν

l |쁘귀l 융H 드21고 싶어요. 

자7 |소lH서 염삭, 면겁 복강 대여 등 

후l업 흔lcll뻐l 펄요한 부훈을 

함1꺼|띨헬유능한 

사원DI 멸요한데 

우2111업어l 꼭 만는 민때를 

추랜H 줄 곳0 | 펄요융H요! 

비

놈
 어
다
마
기
치
 
「·
i〈

찌
따
윈
 빼
 

안양일자리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양시청 2층에 위치한 일자리센터에서는 

잡매칭 서비스, 직업상담, 안양청년옷장등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 모두 ‘안양일자리센터’로 모01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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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목표 설정’, 취업성공의 ‘KEY’ 

안양일자리센터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베 중후반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히는 중장년층의 특화 직무 

이비붐 세대, 특성화 고등학생 등 전 계층의 취업 프로그 역량 강화 교육인 ‘경비신임교육’ 역시 무료로 제공하고 

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 있어 구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하고 있는 22명의 직업상담사와 시청 일자리센터에서 한편 안양일자리센터 유은채 센터장은 구직자의 뚜렷한 

일하고 있는 9명의 상담사, 안양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목표 설정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센터를 

상담사 2명이 구직지들에게 도웅을주고 있으며, 특강프 방문해서 희망직종을 거침없이 쓰는 구직지는 열 명 중 

로그램과 취업박람회, 상담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 한 명 꼴믿써1 되지 않는다”며 “취업 목표 설정이 되어 있 

고있다. 지 않았거나 반대로아무거나다할수있다는생각으로 

특히, 안양일자리센터는 다%딴 신규 직무프로그램 운영 는 취업 준비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으로 차별화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특성 양일자리센터는 초기 목표 설정부터 이력서 작성, 역량 

화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선택과 취업스킬 강화를 강화 프로그램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원스톱으로 

둡는 ‘드림高GO 찾아가는 JOB 상담’ 유통1V1D 분야 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싶다면 센 

직자를 위한 직무분석 프로그램 ‘알쓸신JOB(상품기획/ 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유통Jv.1D)’ 등이 그 예다. 민간에서 교육받을 시 10만 원 

안앙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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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자에게 보다 가까<>I 

“진짜로 공짜에요?” “몇 회까지 공짜에요?” 안양시일자리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양 맨투맨 컨설팅’을 소개하면 늘 돌아오 

는 질문이다. 안양 맨투맨 컨설팅은 안양시에 거주히는 19∼29 

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기상H서 작성에 도움을주는 프로그램 

으로, 여릿을대상으로한특강형태가아닌 일대일첨삭프로그 

램이라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l차 서류 전형을 합격해야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의 역량을제대로드러내는자기소개서 작성은취업성공률을높 

여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안양 맨투맨 컨설팅은 횟수 

에 제한이 없으며,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구직자들의 부담을 한 

층떨어주고있다. 

또한,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상담 

실도 구직지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현재 석수도서관, 평촌도서 

관에서 월 1회 이동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22개 동 행정복지 

센터에는 현장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 안양일자리센터 김수연 

직업상담사는 “시민들이 처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사 

가 있다는 점을 생소하게 느꼈지만 이제는 볼일을 보러 온 김에 

자녀분 취업이나 본인 취업 상담을 하고 가시기도 한다”며 “이 

처럼 앞으로 보다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써

----
‘ / 

구직/구인 상담 및 알선 • 구직/구인 등록 및 적합인재 알선 

계충벌 추|업프로그램 운영 • 청년, 여성I 중장년, 특성화고 대상 

상시 채용행사 • 채용박람회 연7호L상설면접 

동네에서 받는직업상담 ... 22개 동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 운영 

잡매칭서비스 • 우수기업및인재발굴매칭 

안양청년옷장운영 • 

문의안양일자리센터 

동안구 시민대로235 안앙시청본관2층 

031때45-2100 팩스 ; 떠1-8045-5766 

http://job.anyang.go.kr 

면접정장대여서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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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신경쓸것많은취업준비, 

면접 복장과 헤어, 메이크업까지 알아보려니 머리 아프셨죠? 

취업준비생을 위한 먼접복장 대여와 헤어 · 메이크업이 

아래와 같이 지원되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확언해 보세요! 

스타일렁! 
마서l요! 

ILi걷느 
틀린 C> 면접 

멀리서 

안양철년옷장무료대여서비스 

지원대상 안양시거주정년(19 ∼ 39세구직자 

·취업을위한 먼접 지원사업으로 먼접 기업명과일자가 

확정된경우이용가능 

지원대상 안양시 거주청년(19∼39서|)구직자 

지원내용 먼접용정장무료대여(사이즈에 맞춰수선 가능) 

지원내용 헤어 및 메이크업 지원 

이용횟수 1인당연간5회까지가능 

서비스당 1회이용적용 

머|이크업+헤어 동시 이용은2호| 이용 

이용업체 지정업체이용 

남자〉 자켓, 바지,셔츠구두, 벨트, 넥타이(3만원에 효때지원) 

며재 자켓,스커트,블2.~우스,구뒤3만원에 핸H지원) 

(사)열린옷장 

서울시광진구O짜산로213(건대입구역) 

근무시간 월∼일요일 10:00∼18:00(법정공휴일휴뭐 

문 의 인양일자리센터 031 -8045-2362 지정업체 문의 031-8045-2362 

헤어&메이크업무료이용농법 면접복장무료대여농법 

인앙시 일자리센터 회원가입 

-안양시정경제정책과 

031용045-2362 연락 

(이용시간 . 월∼금 9:00∼18:00) 

-이용업체유선예약 

-신정서작성후전송 

(메일 hershe@korea.kr 
팩스떠1-8045-때4) 

@ 회원가입 

신청하자 

、/

•= ,、

인양시 일자리센터 회원가입 

-안앙시정경제정책과 

031 -8045-2362 연락 
(이용시간; 월∼금 9:00∼18:00) 

@ 회원가입 

@쿠폰받자 

띔불
 며
넙
 -방문일자및시간예약 

(https://visit.theopencloset. 
neνcoupon) 

~ey、 톨} 신청하자 

예약일서비스 01용 
--- @ 방문하자 

-현E밤뭔신분증지잠필쉬 

-신체에맞게수선 

-방문수렁 (택배가능) 

밍 방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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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를. 
랬흙홉까쟁펀동\-el-
저β획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청소년이라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는 

그탈f의 섬세힘이 특별한 7~치로 인정받고 있다 

01를 영회에 담아표현하는 ‘저~호| 안E댁제청소년영호쩌|’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 인~t(게서 4일간 진행된다 

꿀을흥F해 달리는 청소년들의 당찬 이야기, 함께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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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13회 안g벅제정소년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선정된 걸그룹 

2 ‘다이아’의 기희현 앙과가수 겸 배우인 ‘크로스진’의 신원호군 

2 저12회 안g벅제청소년영화제 관객과의 무대인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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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십배| 현실이 되는 ‘지금, 여기, 우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안잉t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총 100 

개국, 2,330편의 영화가 출품된 기운데, 최종 예심을 

거쳐 국내 21편, 국외 21편의 영화가 선정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만 1양~l에서 18Ail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 

는 tJND많 19’ 경쟁과 만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참가 

할수 있는 tJND뻐 24' 경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한, 최우수상인 대왕고래상을 수상하는 청소년들에 

게는 각각 트로피 및 장학금 200만원(UNDER 19)과 

400만원(UNDER 24)이 수여된다. 본선 심사위원으로 

는 애니메이션 감독 오성윤과 영화감독 겸 교수 윤용아, 

배우 안서현이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 8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걸그룹 ‘다이아의 기희현과 기수 겸 배우 

인 ‘크로스진’의 신원호가홍보대사인 ‘무비아띠’에 위 

촉되어 보다 다양한 활동으로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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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고 티켓운영안내 

구분 

개막식및시상식 

일반상영 

- 롯데시네마평촌 

야외상영 

-평촌 중앙공원 야외상영장 

부대행사 

201 8 시민참여 박물관‘영화도시 
인앙 이야기’ 전시에 소개되어 있는 

인g댁제정소년영화제의 역대 수상작 

(장소;안앙박물관) 

실험적인주제의발견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출품작의 주제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 장애, 인권 등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보인 작품이 눈에 

띄었다. 또한 영화 제작이나 집단 내의 따돌 

림, 성정체성 혹은 자신의 신체적 · 내적 변화 

에 대한 자기 고민을 주제로 한 국내 작품들이 

등장했고, 과조L하고 다Oef한장르적 실험을 시도 

한 국외 작품들 또한 눈길을 끌었다. 

이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이 실생활에 많은 

변회를 야기한만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을 주제로 한 영화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4 

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전망이다. 

그액 대상 

무료 일반 성인 및 정소넨상영등급에 따라 조정) 

3,000원 개인관람 

1,000원 
단체관람 1 0인 이상, 1인 1,000원 

• 사전 등록 예약 031-470-4726 

무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l 경로(65세 이상) 

선착순무료 정소년 및 성인(상영등급에 따라 조정) 

선착순무료 시네마클래스,동아리공연,체힘부스등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야마자키 타카시(Yamazaki 

Takashi)감독의 ‘운명 (Destiny: Kamakura Stoη)이’ 선정 

되었다. 개막작 운명은 재미있는 시각적 효과는 물론, 일본 

가마쿠라에 사는 미스터리 소설 작가인 주인공을 통해 관람 

객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꿈을 향해 모인 청소년들,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하는 

안%뇨국제청소년영화제! 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옛 ‘한 

국 영화의 메카, 안양’의 명성을 상기시키고 그 영광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받펀 상영시간표 ※ ©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 

※ 경쟁 언더 19, 24 I 우측 숫자는 상영작 수를 뜻합니다. 

날짜 시간 롯데시네마 3관 롯데시네마 4관 

9.6(목) | 20:00 

1회차 11:00 A.1.(144’ / @) 경쟁언더24/ 4(00 ’/@) | 

갱|차 13:30 시네마클래스 1 경쟁 맨션/3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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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P 많국제청소년영화제 
、‘」j

롯데시네마 5관 

소굽놀이 (~ ’ / @) 

리아나 (π’/@) 

기간 2018. 9. 6. (목) ∼ 2018. 9. 9. (일), 4일간 

개막식 2018. 9. 6. (목) 19:30 평촌중앙공원 

시상식 2018. 9. 9. (일) 13:00 안~"<가트센터 

문의 031-470-4721 

http://www.aiyouth.or.kr/aiyo따h 

중앙공원(야외상영) ; 안앙아트센터 

개막작 
운영 (129 ’/ @) 

9.7(금) | 3회차 16:00 경쟁 언더24/ 1 (108’ / @) 경쟁 언더19/1 (55’/@) | 버블때밀리 (π’/ @) 

4호|차 19:30 경쟁 언더24/3 (앓 / @) 어느 가족 (121’ / 용) 

5회차 20:00 알따고 (00' / ©) 시크릿 슈퍼스타 (150’/@) 

1회차 10:00 예Ycx..rth 전년도 수상작 경쟁 언더24/ 3 (CJZ ’/ @) 어느 가족 (1낀’ / @) 

2회차 12".30 트론 (96 ’/ @) 경쟁 언더19I1 (5.5 ’ / @) 매'ooth 페스티벌 초01스 (92 ' / ©) 

3회차 15:00 시네마클래스2 경쟁 언더19 I 2 (75 ’ / @) 실아남은 0매| (124'’ / @) 
--- + 

9.8(토) | 혜차 17.30 경쟁언더24 I 2 (114' I ®) I 경쟁언더24 I 4 (00' I ®) 

5회차 18:00 알파고 (00' / ©) 

6회차 20:00 운영 (129 ’/ @) 시크릿 슈퍼스타 (150'/ @) 빽투더퓨쳐 (120’ / @) 청소년영화인의밤 

7회차2α30 경쟁언더19 I 3 (47 ’/ @) 

1회차 11:00 트론 (96 ’/ @) | 경쟁 언더19 I 2 (75 I I ®) I 소끊놀이 (W’ / @) 

갱l차 13:30 리아나 (η’/ @) ! 경쟁언더영 I 2 (114' I ~)- ! 버블 때밀리 (η ! / @) 
9.9(일) } - - - - -

3회차 16:00 미Youth 페스티벌 초이스 (않 ’ / @)I 경쟁 언더24/ 1 (100 I ®) 빽 투 더 퓨쳐 (120’ / @) 15:α~(시상식) 

4회차 19:30 A.1 . (144 ’/ @) 셰Ycx..rth 전년도수상작 실아님은 0매| (124’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옳굶 ~ C껴i차 o°!"-‘- 평촌중앙공원(야오I~명장) 롯데시네마평촌 13관,4관, 5관) 인~to~트센터 (관악흘) 

동안구관평로149 동안구시민대로180 만안구문예로36번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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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따가운 햇살 속에서도 활짝 핀 해바라기와 나팔꽃이 

먼저 반겨주는 관양동 동편어린이집. 

하늘반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료받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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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효행인성지도사 

x 
}
κ
-
κ
-

용
때
 -口
m
줌
 매
 

x 



“오늘은 오방투호례 놀이를 할 거예요. 

소원 공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예쁘게 잘 넣은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반짝반짝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오방색으로 예쁘게 색 

칠한 계란판 속에 소원공을 던져 넣으며 환호성을 지 

른다. 선생님이 붙여주는 스티커를 친구와 비교하며 

얼굴 기득 웃음이 떠나질 않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꽂이 

피었다. 

)( x x 
'x 
‘전통놀이로 효훌 배우자!’ 

효행인성교육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해 주세요. 

• 신청 가능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 수업 대상 6세 ∼ 초등학생 
• 신청 문의 : 031-455-깅551 I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김희경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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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이해심, ‘놀이’로 배워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8년 노인 사회활동 지 

원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효행인성지도사업. 어르신들 

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건전한 효(孝) 문 

회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은 60대부 

터 80대까지 2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92시간의 전 

문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 이후 효행인성지도 

사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은 안양시 관내 보육시 

설, 초등교육기관, 지역이동센터 등에서 전통놀이 등 

을 통해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했다. 

성백순 효행인성지도사(67세)는 “나이 60이 넘으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생각지 

도못했는데 이런활동을할수있는좋은기회가생 

겨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라며 아 

이들과 함께 하는 매 순간순간이 행복이고 감동이라 

고말했다. 

30∼40분의 활동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오방투호 

례 놀이를 비롯해 공수 자세를 가르치던 윤근희 지 

도사(65세)는 “공손한 자세를 공수라고 해요. 요즘은 

어른들에게도 공수라는 말이 생소할 정도로 우리 기 

억에서 잊혀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 

히 전통놀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랍니다. 놀이를 통 

해 협동하고 배려하며 친구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교육하지요.”라 

며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 

정하며,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늘 공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업이 끝나면 어김없이 그날의 교육활동일지를작 

성하며 고민에 빠지는 어르신들. 공경과 사랑의 마음 

을 담은 ‘효 다짐 딱지 만들기’ 고마운 어른들께 감사 

의 편지를 전히는 ‘공경봉투 만들기’, 인성덕목이 적힌 

병뚜껑을 활용한 ‘구슬치기’ 알록달록 예쁜 한지로 만 

든 행복 ‘제기놀이’ 등 다‘t한 아이랩으로 아이들과 함 

께 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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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황꾀바써 

1젊정 률주!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를 비롯해, 현재에는 

‘몬스터’ 류현진, ‘추추트레인’ 추신수 등 효팩인 메이저리거들이 

활약해 오고 있다. 01들을 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위가는 

유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 

역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우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구단은‘작은사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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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아이들은 책상 앞에 앉아 있기 바쁘다. 올바른 인성이 능력으로 대 

두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 

다. 이에 여릿이 뭇을 같이히는 단체 스포츠가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특 

히, 야구에서 강조되는 협동심과 책임감 희생정신 등은 아이들이 타인과 더 

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에 유소년기에 경험하는 야구가 아이 

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의 김규연 감독은 “예의를 갖추고 25∼30명이 함 

께 모여서 운동하는 야구단은 그야말로 작은 사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모든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의 신체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 

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양에 유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조 

성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야구를 통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을 내비쳤다.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열린꿈터 

성인 못지않은 뜨거운 열의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은 2010년에 창단한 이래 

로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1일 경주에서 열린 ‘KBO 총재배 

U-12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에서 서울 송파구 B 

팀을 13대 0으로 이기고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데 이 

어 2017년에는 ‘제13회 남양주다산기 전국리틀야구 

대회’에서 8강에 올랐으며, ‘화성시장기 전국리틀야 

구대회’에서는 3위에 오르며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영광에 이어가고자 올해 역시 

‘제14회 남양주다산기 전국리틀야구대회’, ‘화성시장 

기 전국리틀야구대회’ ‘2018 U-12 전국유소년야구 

대회’, ‘제8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등에 출 

전하여 뛰어난 기량을 펼치고 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야구단이 개설되어 있는 .AJ-급학교로 진학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야구를 하면서 즐거워 

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구를 통해 신체 기능 등이 향상되는 것도 장 

점이지만, 올바른 인성을 함OJ'하고 최고의 자리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 유소년 야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 

한다”고전했다. 

---- ,-
’ ’ 

작고 어리지만그 열의만큼은 성인 못지않게 뜨거운유소년 야구선수들, 

이들을머지않아스포츠뉴스에서 볼수 있기를기대해본다. 

문의 안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 

http:// caf e. dau m. net/ayl ittlebaseball 

、종 
인양시 동안구 리틀야구단 우승 믿벽 

2016 -제 1 4회 용산구청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동메달 

-KBO총재배 U-12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 

-세계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준우승(유제모 선수 출전) 

2017 -제13회 남양주다산기 전국리틀야구대회 8강 

-호}성시장기 3우| 

2018 -제8회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8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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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특별한 이야기 

뾰l듀1디t놀π} ‘한 아이를 키우려먼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εh해 우리 사호|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호|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안양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친구야 놀자’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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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의 o~를다움 

안양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 ‘친구야 놀자’는 2001년 

4월 개원해 부모들이 함께 운영히는 부모협동 어린이 

집이다. 현재 3살부터 7살까지 41명의 아이가 함께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칩배해 모든 아이의 친구이자 부모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더 나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안양시 주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아이 

키우기, 공동육or를주제로강연과토론, 공동육아현 

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받았다. 

2017년에는 안양시 주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백운사 등산로 골목 벽화그리기’ 활동을 진행하 

기도 했다. 삭막하던 골목에 부모들이 힘을 모아 벽 

청소, 바탕 색칠, 스케치 작업을 하고 일주일 뒤 채색 

히는힘든과정을거쳐 아름다운벽회를완성했다. 

이동식 화분에 소국과 백일홍 등 향기로운 꽃을 심으니 

동네가 더 환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났다 . 

•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특별한 이야기 

• 

‘내 o~이’가 아닌 ‘우리 아이’ 

공동육아의 철학은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녹이들어 놀이 

로 이어진다. 친구야 놀자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흙, 

풀, 나무, 바람과 함께 자연을 벗 쉰L아 즐기는 나들이 등 

의 생생한 체험과 지유로운 놀이 등을 통해 창의력, 탐 

구심을 커울 수 있는 다%끝한 세계로 이끌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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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획일적인 인지교육은 하지 않는다. 아어들의 의견,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사당 아어 수를 낮춰 이어들의 변 

화와발달과정을상세히 관찰할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협동조합 친구야 놀자의 정세희 교육이사는 “혼자 아 

이를 키우며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 부모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니 너무 행복하다. ”며 “아이 키우러 

왔다가 어른들이 친구를 만나 더 즐겁고 행복한 곳입 

니다.”라고말했다. 

‘공동육아’는 탁아와 보육의 의미를 넘어선다. 어른들 

과 아이가 사회의 요구에 의해 분리되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삶의 터전을 일상적으로 가꾸고 변화 

시켜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아이들이다. 

문의 안양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친구야놀자 

동안구 매곡로44번길 14 

070-4032-7959 
http://kiddyhome.gongdong_o「kr 



.작은고추가짧다! 

건조한 가을철,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방심은 금물 

작은 불씨일수록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별신고및예방문의 

안양시 녹지과 031-8045-2149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I 안양에서 하루놀기 

아이스하키의 
새로운역사 
‘안흩빨맨} 아이스하키단’ 

2018-2019 시즌 
안g탤F라 아이스하키단 

경기일정 

09-08(토) 17:00 안양한라 vs 오지이글스 

-09(일) 15:30 안양한라 vs 오지이글스 
09-29(토) 17:00 안양한라vs 하이원 

-3이일) 15:30 안양한라vs 하이원 

10-13(토) 17:00 안양한라vs 크레인즈 

-14(일) 15:30 안양한라vs 크레인즈 

10-31(수) 19:00 안양한라vs 사할린 

11-02(금) 19:00 안양한라vs 사할린 

-03(토) 17:00 안양한라vs 사할린 

11-17(토) 17:00 안양한라vs 대명 킬러웨일즈 

※ 11 월 이후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 

※ 경기시간 토요일 17 : 00/일요일 15 : 30/평일 19:00 

2018-2019 안g뻗f라 아이스하키단 

새로운 역사의 서막을 열다 

‘리그 최초 3연패, 최다 우승 5회 달성’이라는 아이스하 

키의 새 역시를 써 내려간 안%댄봐 아이스하키단. 이들 

의 2018-2019 시즌 개막 경기가 9월 8일 안‘t종합운동 

장 내 실내빙상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즌 안잉댄봐의 

선수단은 골리 3명, 디펜스 9명, 포워드 14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중 새로운 외국인 선수 빌 토마스(NHL 

87경기, KHL114 경기 출전)를 비롯해, 국가대표 아이스하 

키 역시장동계올림픽 첫출전의 경험이 있는조형곤, 신형 

윤, 박진규, 강윤석 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새로운 가 

족으로 맞이히여 보다탄탄한선수구성을완료하였다. 

선수들은 지난 5월부터 빙상장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 

비산 체육공원, 관악산 등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 

행했으며, 8월부터는 빙상 위에서 국내 팀과의 연습 

경기를통해 페이스를꿀어 올리며 또다른 역사를위한본격 

적인 행보를이어오고 있다.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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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패트릭마르티넥 

코치김우재 

골벤딩코치 손호성 

멘탈코치 정용철 재
「μ
m마
 매
 

주장조민호 

정규리그 2018. 9. 8. (토) ∼ 2019. 1. 27. (일) 



• 

17-18 시즌경기 장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안양한라 주요 선수 참가) 

한편, 안양한보}는 지난 4년간 정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매 시즌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안양혼보+ 관계지는 올 시즌 새로운 시도로 리그 최초 ‘멘탈 코치’를 영입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과 실수를 범했을 때에 

도 평정심을 찾고 최상의 수행력 발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최적의 심리 상태에 

서 나오는 자신 있는 플레이가 관중들에게도 더욱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점 또한 

멘탈 코치 영입의 또 다른 이유이다. 매번 최고의 경기로 관중들에게 기쁨을 선 

사히는 안양 한라의 선수들 이번에는 또 어떤 위대한 기록과 경기력을 선보일지 

그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g’· -, - ,, 
진정한 우리들!!I 명웅 • ,q}.; 
m.시m 정상을 향해서 뻗에 나가요 1-7 
흩l강!!I 만양한라∼! , , 

문의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앙종합운동장 內 실내빙상장) 

031-381-6192∼3 

http://www.a「1yanghalla.com

.‘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한마음 한뜻 

인앙 동안경찰서의 민 · 관· 경 합동캠페인 및 순찰 

‘안전도λl’ 
우리손。될! 
깨끗한 우리동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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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흥떨 신고해야 하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다면, 로데오 길거리에 

설치된 ‘112 신고 나의 위치’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출동 경찰관이 

신고 장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오}준답니다.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는 ‘범계 로데오 거리’와 

‘안양일번가’. 타 지역에서도 잦비}올 정도로 명소01기도 한 

안양의 번호}가는 술집과 상가들이 운집해 있는 만큼 

크고 작은 사고가 우려되기도 하다. 

이에 안양 동안 · 만안경찰서가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섰다! 



‘안S팽’안전도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깨끗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 

반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히는 프로젝트로, 안양시 역시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안양 기꾸기에 나서고 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동안구청 상가연합회 등과 ‘깨끗한 로데오거 

리 만들기’ 및 민 · 관 · 경 합동캠페인 · 순찰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민 및 유관단체와 꾸준히 지역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 

고 있다. 또한, 지자체, 상가연합회, 협력업체 등이 손을 맞잡고 

건물이 밀집해 있어 위급 상황 신고 시에 위치 설명이 어려웠던 

범계 로데오 거리에 ‘신고 나의 위치’ 번호판을 설치하여 우리 동 

네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안양 만안경찰서 또한 ‘클린 일번가 지킴이 발족’을 비롯, 민·관·경 

합동 캠페인과 순찰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및 에어라이트, 

배너 등 길거리 무단광고물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양 동안·만안 경찰서는 시민들이 온 · 오프라 

인을 통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을 시행하고 있다. 

순찰장소 신청과 같은 작은 실천 등을 통해 내 손으로 직접 안전한 

안‘t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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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나요? 

유리창이 깨진 지동차를 거리에 방치 

하는 등의 사소한 범죄를 방치한다면 

사호|의 법과 질서가 지커지지 않고 있 

다는 메시지로 읽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문의 

안양동안경찰서 생활안전계 

031-478-7144 
안양만안경찰서 생활안전계 

031-8041 -6145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신청 

patrol.police.go. k「

희묘「하는 순찰 장소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하세요| 

안양 만안경찰서의 민·관 · 경 합동캠페인 및 순찰 



흔히들 봄철에 빈번하다고 생ζ팅f는 

알레르기 비염이 오히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철에 더 기승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염, 미리미리 살펴보고 예농배보아요∼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알짜배기 건강 상식 

=:ICI ~~ 
풋론흩흩 

7~을철불청객, 

l뜰렉lξ,, ‘d ttl 볍’ 

봄철보다 가을철에 더 기승! 

봄철 못지않게 기을철에도 꽃가루가 기승을 부린다. 환삼덩굴, 쑥, 돼지풀 등의 

잡초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대부분이며, 이는 봄꽃에서 나는 꽃가루보다 더 심 

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는 9월 역시 공기 중에 알 

레르기를 유발히는 꽃가루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시됐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 

출히는 것이 좋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Oef하다. 기을이 되면서 건조해진 

공기나 심한 일교차 등에 의해 코 점막 습도가 낮아져 발생하기도 하고, 곰팡이나 

집먼지 진드기 등이 콧속 점막을 지극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계절 구분 없이 

이어지는 미세먼지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리미리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들여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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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비염 안녕∼! 

실내청결유지 ( \ 적정온·습도유지 
뽑 알러념기를유발꿇집먼지진亡기 탬 없 건조힐쩍 t:JI엽이 더 심해질 수 

/ 곰팡이, 동물 털 등을 제거하고, 있으므로, 실내에서는 빨래나 

카멧,커튼,이불등을 노-- 젖은 수건 등을 널어 놀는다. 

세탁하여 일광 소독한다. -t:ip. 진드기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온도는 
약 20℃, 습도는 40∼60% 

~τ~듬d*1닙r λ t:::I케~I [ 、 외출시 n섭녕딴챔 
따듯한물을수시로마셔 。觀。 D섬칙뚫통해 미세먼지나꽃캠 
체내수분을유지한다. / 및 환절기 실내 외 온도차를 예방한다. 

알고먹으면보약! 

작두콜 

작두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01드 성분은 

독소의 증식과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71도 해 몸 

속의 독소 배출과 호릅기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된다. 

-t:ip, ’작두콩차’, ’작두콩밥’/작두콩조림’ 등으로 즐겨보자! 

미나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간 기능을 강호떼 

해독작용을 한다. 특히 면역력을 강호f해주는 효과가 

탁월해 알레르기성 비염은 물론, 계절 감기나 바이러스 

성 질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71대할 수 있다. 

-t:ip. 생으로 먹거나 l미나리반찬’/미나리즙’으로 먹으면 
영양소손실없이먹을수있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판l촉으l 
옳뿐Ol 담낀l 
롤을펀치rt 
안양의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 

1905년, 일본이 쟁1를 체결한’을사늑약메 
국민들은 톰E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을사늑익메| 체결되던 해 그는 뜻을 햄게해 오던 
미들과미토 al로부미를 처단할거시를 도모흡.-|다 

이토 히로부미까 수얻에 샤냥응 하려 

과다까 서훌로 ·~는 영:t~를 타고 서리 
재고깨(현재 안양g교)를 지나 OJ<양음 

개쳐 11-다는문! 

이에 항거한 만양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H덮 1882년 3월 4일 인g뻐써 출생한원태우 Al사입니I과 

그러나 겁먹은동료므| 갑씬러문돌빌행동 
으로 인해 원태무 XI시는 롤로 거사를 i펀기로 
口|음먹습니다 



--
원태우 지사가던진 돌은 DI토 히로부미가앉은 
조썩의 뮤리E멸 박살냈고, 뮤근| 파펀은 
이토 al.로부미므| 멀굴에 박뤘습니다 

----

저놓음당팡팡o~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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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달리는 기째| 돌을 던져 이토 al로부미를 및혔습니다 
당시 원태무지앤| L뻐|는 23세였습니다 

이 일로 처|포된 원태무지사는 징역 2개월메 곤장 1백 대의 
모진 고문과옥고를 겪어야했습니다 

LH 육원|를 고!군헬 수는 
있으나, 조국플 호받 내 口띔딛 

고!군헬 수 없음 뀐이다! 

미듬해 1월 24일메 석농펀 원Ett무 XI사는 혹독한고문므로 생긴 흉터 때문메 효뼈름대|도 긴 못을 입고 [뼈야했으며, 
국밤{|빠| 심한고문을 5펙 슬5뻐| XI녀를두지 못쨌습니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 

그러다 1950년 6월 25일 69.서|를 일기(-期)로 비t홈 수푸루지(현재의 임곡동)에서 므|로문 샘을 미감하커| 됩니다 

원태무 지사QI 의거는 당시 ’대흔빼일신문', ’동경매일신문’ 등메 
대서특필되며 독립문동의 효시로 직용히였습니다 

무리 인E뻐써는 원EH무 ~q,.q므| 뮤물과의거지를 보존하고, 기념비를 
서뻐 그 숭고한정신을 기억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태무 지써| 의거 결행 85주년을 
맞!01한 1990년 8월 15일, 건국훈장매족잠를 
추서히였습니다 

얻EH무 지샤의 개룩한 희생정신응 
'11리며 •• 맨국훈장 애족장음 추서흥κ|다. 

」;원태우 지사 의거지 ; 안양자동차학원 맞은편 위치 
원태우지사의거비 : 만안시립도서관내 위치 

원태우 지사조형물 ; 자유공원 내 위치 

.문헌에 따라, 원태근, 김시근, 김태근 둥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호적에는 원태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8.15 광복기념음악회’가 

안양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국선열들을 호|ε탄f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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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되홀에파 

광복절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되 

었다.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8.15 

광복기념음악회’는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음악회에는 안치환 밴드(안 

치환과 자유), 길구봉구, 팝페라 그룹 플래티넘, 한얼 

국악예술단이 공연을 진행했으며, 뮤지걸 ‘영웅’ 및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을 비롯하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등의 인기곡으로 

무대를빛냈다. 

또한, 광복을 위한 선조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 

원태우, 한흥리, 이재천, 이재현 형제 등 안양의 독립 

운동가뿐만 아니라 나리를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 더위도 잊은 채 즐긴 

한 여름밤의 콘서트를 통해 많은 시민들은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 여행의 발견 

￥{슨 돋흥\f!l,1 끽품고{ 한f11~1 
-it걷~j.. 엔쳐I갚 꼼t1lf현-

‘느긋함’과 ‘걷기’, 이 두 가지만 있으먼 되는 트래킹은 자연의 풍광을 즐기는 형태의 

걷기를 말하는 것으로, 유럽 사람들이 대자연을 찾아 아시아의 고원을 천천히 걸으며 

여행한 데서 생긴 말이다. 자연을 눈에 담으며 슬로우 라이프를 즐겨보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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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루 3번, 자연을 만나는 기회 

곰배령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점봉산 능선에 자리하 

고 있다. 꽃이 지고 잎만 남은 야생화부터 절정을 이룬 야생화까 

지 시기를 달리하며 피고 지는 수많은 야생화가 곳곳에 서식하 

는 이곳은 특별한 공간인만큼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특별하다.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에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하루 

300명이 오전 9시, 10시, 끄시에만 입장할 수 있다. 게다가 오후 

2시까지 탐방을 마치고 하산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계획을 

세울펼요가있다.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CX33-636-7700, 점봉산 분소 033-뼈1-영09 

인터넷 예약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럼(https://reservation.knps.α. kr) 접속 

#2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야생화 천국 

신선이 내려와 놀고 간다는 강선계곡의 물소리를 들으 

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평소 쉽게 볼 수 없던 아름다 

운 야생회를 마주하게 된다. 높이 자란 소나무 군락과 

계곡 숲을 지나다 보면 어느덧 싱그러운 초록이 나를 

감싸고 있다. 그렇게 자연의 매력에 흠빽 빠져 걷다 보 

면 높은 경사 끝에 파란 히늘이 니뭇잎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곰배령 정상의 평원 

이 일상 속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해준다. 이 

곳의 풍광은 여름 장마가 끝나고 가을까지 절정을 이뤄 

천상의화원을만든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마음의 한 줄 

7~을의문턱에서 
독서 ‘한입’ 

가을 냄새가 바람에 실려 오는 9월, 

괜스레 마음이 허한 날과 마주효봐면 독서 ‘한 입’ 해 보세요 

금세 마음의 양식이 되어 공허했던 속을 든든하게 채워 줄 거예요 

조급해 하던 마음의 속도는늦춰지고 행복의 기운들이 

당t을 미소 짓게 묘플 거예요 

우리신화상상여행 

신동빈 지음 | 나라말 I 2017 

우려 
I 신화 
li 장장 
]예행 
랭)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호뻐| 나오는 ~들의 이름은 줄줄 외우는 

반면 조왕신, 삼신흘벼|, 소멸왈 대별왕등 웹툰속에 등장히는 여 

러 ~들의 이름은 낯설어 효H二t 이 책은 낯선 우리나라의 토속 신 

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우리 신화의 입문서인 이 책은구전신호i를 바팅으로 r신과 함께」 

에서 들어본 여러 토속 t들과그 신화속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이야기 뒤에 해설편이 붙어 있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중간 중간 삽호까 읍입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 

게책을볼수있다 

책의 미래를 찾는 여행, 서울 

우치누마신타로, 아야메 요시노부 지음 

| 한스미디어 I 2018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책’을 둘러싼 이들의 새로운 생각을 담은 

책이다 책과 관련된 일을 히는 29명을 인터뷰히고 그들과 관련 

된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 작은 책방, 

독립 서점 주인들과의 인터뷰는 물론0 1고 색다른 방식으로 책 

을 펴내는 출판사 출판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소장 등의 인터뷰 

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다S한 작은 서점이 자리 잡은 일본 

의 사정을 잘 파익하고 있는 일본 서점 경영자와 편집자가 효팩 

의 ‘책’과관련된 변호를 본다는 것이 흥미롭다, 



2018. 9. 20 묵요월 오후8시 영흔아트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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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갈의모든얼굴 

일 시 2018. 9. 20. (목) 20시 

장 소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20,000원 (청소년 10,000원) 

문 으| 031 -687-0500 

〈달갈의 모든 얼굴〉은 안면인식장애를 모티브로 인간의 탐욕 그 탐옥이 만들 

어낸 아이러니와 해학을 짜릿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주인을 두고, 유언장을 고치려는 심복들의 통쾌한 반란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윤유선, 정석용, 신승환, 장성범, 박정원 등 1인 10역으로 순 

간의 순간을 오고 가는 베테랑 배우들이 선보이는 변신의 향연을 통해 연극의 

묘미를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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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오늘의 온도 - Anyang: Dream and Reality 

일 시 2018. 9. 7. (금) ∼ 9. 21 (금) I 1 o : oo∼18 : 00 

장 소 안양아트센터 갤러리미담 

관람료무료 

문 으| 031 -687-0937 

〈안양l 오늘의 온도〉展은 안양(安養)이라는 지역을 예술적 시각으로 조묘년f며, 

도시 ’안양어| 대한 단상을 이야기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안앙에서 태어나거나 

살아온 6명의 작가 김필래, 김혜련, 남경민, 박형근, 요원, 초|종희와 함께하며I 

회화 사진 영상 설치미술 등 다~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번 전시는 안양에서 삶의 시간을 보내온 예술가의 시선을 빌려, 한 

도시가 시간과 변화의 과정을 아우르며 도달한 감성적 지점과 감각적 온도에 

대해논한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문화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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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kids 키네틱 2018 (9.4-9.9) 

HOO∼18:0(〕

평존아트홀 저12전시장 

입장무료(참여비 10,000원) 

ft 031-383-9912 

3 

명훌}도ll 
만맡 

DID~JI 

7.20∼9.9 

10 
전시 

안양, 오늘의 온도 -Anyang 
:oream and Reality (9.1∼9.21) 

rn:oo 
안앙아트센터 갤러리 미담 

무료 

ft 031-687-0937 

9 
천시 

Cine Wave in ANVANG 
영화도시 안양 이야기 (7.20∼9.9) 

9:00∼18:00 

안앙박물관특별전시관 

앙 031-68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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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협/연극 

노래하는인어공주 
10:10, 11'.2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개인석 10,000원 

단체석 5,000원 

앙 02-6203-6593 

16 

뮤지컬/연극 

출동슈퍼윌스 
HOO, 14:00, 16:00 
안양아트센터관악홀 

R석 44,000원 

S석 33,000원 

ft 010-6275-2323 

25 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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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쩌IS기 
시민인문학당;희망21 인문학 
(인민,시민,개인) 
14:00 ∼ 17:00 

14:00 ∼ lTOO 
안양대학교 수봉관 7증 701호 

I n 031-467-0929 

안양대학교쩌IS기 

시민인문학당,희망의 인문학 
(인공지능과 예슐 이야기) 

요맨.대학교쩌IS기 
시민인문학당;희g번| 인문학 
(인류 문자의 기월과 밟전) 
14:00 ∼ lTOO 
안앙대학교 수봉관 7층 701호 

I n 031-467-0929 

31 째2뼈 ~ 1 
전국시밀소년소에~ 

),.,.란1\-특‘ ----- 뿔떤! 
썩복」}놓 쩌126호| 전국시립소년소녀 

”댐~l:멈:::: 합창제 사랑가득 행복나눔 

.
캘
-
-
-
-
=
싫

-

릎
룹
 
.“ 

7 
체협활동 

쩌13회 안양시 진로 페스티벌 
(9.6∼9.7) 

g:oo 
안양실내체육관 

무료 

ft031-8045-2765 

21 

28 

8講혈했 
~coLO~FUL 
KEYS0'>~ 

영티 티Q/시앙상톨J 김싱걷서ι 

9. 13.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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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연 

안양대학교쩌IS기 | 여닮색깔의열쇠 
시민인문학당;희망의 인문학 . (9.13) 

(끓동률 넘어서는 마률 만롤기) 10:30, 19:30 
평존아트흘 
전석 10,000원 

앙 031-687-0500 

lS:OO 

안양아트샌터관악홀 

전석선착순무료 

ft 031-687 0547 

8 

옆
-뿜
 

17:00 
평존아트홀 

전석선착순무료 

ft 010-9638-9630 

15 
혹제 

2018 안양가족 
보드게임축제 
rn: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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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화가있는날 

작은음악회 소소한음악회 
£ )> 1 lS:OO 
펜| 안양박물관야외 

O> I 

§ | 무료 
n I 

ft 031-687-0500 



9월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뭘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유도하고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 2018. 9. 14. (금) ∼ 10. 1. (월) 

부과대상 경유사용자동차 

·적용기간 . 2018.1.1. (월) ∼ 2018. 6. 30. (토) 사용분 

※ 저공해인증차량은부과대상제외 

납부방법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o.or. k「), 고지서 납부, 

자동이체 신청, 간8e납부서비스(www.wetax.go. |〈「),

통합ARS 납부(1544-6844) 등 

가산금 ; 3%(납기후)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 옆 031-8045-3338 

안앙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옆 031-8045-4414 

「안량시 SN앞f광기자단」 블로그 및 SNS 홍보 

블로그및 SNS 현황 

내 용;문화관광축제행사등다g받}문호V관광소식홍보 

명 칭 안앙같이놀자(ID ‘ anyangt「i p)

주 소 블 로 그 https ://blog nave「com/anyangt「IP

페이스북 https ://www.facebook.com/anyangt「IP

인스타그램 ‘ h반ps ://www.instag「am.com/anyangt「IP 

이용방법 이웃추개팔로우 신청 

기 타 매주금요일업데이트 

문 의 안양시 문호딴광과 용 031-8045-2449 

정수장별 정수 수질검사 결과 

체수일시 2018. 7. 2. (월) 

검사대상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정계통합정수장 

검사항목 ‘ 일반세균검사 대장균검사등 총 60항목 

검사결과 적합 

문 으| ; 안양시 ~하수도사업소 정수과g 031-8045-5346 

” 

• 

2018 하반기 지방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불이익(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영치 등) 

이 없도록조속한납부를 당부드립니다 

기 간 : 2018. 8. 1. (수) ∼ 9. 30. (일) 

납부방법 

- 은행 CD/ATM기기 납부 · 통장 현금카드또는 신용카드 01용 

- ARS 납부 1딩4-6844 

- 가상겨|조}납부 농협 가상겨|조H개인별 부여)로 입금 

- 인터넷 납부 ‘ 지로(빼w.giro.o「. k「), 우|텍스(www.wetaxgo.k「업속 납부 

체납에대한조치 

- 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문 으| ‘ 안양시 징수과 ft 031-8045-2588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ft 031-8045-3093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옆 031-8045-4294 

딛tgf 2:1촉 
룬활궤l 
2018.10.5.-10.7. 
밀를업검흑박톨판매 전Al판 

r 제12회 건률룰화상공모 뭘 시상후톨 
2018. 8. - 10. 

I제.부톨] 
전국 대학(원)의 건축설계, 도시계획 실내건혹디자인 관련학과재학생 
전국 고동학교 건혹관련 학과재학생 

[아를다훌 건--.톨I 
2016. 9. 1. ∼ 2018. 7. 31.에 시용슐인 된 안양시 소재 건혹물 
자세한 사항은 요방시 홈때101지(www.anyang .go . kr)참조 

r O빠댐인양그리기 대획 뿌룰 
때18. 10. 6휴 13:00 - 17.뻐 

장소 김종업건흑박물관 일대 

대상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 유치부(5-7서I), 초동부, 중동부 

후찌 과거 ·현빼 · 미래의요망건혹·도시 ‘풍경 

용암앙셔 빼안앙지역le!앵. ii!l! ,꽤,과~I건.시!J 



。

「인양사랑상품권」추석 명절 특별 할인 판매 

기 간 2이8 9. 3. (월)∼ 9 21. (금) I 3주간 
할 인 율 10%(개인 30만원한도,법인흘벤없음) 

판매규모 25억원 

- 조기 판매 완료 시 10% 할인행사종료 

결제방법 · 현금결제 

판매장소 ; 관내 NH농협, 지역 농·축협 등 36개소 

사 용 처 ; 안양사랑상품권가맹점(관내 전통시장 및글목점포) 

- 가맹점 확인 안양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소비 

자·경제) 및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어플 

i ※ 안양시 규제신고센터(규제행정 원스톱통합창구) 

오프라인 접수처 안양시 정책기획과규제개혁팀 

용 031-8045-2211, 2208 FAX 031-8045-6504 

메일 접수처 . yu「omi75@ko「ea.k「

온라인접수처 

안양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개혁119 > 규제개혁신문고 

으| . 안양시 경제정책과 ft 031 -8045-5702 

----

인양시g짧 

납세 의무자 ‘ 2018. 6. 1. (금) 현재 주택, 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 

납부기간 : 2018. 9. 16. (일) ∼ 10. 01. (월) 

... 7월 ; 주택으| 1/2, 건축물 ... 9월 ; 주택으| 1/2, 토지 

편리한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 

(CD/ATM)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우|택스(www.wetax.go. kr)에서 조회 납부 

-스마트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 업 다운로드 후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 

(개인별부여)로납부 

- ARS 전화 납부 ’ 전화 1544-6844 이용 납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납부 안내 

대 상 ; 정기분세목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방 법 ; 스마트폰 업에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입력 후 다운로드 

... NH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멈버스 

※ 주으|!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부과됩니다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 ~ 031-8045-3184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ft 031-8045-4393 

안양시 세정과 흘 031-8045-2584 



알뜰나눔장터 하반기 개장 안내 

우리 시에서는사용 가능한중고 생활용품의 판매·교흔멸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재활용 추진을통하여 건전한생활문화공간을조성하고자 

알뜰나눔장터를개장·운영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참여 바랍니다 

개 장 일 2018. 10. 6. (토) 12:00 

운영기간 : 2018. 10. 6. ∼ 11. 10. (매주 토) 12:00 - 17:00 

※ 시민축제(9. 15), 추석연휴(9. 22.), 우천 시 휴장 

장 소 평촌중앙공원옆「차없는거리」 

참여대상 ; 안양시민(신분증 지참) 

어린이 및 청소년은 타 지역도 가능(19세까재 

외국인(안양시 관내 거소신고자) 

참가신청 . 당일 10시 30분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추첨을 통한 

자리배정(신청서 배부 : 10:00부터) 

※ 종량제봉투(lOQ) 미지참자는 참가제한 

취급품목 · 중고물품(의류, 도서, 완구, 기타소형 중고물품등) 

※ 금지행위 신제품, 음식, 동물 및 고액판매(50,000원초과) 

참가증 매매, 양도 및 다량소지(적발시 참여제한) 

문 으| · 안양시 청소행정과 ft 031 -804도2257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목 적 단속지역 미 인지 운전자의 반복 단속 적발 방지 및 차량의 

자진이동을유도하여 원활한소통로확보 

내 용 ;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 

대 상 ; 거주지와관계없이관내를운행하는차량운전자중서비스 

제공에동의한자 

신 청 연중계속 

신청방법 

- 안양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http://pa「kingsms.anyanggo. k「) 접속 후 신청 

-스마트폰신청 ‘주정차단속’ 업설치후안양시서비스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제출 

문자알림서비스흐름 

단속대S「차량(1차출명)계고단속→자진이동유도문자메시지발월1호|) 

→10분이상 동일장소 주차차량 (2차 촬영) 과태료부과 

문 의 ; 안앙시 만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 ‘--‘ 벌 
ft 031-8045-3123 I Ir、 ~ 

안양시 동안구 끊녹지과교통지도팀 \. ‘~6 
ft 031-8045-4329 、‘~

2018년 만반구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안내 

검사대상 상거래용으로사용하는모든계량기 

종 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검사기간 

동별 검사일자 검사시간 검사장소 

안양1동 2018. 9. 3. (월) 10:00 ∼ 16:00 안양1동행정복지센터 

안양2동 2018. 9. 4. (호” // 안양2동행정복지센터 

안양3동 2이8. 9. 5. (수) // 안양3동행정복지센터 

안양4동 2018. 9. 6. (목) // 안양4동행정복지센터 

안양5동 2018. 9. 7. (금) ” 안양5동행정복지센터 

안양6동 2018. 9.10. (월) ” 안앙6동행정복지센터 

안gη동 2018. 9. 11. (화) ” 안'6"7동 행정복지센터 

안양8동 2018. 9. 12. (수) // 안양8동행정복지센터 

안양9동 2018. 9. 13. (목) ” 안양9동행정복지센터 

서--,스1 l도C그 2018. 9. 17. (월) ,, 석수1동행정복지센터 

서--,스 「2도C> 2018. 9. 18. (호” ” 석수2동행정복지센터 

석수3동 2018. 9. 19. (수) l ’ 석수3동행정복지센터 

박달1동 2018. 9. 20. (목) // 박달1동행정복지센터 

박달2동 2018. 9. 21. (금) // 박달2동행정복지센터 

소재장소 2018.10. 4∼ 10. 19. 소재장소검사신청장소 

참고사항 

아래와같은사유가있을 시에는구청장에게 별도 신고하여 정기검사 

를받을수있습니다 

가 정기검사를연기할수있는경우 

-부득이한사유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신고 

나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할수 있는 경우 

- 계량기가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가파손, 또는정밀도저하의염려가있거나그밖의사유 

로운반이곤란한경우 

-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보유한 경우로서 지정된 장소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정S받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시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300만원이하과태료)에 의하여 처분을 받습니다.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복지문화과 율 031-8045-3357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채용정보 

|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엠1잃로지스틱스 전산자료입력원 고졸∼대졸(4년),경력무관 경기도군포시번영로 031 -8045-2 409 연봉 2100만원, 09 :00-1 8: 00(월-금) 
및사무보조원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한국복합물류센터 E동 /격주 토 09:00∼16:00 
(2명) 우대 2018 .08 . 28(화) 오전11시 상설면접(안 

앙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 후잠가 

효산의료재단안양샘 간호조무새2명) 흐랙무관, 경력무관긴호조 경기도안양시만안구 031 -467-9765 월 168만원(경력에 따른차등지급) 
병원 무사자격팔수컴퓨터활용 삼덕로 격일근무, 3교대근무,중환자실 

능력우수자우대 조무사업무식대비 50%지원 

퓨)케이엠Ol-01텍 생산관리원, 품 흐펙무관,경력무관문서작 경기도 인양시 동안구부 010-4609-1511 연봉 1920∼2040만원 주5일 09:00 
질사무원(2명) 성엑셀가능재 림로 1465충냉층 ∼1 8:00, 퇴직금, 4대보험 중식제공 

·이메일지원 sy0908@kmitek.kr 

안양시청 영상, 녹화, 편집 고졸∼대졸(4년), 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8045-2357 일 71,200원 / 대체인력 (2018.10.8-
기새1명) 프리미어,어|펙프로그램 시민대로 235 2019.9.6}주 1일 09:00-18:00 

휠용관련학과우대 시정홍보영상제작 

쿠핑풀필먼트서비스 상품 진열원 학력무관,경력무관 경기도 01천시마ε먼 031 -8045-5704 월 170만원∼210만원 주간조 
유한회사 (500명) 묘번α에까지도 지원 가능 덕펑로 831-60 09:00∼18:00/야간조 19 :00∼04:00 

(통근버스운행 2018 .8 . 28(화) 오전10시 30분 안앙고용 
범계역, 안양역) 플러스센터 이력서 지참, 현장면접 

(자세한 사항 문의 031 -8045-5704) 

띔하이모 미용새2명) 고졸∼대휠4년), 경력무관 경기도안양시동안구 031-457-1121 연봉2400만원, S뼈 200% 미포함 
미용사,미용새일반)자격 전파로w타워 2층하이 주5일 10;α)-20:00 

필수 모안양지점 

코리O뻐|어케어 온라인판매원 학력무관,경력1년이상 경기도인앙시동안구 031 -8069-5050 연봉 2200∼2때0만원 주5일 
(1 명)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흥안대로427번길 16 09:00- 18:00 ·이메일지원 

우대 orderaircare@gmail.com 

수리산성원상떼빌 이파트전7f관리 흐렉무관,경력1년Of상 경기도인앙시 만인구장 031-469-0076 연봉28따3뼈만원(면접후결정) 
1차아파트입주자 원(1명) 고행f우대 Ltt로76,관리사무쇠인앙 격일근무/전기소방서대관리 
대표회의 동수리신성원S떼|빌1채 

(주무인하우징 건설현장반장 학력무관, 경력2년이상 경기도안앙시동안구 010-3797-5489 연봉3500-ffill만원(먼접후결정) 
(2명) 출장,운전가능자 시민대로 374 식사저}공,주5일 00:00-18:00 

자치소유우대(주유비 보죄 *O |메일지원 i애<5114@msn.com 

(주)보광ENG 승강기설치정비 흐랙무관, 경력2년이상승강 경기도안앙시만안구 031 -384-0010 월급300만원이상 
원(1 명) 71 자격증소지자우대고용 삼막로 19 주5일 09.따17:30 

촉진지원금대상자우대운 *O |메일지원 : okm78@hanmail.net 
전면허 필쉬운전71능재 

문으| ft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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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를 
윌용 내부 공익신고자어|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01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말·활} 
소비자이익 

개인정보무단유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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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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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떼이지 1398.ac「c.go.k「

· 부때·공익신고업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끼 

폐기물물법매립 허위 • 과장광고 볼업 산업기술 유출 

. 국민련외위윈효|醒 



。

줄넨1률저l프틀톨럼 
휠넨1케빠률를 1메울넨 

·‘ 

대한민국국민누구나 
※ 개인 또는 팀(인원제한 없음) / 응모작품 수 제한 없음 

.콸앨~i~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 진E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야에 대해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시 

[아이디어예시]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 

• (사전)투표 • 개표 방법 개선 및 국민 참여 방안(제도) 
• 투표율을높일 수 있는 방안(홍보) 

• 정당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개선 방안 

• 정당 • 후보자의 선거정보를 쉽게 알랄 수 있는 방안 

•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방안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우|탁선거(농 • 축 • 수협조합장 등) 개선 방안 등 

휠F랜헌l 
- 접수기간 : 7. 30.(월) 09:00 ∼ 9. 14. (금) 18 :00까지 
- 발 표 : 10. 8.(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 ;10월중 

원~F-않핀-
-선거연수원대국민공모전홈페이지를통한인터넷신청 접수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ivicedu.go.kr/contest 

안양시만안구선거판리위원회 률 031 -449-5310 

‘ · 잉.시밍 ... g를기g 
선거연수원 

~-I~훤곁
- 내 용 ; 문제점, 개선의견, 기대효과 포함 

- 분 랑‘ A4 기준 2매이상 

- 작성방식 휴먼명조 14pt 줄간격 180% 

※ 제출앙식을 공모전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펑.렌i흩. 
등급 | 작흙 
최우수상 

우수상 3 

장려상 11 

@톨원U필I 

훈격 

중앙위원장상 + 상금 100묘벤 

선거연수원장상 + 상금 50묘}원 

선거연수원장상 + 상금 20~펜 

-1 인 또는 1팀의 응모 작품수는제한 없음.(단, 중복시상불개 

- 접수마감은 마감일 18시까지이며 이후 제출된 것은 무효임. 

- 제출앙식에 준하지 않는 출품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한 아이디어인 경우 먼저 접수된 아이디어를 우선으로 함. 

-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출품작의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문제는 참가자에게 귀속됨. 

-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 권리는 

선거연수원에귀속됩. 

생톨필없I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공모전’ 담당자(ft 031 -296-8755) 

안양시동안구선거판리위원회 률 031-441-9293 



연현마을제일t법 간담회 및 현장방문 

인앙시의회(의장 김선화는 7월 18일 의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및 관 

계공무원과, 학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현마을 소재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준비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 

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현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저1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최 

안앙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제241호| 시의회 임 

시회를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 

체 대표연설, 시정연설,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을처리했다. 



상임위원짙딴안양권 S벤들 단식농성장 

격려방문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 상임위원장단(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은 7월 

18일 의왕시정 정문 안g변 S벤들 단식농성을 

방문해 인양 군포·의왕-과천 S벤연합회 회원 

들로부터 어려움을 정취하고 상인들을 격려하 

였다 

48 J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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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대 전반기 의짙받}유관기관 방문 

안앙시의회의장 김선화는 7월 20일 대한노인 

회 만안·동안지회, 만안·동안경찰서, 인양교육 

정, 인앙소방서 등 관내 6개 유관기관을 방문하 

여 본격적인 주요 현안사항 챙기기에 나섰다. 



총무경제위원회활동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맹축는 저1241회 안양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 2이8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심,q를 위해 안옆동 경 

로당 신축예정 부지를 방문히여 현장 확인과 현 

황을 정취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펄쳤다 

의회운영위원회활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건)에서는 7월 9일 

저12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사 

무국 업무보고 정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진행 중 미홉한부분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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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저1241호| 안앙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2일 올 해 준공된 

안양새물공원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과 현황을 

정취하는 등 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활동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는 제241회 안 

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0일 희망 아카 

데미 g빼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성인발달 

ε빼인 자립지원 시설인 희망터 사회적협동조 

합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갚은 관심을 갖 

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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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만안도서관 ‘도서 벼룩시장’ 참가자모집 

운영일시 9. 15. (토) 13:00 ∼ 16:00 

신청기간 ‘ 9. 6. (목) 14:00 ∼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접수 

참여대상 안양시 거주 일반성인 또는 가족동반 15팀 

장 소 만안도서관 야외 앞마당 

내 용 집에서보지않는책이나책관련물품을도서관마당에서 

이웃주민들간알뜰판매 

으| . 만안도서관 어린이자료실 ft 031-8045-6164 

박달도서관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작가와의 만남’ 운영 

일 시 9. 6. (목) 10:30 ∼ 12:00 

대 상 ; 안양시민 

장 소 박달도서관4층시청각실 

내 용 ; 작가으|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삶에 대하여’ 

8.16. (목) 10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35명) 

김중미 작가(「팽이부리말 아01들」, 「모두 깜언」 등) 

박달도서관 ft 031-8045-6182 

버
닙
 해
。
이
카
 

바
。
 

처
。
 

시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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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도서관 1205일, 길바닥 여행 ‘박수 여행작가와의 만남’ 운영 

일 시 ‘ 9. 9. (일) 13:00 ∼ 15:00 

대 상 안양시민 

장 소 박달도서관4층 시청각실 

내 용 ; ‘여행으로삶을변화시키다 책에서나와길바닥으로머리 

에서 나와 온몸으로 부딪혔던 ‘1205일간 길바닥 여행가의 

여행인문학 

신청방법 : 8. 16. (목) 10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35명) 

진 행 ; 박수 여행작가 (「1205일 길바닥 여행」 저) 

문 의 . 박달도서관 ft 031-8045-6182 

? 2018년 9월 석수도서관 홍보자료 

석수 · 만안 · 삼덕 • 박달도서관9월 독서의 달행사운영 

행사기간 , 9월중 (도서관 및 행사별로 다름) 

대 상 ;어린이 및일반시민 

세부내용 

• 
~ 

.9_여j쩌 !L 문의전화 -'-"Ii..: ---
「오리야 사료「해!」 다문화 인형극, 

컨 
석수 「그림책놀이」, 

031-8045-6116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등 10개 행사 

만안 
「정리의 기술(성인/초등)」, ft 

「도서 벼룩시장」 등 7개 행사 031-8045-6164 

삼덕 
「복호}술, 인형극」, ft 

「나만의 그림책만들기」 등 5개 행사 031-8045-63θ 

박달 「동화책 원화전시」 등 5개 행사 
ft 

031-8045-6182 

석수도서관 ‘오리야사료}해!’ 다문화 인형극 

운영실시 2018. 9. 8. (토) 15:30 ∼ 16:30 

대 상 -5∼10서| 어린이 및 부모님 150명 

운영내용 2004년 안더|르상 수상작 「사랑에 빠진 개구리」를 각색한 

다문화인형극 공연 후 레크레이션과기념사진 촬영 

접수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접수 

(8월 29일 수요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의 석수도서관 1층 독서진흥팀 ft 031-8045-6116 

석수도서관독서의달특강안내 

박달도서관 일독일행 독서법 ‘유근용 저자와으| 만남’ 운영 

일 시 10. 6. (토) 13:00 ∼ 15:00 

대 상 ; 안양시민 

장 소 ; 박달도서관4층시청각실 

~견주제 독기·행 ; 독서하고기록하고행동하기 

신청방법 : 9. 3. (월) 10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35명) 

진 행 ; 유근용 저재「일독일행 독서법」, 「메모의 힘」 등 저) 

문 으| ; 박달도서관옆 031-8045-6182 

※ 날씨 또는행사장사정으로인해 일정이 변경될수있으니,추후도서관 

홈페이지(lib.anyanggo. k「)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f'n 내용 

업사이 9. 8. (토) 6 ∼ 7서|+부모 

三E므크근ζ〉| 10:00 ∼ 12 : 00 15팀 버려지는그림책을창의적 

I』다j。 』j는 →브1 
생각으로재구성하여 입체 

9. 8. (토) 초등 1 ∼ 2학년 책으로만들기 
만들기 13:00 ∼ 15:00 10명 

9. 15. (토) 6 ∼7서| 

그림책 10:00 ∼ 11:00 15명 때널시어터로그림책 읽고 

놀이 9. 15. (토) 초등1 ∼ 2학년 손유희 및 다S털f 독후활동 

13:30 ∼ 14 : 30 15명 

접수방법 도서관홈페이지 접수 

(8월 22일 수요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수) 

으| ; 석수도서관 1층 독서진흥팀 ft 031-8045-6116 



。 삼덕도서관 ‘지금 내 아이 사춘기 처방전’ 저자특강안내 

I 운영일시 2018. 9. 18. (화) 10:00 ∼ 12:00 

대 상 - 학부모 40명 

운영내용 -사춘기 아이들의 유형을7가지로구분해보고 유형별 

다~한사례를통해 자녀와부모가함께 행복할수 있는 

현실적인솔루션제공 

진 행 이진아 

접수방법 ‘ 도서관홈페이지 접수(9월 5일 수요일 10시부터 선착순 접쉬 

문 으| , 삼덕도서관 3층 사무실 ft 031-8045-6361 

삼덕도서관 ‘복호}술인형극’ 행사 안내 

일 시 ; 2이8. 9. 11. (호” 16:‘ 00 ∼ 17:00 

대 상 유아 및 부모 80명(선착순 입장) 

내 용 책돌이가을F해주는좋은책습관과고문말나눔인형극 

“하마야일어나’ 

장 소 삼덕도서관 3층 시청각실 

문 의 삼덕도서관 얻 031-8045-6362 

삼덕도서관 ‘알뜰도서 교환전’ 운영 안내 

일 시 : 2018. 9. 16. (일) 13:00∼16 : 00 

대 상 안양시민 

내 용 집에서잠자고있는도서와도서관기증도서를교환하세요 

(5년 이내의 도서로 참고서, 문제집, 만화 등은 제외) 

장 소 삼덕도서관 2층로비 

문 으| ; 삼덕도서관 옆 031-8045-6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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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평촌도서관홍보자료 

• 평촌도서관 내 口띔에 동화 9懶
일 시 9. 5. ∼ 10.31. (매주수) 15:30 ∼ 16:20(※추석연휴,개천절휴강) 

장 소 2층문화교실 

| 대 상 ; 유0~5구서|) 20명 (※ 기신청자) 
진 행 ; ‘LH 마음에 동화 자원봉사단 
내 용 ;그림책읽기, 동호}구연, 만들기그리기등독후활동 

9월커리률럼 

L」·”’
-『.、. ~·J 환동 

9. 5. (수) 
~~그 

새앙쥐와태엽쥐 
자전거시계만들기 

9. 12. (수) 
범이물고간노루꽁지 

팔이영감과우근근산토끼 
종이탈만들기 

9. 19. (수) 」 
도깨비와봄바람 

추석에도세배할래요 
보름달꾸미기 

문 의 평촌도서관 용 031-8045-6212 

관양도서관 9월 ‘그림책과놀자’ 운영 

일 시 . 매주 목 16 : 00∼17:00 

장 소 , 관양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대 상 ; 유OK6구서|) 20명(※ 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자원봉사자 

| 문 으| 관앙도서관 옆 031-8때-6334 

비산도서관 나도 작가다 연계 특강 ‘01가을 동호}작가오}의 만남’ 

일 시 : 2018. 9. 14. (금) 10:30 

장 소 비산도서관4층 시청각실 

대 상 ; 동호배|관심있는성인 40명 

진 행 이가을동호|작개가끔씩비오는날쪽매나머지학교외다수) 

내 용 ; ‘그밖에여러분’등 01가을작가의작품과동화창작에 

관한이야기 

신 청 . 2018. 8. 31. (금) 10 : 00부터(도서관 홈페이지) • 문 으| 비산도서관 ft 031 8045 6232 

어린이도서관 9월 ‘책 읽어주기’ 

일 시 - 매주금요일 15 : 20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배움터3 

대 상 4세이상 20명(당일 선착순 입장) 

진 행 ; 안양동화읽는어른모임(자원봉A” 

문 으| : 어린이도서관 옆 031-8045-6285 



벌말도서관독서의 달행사운영 

일 시 2018. 9. 1. (토)∼ 9. 19 . (수) 

장 소 3층문화교실 

문 의 벌말도서관 ft 031-8045-6303 

• 어린이도서관 9월 ‘30 입체영호밤영’ 

일 시 2,4주(일) 15:30 

장 소 안양어린이도서관 3층어린이극장 

대 상 ‘안양시민 80명 

S명작품 로렉스(86분) 

문 의 어린이도서관 ft 031-8045-6276 

| 신청일자 대상 

영호}를감lfor고 
영화속고전명작을 
탄생시킨작가들의 
도서목록배부 

’‘l d:Yo 

선착순 
。 IA:f
노;o 

동화책내용을 

바탕으로 fill겁 
카드만들어보기 

일반시민 
20명 

녀
」
 

드
。
하
「
며
。
 

-
조
 셰-
m
 

9. 1. (토) 
14:00 ∼ 15 :40 

영화 
「미드나잇 
인파리」S영 

9. 4. (호” 
15:30 ∼ 17:30 

팝업카드의원리를 
익혀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돔H겁카드만들기 

마크라메 ~ I 마크라메 공예로 | | 
’ c; ∼ 9. 19. I I I 

매듭공예로 J사; ! 이테리어 소품 | 일반시민 | 
| 매수(수) | 」 | | 

인테리어 1 [ ;L | 만들기(월행잉, I 10명 | 
- 10:00 '∼ 12 :00 I ! 

소품묘될7 ) )) | 플랜트행거) | 

‘나를위효}| | r이기적 글쓰기」 | 
글쓰기 I . 1s. (토) | 의 저자류대성이 | 일반시민 
-류대성 I 14:00 ∼ 16 :00 I 알려주는 | 0명 
저자 특강| | 글쓰기 노하우 | 

※ 도서관 홈페이지(l ib.anyango「 k「)를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날수 있습니다 

※ 운영일시 및 행사관련 변동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도서관 

홈페이지를참고하세요 

8. 23. (목) 
15 : 00 ∼ 

일반시민 
20명 

9. 11. (호” 
10:00 ∼ 12:00 

개성만점 
수제 

몹업7f드 

안양시민 
30명 

F엄마으| 글공부」 I 9. s. (수) 
권귀헌 작가특강110:00 ∼ 12:00 

19. 4. ∼ 9. 18. -마트폰으로 | 
| (수요일 3회) 

소통하기 1 19:00 ∼낀00 
성인 15명 

(안양시 식품안전과도시농업팀 추천) 

보스턴고사리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 실내에서 기를 경우건조한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주 

분무해주고물을충분히주어야한다 

• 포름알데히드제거 및 증산작용에 있어서 뛰어난능력이 있다 

• 담배연기 제거능력도 탁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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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기정화식물추천 

비산도서관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만들기’ 

일 시 ‘ 2018. 9. 4. (화) 10:00 ∼ 13:00 

장 소 비산도서관4층 시청각실 

대 상 성인 20명 

내 용 예쁜손글씨에 채색을 더한나만으| 엽서 만들기 

수 강 료 무료(재료비 :4,000원) 

신 청 201 8. 8. 17. (급) 10:00부터(도서관 홍페이지) 

문 의 비산도서관 ft 031-8045-6232 

피닉스야자 생활공간배치추천 | 거실 

• 빛이 잘 안 드는 곳이나 온도가 중앙난방으로 조절되는 

가정에서도잘적응한다 

• 실내공기 중에 함유된 오염물질 제거에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크실렌을 제거히는 능력이 우수하다, 

@ 물관리 여름 3∼5일어| 1 호| 겨울 깨일어| 1회 

& 온도 관리 적정온도 16∼24℃ 
(겨울절 10℃ 이상 유지) 



。 「활기충전 운동교실」 모집 안내 

。 당뇨건강교실 참여자 모집 

i 대 상 당뇨환자및관심있는시민 

| 만안구보건소 5층 대회의실 
9.4, 11, 18. 때주 호” 14:00 ∼ 15:00 

tt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 、

54 I 55 

지역건강통계를생t념때지역별로꼭필요한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 

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 몸무게를측정하고 건강행태(흘연, 음주등) 및 

i 으|료이용등을조사하는건강조사로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시·도 

! 및시 군 구가매년 254개 지역을대상으로실시랜국캠인통계조사 
| 조사대상 

- 안양시민 약 1 ,800명(만안 900명, 동안 900명) 

- 조사대상자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조사시기 : 2018. 8. 16. (목) ∼ 10. 31. (수) 

조사내용 

- 겨|측조사 혈압과 키 몸무게 측정 

- 면접조사 건강행태(홉언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 

조사방법 

협조사항 

질환(고혈압, 당뇨병 듬), 손상, 삶의 질, 으|료이용 등 조사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행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조사원은관할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패용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의 안앙시 만안구보건소 ft 031-8045-3474 

!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뭘 031-8045갱44 

-안양시비산종합사회복지관 〈베이비싸인〉 참가자모칩 

일 시 2이8. 9. 3 ∼ 11. 26. (매주월) 10 : 30 ∼ 11 :10 

장 소 , 안양비산사회복지관 3층프로그램1실 

강 사 유정언 〈한국베이비싸인협회〉 

세부내용 

베이비싸인은 언어발달의 황금시기인 만O∼2세 영유아 프로그램입니 

다 아이들이 싸인을통해 옥구를 표현하고, 엄마랑상호작용하여 아이 

와의 애착형성과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수업시간의 직접 

적인 체험을 통해 싸인을 익히고 표현하여, 우리 아이와의 놀이를 통해 

언어발달은물론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대 상 , 안양시 내 10-21개월 영0~15명) 

참 가 비 · 월 20,000원(4회) 

교 구 비 월 10,0Q(〕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전화신청 

문 으| ; 김명선 사회복지사 ft 031 -446-5935∼6 



。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강좌 

「건강의 적, 대사증후군 극복하기」 

일 시 2018. 9.4. (호” 11 : 00 ∼ 12:0(〕 

장 소 ‘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 

대 상 ; 시민 200여명 

교육내용 ; 건강의 적, cH.A.f증후군극복하기 

강 사 • 백유진(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교수) 

문 의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ft 031-8045-4831, 4571 

행복을 챙} 유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럭키데이’ 

- 저| 12회 G-mind 정신건강연극제 개최 -

작품명 ;럭키데이 

일 정 201 8. 9. 6. (목) 15:00 ∼ 16:30 

장 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대 상 정신장애인 및 가족, 정신보건관련기관, 지역주민 등 

(만1 0세 이상누구나가능) 

주 최 경기도 

주 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만안구보건소 

제 작 . 경기도립극단 

신 청 ; 사전 예약접수에 한함(전호h E-mail, Fax) 

지정 좌석표 당일 현장에서 발권(13:00∼) 

문 의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담당자 김윤희) 

옆 031-469-2989, 2986 Fax 031 -465-2989 

안양천생태이야기관생태교육 안내 

수요생태교실 《동호}속으로 자연속으로》 

일 시 . 2018. 9. 12, 19. (수) 14:30 ∼ 16:00 

※ 1호|성 교육이 아닌 월간교육으로 신청 후 2회 모두 참여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내용 ; 생태동호}를 읽고 체험형 독후 활동 진행 

교육인원 · 15명 

참 가 비 6,000원 /1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iver.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문 으| ; 안양시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옆 031-8045-5205 

「건강UP 프로젝트」 참여자모집 

만안구보건소에서는시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수 있도록 

‘건강UP 프로젝트를운영하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2018. 8. 27. (월) ∼ 9. 21. (금)까지 

모집인원 :00 팀(선착순 모집) 

운영기간 ‘ 10월 ∼ 12월(3개월간) 

참가자격 안앙시민(4명 이상 팀 단위신청) 

=추팀 기준 ; 가족, 친구, 01웃등4인 이상 팀 구성 

참가비용 무료 

운영내용 

- 텀 스스로 건강증진 노력(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후 3개월후평가및시상 

-진행전운동영양교육및자료제공 

- 검사 무료(비만도, 혈압, 혈액검사 등), 개인상담 

신청 및 문의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팀 

ft 031-8045-3043 3041 

효스피스전문기관, 져)41기 지웰봉사짜교1 

본회는 말기 암으로 죽음을 선고 받고 생애 최대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같이하고 있는호스피스 

전문기관입니다 

효택호스피스협회와경기도에 비영리E쩌|로 등록된 단체이며 

(0308호) 메트로병원에 병원호스피스와 안양권을 중심으로 한 

가정호스피스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하신 봉사자는 약 2043명이며 각 병원과 

지역사회를중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같이 저141기 호스피스자원 

봉사자교육을 실시 하고자합니다 뜻있는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 간 . 2018. 9. 3. ∼ 12. 10. (매주 월) 

교육시간 : 14:00 ∼ 17:00 

장 소 ; 안양제일교회 

교육내용 호스피스 이론 및 임상실습 

강 사 ; 현장경험이풍부한전문강사진 

후 원 . 안양시,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문 의 용 031-443-2785, 031-384-5060 



? 제3회 안양諸낭송대회 지원 시낭송 교육 참여팀 뿔 
저13회 인양시낭송대회의 참여 및 시낭송보굽을위한 낭송법 등기본 

교육참여 팀을아래와같이 모집합니다 

교육안내 

지원기간 . 2018. 8. ∼ 10. 12. (금) 

대 상 안양시민 

내 용 ‘ 학교 및 단체(5인 이상) 요청 시 낭송 지도강사 파견 

시낭송법, 발성 등 기본교육 지원 

지도강사 시낭송전문가 

교육시간 최대 4시간까지 

신청문의 안양시 평생교육과 윈 031-8045-6015 

※ 저13회 안양詩낭송대회 안내 

- 본 선 2018. 11. 2. (금) 18:30 ∼ 21:30 

- 예 선(오디오 심사로 녹음파일 제출) 접수 9.17. (월) ∼ 10. 12. (금) 

- 대상 및 부문 ; 안양시민 / 초등, 중 고등, 성인, 기족부문 

* 단, 시낭송가 및 타대회 금상 이상수상자제외 
-시상내역 ;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자세한사항은 안양시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내역 

댐l탑스 크래버 대거1Lf2.I(안양점) 

기탁일자 . 2018. 7. 27. 기탁일자 2018. 7. 23. 

기탁내용‘ 생활용품1004」박스 기탁내용 중식제공 

나눔대상 안양시 노인세대, 

조손기정 

인양시의류재활용협회 

기탁일자 · 2이8 7. 26. 

기탁내용 · 성금1,5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지정기탁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이마트평촌점 

기탁일;q : 2018. 7. 31 

기탁내용 사랑의도시락 

나눔대상 ; 안양시 독거어르신 

휠웰흰. 

휠뿔톨를 

훨훌휠훌 
훌웰꽤. 

룰활훌훌 

a 

20 18 
안양시 사회적경제 

적젠 l년 
1장Ei 
@샤롯데광장 
(롯데백화점명흔접) 

9.1 (토) 
9.8 (토) 

AM 10:30 - PM 05:00 
쭈최 용암앙시 

용의 8045-5120 

샤회적경제조직 

、/
/、

(예비)샤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산물, 식품, 생필풍 

56 I SJ 

미술 심리상담, 피자, 치즈, 비누,로봇과학,맨던트만들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시 ·홍보판매상담등 

E빼인 인식개선을위한”멀티동호}구연’공연, 

정년국악공연 

~\、;L 。혜 .:z. 。혜 
.... ;, 디 L」 I 「

NO SMOKING AREA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o1내는 
간칩흡연 방지톨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훌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니다. 
N。 Sm。k"ngW배lin 1 o-meter of all subway e빼ances.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031-8045-3153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8045-4828 

앵암앙시 



• 

연성대억교 | 주관 외~얀擺뿔뽑鐵판 | 후원 앵 암앙 .... , 싹웰월 

.힐병관리본부 
KCOC 1~?.: 

훨뀐01밭파훨'Cl_? 
~ ;, ‘ 

자기열관솟자란. 내 열관의 건강옳 확인알 수 있는 열압, 열당, 콜레스테톨 수치로, 

율바른 생월습관 실천과자기열관 슛자일기로 심뇌혈관질환올 예방관리하는 것이 중요압니다 



。

、• • 、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뿔끓여잖寶DI 흥 
-톨얄펠|훌톨입월I희를를톨륜흩.맡를M파맡훤l!I를톨-

• 소득인정액이 충위소득으| 43% 이하 가구입니다. 

~흥펴‘률듣률.“· {딘위 만멘월) 

• 
i해 

72만원 ” 
1 58만원 

122만원 

194만원 

230만원 266만원 

~ 1인충가시D따 6인7~구와5인재 기훈의 차이훌 7인 이상가구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신청지의 실제입차료가 지억명 기훈입대료의 5배률 초과하는 기구논 
최저지급액(1만원)지a 

※ 임대차계약서(잉치료 지급내용영수용)가없거나, 있더라도 
실재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임차가구 지원 내용은? 
기준임대료률 상한으로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종잉대료와 i찌|입자료률 씩온 긍액을 지a 

기훈{또논상채)임대료 지원 자기부담분 차감하고지원 

>

-- 소득인정액 쇼특뭘기액 ·찌ι연l소톡한신액 * 지기부당용= (소를인정액 -생계급여 기훈금액) x30% 

@렬필E률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기 /'£! 이상인 경우애논기구월 2인 즐기시마다 기준 입대효를 10% 흥기 
( I원딘위정상) 

l 』·

• 자가가구 지원 내용은? 
주택의 노후도톨명가(경 중 · 대보수로 구분)하여 보수범위영 
수선비용을 기훈으로주택개훌t율지원합니다. 

주택의노후도평가 

현장실사훌용해 구조안전 설비 · 마감동평가 
(19개항목) 

------------- 、.
그 기초 · 지반침하 지용누수, 역찌균열 

설비슨t태(12개 항륙) 부엌, 륙싫 창호 ~검, 급수, 오수, 난빙, 내선. 조명 동 

미갑상태(4개 항목) 벽, 헌장, H뻐, 문톨및 문짝마감 

톨잉월단t..1F-판l 

‘ 지원금액 378만원 I 102만원 I 1 ,026만원 
(주기) (3년) I cs년) (7년) 

(능 *징예인은쭈거약지용 민의시영 후7밤I(월0만원한되 

- -고엉자(안잃셰 이싱)는후거익1땀띤의시임 후7배치 
(50안씬 힌도 19년 1월 시.) 

-·-~훨흡麗률 • 
• 굽여신청시 
@소득 재산조사와@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훌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될니다, 

신청접수 
융 · 연 · 동 

--

-- --
소득·재산등조사 주택조사 

시 군 구 흔녁토지쭈택공AKLH) 

--
보장컬정 급여지급 
시 군 · 구 시 · 군 · 구 

--·~--꿇함룹를-
•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가능합니다. 

딸、힘,.‘ c;> mi!!c-'2'1!'111 LH ’ ‘ 훌훌 주거급여 훌센터 1600-0η7 (보건벅지혈센터 129) 며 홈페이지 www.myhome.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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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쭈~I 0~011~ ε메@{났oi표 l 

박서원 공주님 
2이8년 2월 1일훌생 

부모 아빠 박민주, 엄마 이현임(만안구 경수대로) 

태명 예쁜이 

태몽 없음 

서원이에게하고싶은말 

십 년 만에 엄마어|게 온 예쁜 둘째 서원아. 

건~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오빠가 서원이를 많이 사료「해’ 

김채01 공주님 
2016년 12월 13일 출생 

부모 아빠 김태헌 엄마 이수진(동안구 달안로) 

태명 기쁨이 

태몽 자녀가 1등을 하여 엄마가 상 받는 꿈 

채이에게하고싶은말 

건S념f고 아무 탈 없이 밝게 자라주어서 고마워 

엄마랑 아빠는 우리 채이를 너무 사랑해 

앞으로도 너에게 힘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거IM 

한찬희 왕자님 
2017년 8월 9일 출생 

부모 아빠 한희태, 엄마 함지혀|(만안구 안양천서로) 

태명 콤콩이 

태몽 노란병아리 

찬희에게하고싶은말 

찬흐|야∼ 늘 밝고 예쁜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건~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 사람해’ 

|여!능 왕자님 
2017년 3월 2일 출생 

부모 아빠 이동수, 엄마 언은경(동안구 관악대로) 

태명 소율 

태몽 없음 

예율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에게 찾아오}준 두 번째 선물 예율아. 

건S년대|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형아랑 엄마 아빠랑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축하하며, 
안양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의참여로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접수방법 urianyang@korea.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OfOI의친가와외가에서도탄생의행복을함께공유할수있도록여분으|‘우리안앙도시락’을같이보내드립니다. 

아이의사진이실린‘우리인앙도시락’을선물해보세요! 

이하랑 공주님 
2017년 4월 26일 출생 

부모 아빠 이준규 엄마 심미영(동안구 흥안대로) 

태명 열무 

태몽 자두 

하랑이에게하고싶은말 

건0하고씩씩하게 

김라흐| 공주님 
2018년 2월 16일 출생 

부모 아빠 김상욱, 엄마 이영은(동안구 관펑로) 

태명 딱지 

태몽 새하얀 이쁜 닭이 우리 집 안에 있었고 

엄마품에꼭안기는꿈 

라희에게하고싶은말 

라희야, 4년의 긴 기다림 끝에 엄마 아빠에게 와준 소중한 

선물 라희야∼ 네가 와주어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우리 딸, 내 분신 많이 많이 사료F해∼· 

감민석 왕자님 
2018년 4뭘 28일 출생 

부모 아빠강영배,엄마신승OK만안구경수대로) 

태명 아만다 

태몽 없음 

민석이에게하고싶은말 

사랑하는우리이들민석Orv 

항상 건0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다오∼ 

왕자님 

2017년 4월 13일 출생 

부모 아빠 조재영, 엄마 홍성일(동안구 임곡로) 

태명 뽀곰이 

태몽 산에서큐빅박힌삼을들고오는꿈 

연호에게하고싶은말 

싱그러운 새싹 같은 연호야∼ 

녀는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귀한 사람이란다.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 주럼. 사랑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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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 | 우리 아이가태어났어요 

박수번 공주님 
2017년 5월 11일 출생 

부모 아빠 박성신 엄마 한미경(동안구 관펑로) 

태명 다름이 

태몽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꿈 

수빈이에게하고싶은말 

수빈아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공주님’ 

엄마 아빠 겉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밝고 건능년태1 

자라럼∼ 우리딸이 이루고 싶은 꿈 다 이룰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줄거|∼넓고 큰 꿈을 꾸며 자라장∼/\/\엄마 아 

빠는 우리딸을 최고 사람해∼!! 

1~쪽어l꺼l 보LH는 
λ}릎f뭔| 메λl~I 

안양과 저의 인연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안양으로 오게 되먼서 4년이란 시간을 

안양에서 보냈고, 졸업 후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발길이 뜸해지긴 했으나 남자친구의 집이 안양이라 

종종놀러오게 되었지요·"" 그때 만난 남자친구와 1 2년 

의 언애끝에 결혼을 하였고, 신혼을 안양에서 

시작하면서 현재 남편과 저를쑥 빼닮은 딸아이와 ‘ I 함께 주민으로서열심히살w「고있답니다 
남편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로인해 사랑스런 딸아이를 

만나게 해준 안양. 앞으로도소통하는 행복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합니다∼! 

박재윤 왕자님 
2018년 3월 20일 훌생 

부모 아빠 박상훈, 엄마 김효진(만안구 연현로) 

태명 대박이 

태몽 아무도 꾸지 않았어요 ππ 

재윤이에게하고싶은말 

엄마 나이 마흔 살에 태어난 우리 둘째이자 막내이자 

복덩이 재윤o~. 엄마복직이 얼마남지 않아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을 갔는데도 너무나 적응을 즐「해주어 아주 많이 

고마워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다오 

사람한다우리아들. 

※그동안 가족메세지 코너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익월호부터는 새로운소식으로 찾아웹겠습니다 



탱다른그림찾기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범계 로데오 거리’ 

청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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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 | 시민플러스 

부끄러운어른 
글 진미영 (동안구 관악대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책싱벼l 앉아 뒤를 획∼하고 돌아보면 관악산 

연주대가 떡하니 보인다. 

그 자리에서 보이는 연주대의 투명도에 따라 그날의 미세먼지 상 

황이나 습한 정도, 크게는 계절이 이만큼 와있구나 히는 흐름까 

지도알수가있다. 

아침 끼니인 듯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라보는 관악산 

은, 어떤 날에는 푸릇푸릇 오늘도 ‘힘내’ 하고 한 손 번쩍 들고 웃 

어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울긋불긋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 

이쁘지?’ 하며 얄미운 자태를 뽑내기도 한다. 

겨울이 되면 온통 하얀 분칠을 하고 꽁꽁 숨어 있다가 ‘너 딱 기다 

려 봄이 되면 얼마나 내가 근사한지 보여줄게’ 하며 도도하게 숨 

어있기도한다. 

“와∼ 진짜 신기해 .. 어쩌면 말복이 딱 지나니 바람이 이렇게 시원 

하냐??,, 

“거봐. 내가 뭐랬어 작년에도, 그 전년에도 그랬다니까 .. 말복까 

지만 딱 견디자고 했잖아 .. ”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다니까 하하하하 ... ” 

하루 사이 변해버린 바람결에 출근하자마자 한마디씩 보태는 직 

원들모습이 오랜만에 활기차보인다 

‘말복(末代)’, 더위의 끝이라는 절기를 옛 선조들은 어찌 아셨을 

까? 새삼 신기하고 그 지혜로움에 절로 고개가숙여지곤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지고 열사병으로 사람이 쓰러지고 국가적 재 

난 수준까지 와있는 폭염에 대해 이제는 정말로 작은 거 히-나라 

도 꼼꼼히 실천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겠다. 

“테이크이웃인가요? 드시고 가실 건가요?” 

“아휴 .. 알바생들 힘들게 뭐 이리 귀찮게 해?? 그냥 하던 대로 종 

이컵에주면되지 .. ” 

무심코쓰고버리는플라스틱 빨대까지 휘리릭∼∼ 

그거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 

매일 기는 까페에서 음료 주문 시 니름 투덜댔던 내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진다. 

어쩌면유치원때모두배웠던 들었던 실천했어야됐던일들인데 .. 

이 모든 원인이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거대하고 

큰실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어l서 할 수 있는, 

한번쓰고버리는종이컵이나빨대등일회용품사용줄이기. 

승용차 대신 B(bus) M(metro) W(w;밟cing) 이용하기(대중교통) 

안쓰는전기코드빼놓기. 

쓰레기 분리수거는 꼼꼼히 하고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

물론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새삼 존경심이 

들고 철철이 팔색조 같은 매력을 내뿜는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을 우리의 자녀는 물론 그다음 대대손까지 보여주려면 이제는 

선택사항。l 아닌 의무사항처럼 지구온난혜 관심을 가져야 할 

거같다. 

구름한점 없는맑은하늘, 살량살랑스치는바람한점, 큰나 

무를 그늘 심아 앉아 계시는 노인의 미소 노랑 버스를 타고 가는 

유치원생 모습들이 새삼 감사하고 아름다운 하루다. 

“참!! 우리 에어컨 끄고 선풍기 틀고 일해보자. 어때 괜찮지???” 



별에거l 
글 박인수 (동안구 동안로) 

너와 나 흐르다 만나 빛나는 별이 되었다 

어느 한구석 모자라 빛나지 않았던 별이 아니다 

많이 그리워했던 우리였기에 한자리에 만나 빛을 내는 별이 된 것이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바람길 따라가는 우리들은 외로움을 가질 새 없이 소망을 부르는 별들이다 

성장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익어가는 것과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네가 아니던가 

늙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기에 소리 없는 순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 만나 빛을 내었던 모든 것은 실F아가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선물이고 이름다운 구성이라 생각하자 

나 일L아가면서 빛을 안고 있는 별 하나 본다면 못내 그리다 곁을 맴도는 너인 줄 알고 

흩어진 내 마음 다잡고 함께임을 알고 오래도록 외롭지 않게 지낼 것이다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온다 하면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잠시 머무는 세상 부디 아프지 말고 사랑스러운 맘을 안고 살다 가길 바란다 

심장 전부를 흔들어 숨 쉬게 히는 빛나는 기적은 우주로 향하고 

이제 이곳에서 그곳에서 서로의 길을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 

안양시민 여러분의 참신한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분께는‘안양사랑상품권’을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수필 시 기행문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01 머|일( u ri a nya ng@korea.kr) 또는 팩스(F 031 -8045-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031-8045-2018) 

※원고를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용안양사랑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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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면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앙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열린 편집실 

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 k「)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 안양시민 중 

선정된 분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양도시락을 

무료로만나보세요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 k「)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양 도시략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 도시락을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도시락’검색후업다운로드 

~~~~~~~~~~~~,..,, ,..,,, ~ 

누구나 그렇듯 삶의 기복은 있겠지만 극대극으로 치달았던 2년차 기초생활수급A:~산정 특 

례 5급 장애)입니다. 고시원 원룸만 2년 동안 전전긍긍하는데 살림 도구는 전무한 상태에 

서 LH 도움을 받아 안양의 임대주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직 중고 세탁기마저 구입하기 

힘든 상홍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와 이불세탁을 수거 · 배달까지 해주셨습니다. 막 

막했던 겨울이불 등 세탁에 이젠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고마움에 그리고 처한 환경의 설움 

에 눈물이 나오고 말더군요 가진 것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기에 이를 알리고자 이 글을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찾아간다는 복지정책을 실감하 

였고 다시 한번 안양잊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준 (만안구 성결대학로) 

@이 넘은 나이먼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생각만 많을 때 

바리스타라는 단어가 참 멋지게 다가왔었습니다. 한침을 망설인 끝에 안양시니어클럽 커플데 

이에 문을 두드렸고 지금은 멋진 유니폼을 입고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애기네’ 하시며 정 

겹게 요빠 주셨던 잊그제가 이제 9월이먼 1년이 되어가네요. 여기 계신 10년 경력의 어르신 바 

리스타 분들은 70 중반을 넘으신 분들도 겨|시고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선배님 .. 사회생활 열 

심히 하시는 선배님 .. 아플 시죠버| 없다 하시며 봉사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 .. 손님 응대에 나이 

에 많고 적음이 없다 하시며 친절과 웃음, 정결, 레시피, 아트 등등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님들. 아들이 7개월 되던 해부터 사는 인양, 지금은 모두 결혼해 

서 손자가 둘인 지금도 사는 안양, 앞으로도 커피 만들며 인생 후반까지도 살지 모를 인g뻐|서 

어쩌면. 지금이, 지금 이 나이에 가잠 편하게 감사하며 웃는 웃음 아닐까. 생ζ배봅니다 

신수자 (동안구 시민대로) 

다섯 살 때부터 현재 서른 두 살까지, 인생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2fX12년 월드컵이 개막 

하는 날부터 살고 있는 현재 이 아파트는 교통 먼에서 극강을 자랑한다 

인천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경유하는 곳0171도 하고 5분만 나가면 서울, 광명은 10분, 수원과 

분당은 잉분이먼 간다 물론 모두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있다 차가 있다고 하면 시외 대 

부분 한 시간 요뻐| 찍을 수 있는 곳이다. 주변 환경은 또 어떤가? 산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안g뼈|술공원, 펑촌중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등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 많다 안응뼈|술공원 

은 주말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j겨울은 좀 적지만) 맛집은 또 어떠한가? 치킨부터 갈비, 

그리고 순멋국 등 내로라하는 맛집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향후 몇 년 안으로 지하절이 확장 

개통될 예정인지라 안양의 관심은 더욱 커질 거라 생각된다 헌데, 인양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또한, 안g뻐| 다니는 버스는 마을버스라고 생ζh하는 사람도 있었다 누굴 시 

꿀 촌동너|로 압니깨!(안앙 시민들이여 일어나라!!) 대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데, 나 또한 그렇기에 모르는 사람들에겐 인앙의 매력에 대해 침을 튀겨가며 설 

명하곤 한다 나는 한평생 안g뻐|서 살고 싶다 이번에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저처럼 많은 애 

정을 가지고 안앙을 위해 힘써주세요!! 자칭 안양 홍보대사는 오늘도 안양의 하늘을 보며 화 

이팅을외친다. 

박S뻗 (만안구 경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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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친구의 엄마 소개로 안앙에 산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안양〉을 접하게 되었네요. 평소 아이를 위한 도서관 행사에 관심이 많았는더| 〈우리안앙〉을 통해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 좋너|요. 살기 좋은 우리 안앙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림하 

는 주부라 이러한 행사들이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반갑네요 스토리델링과 다 

양한 독서문화강조뻐| 아이와 함께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안양〉 매달 챙겨볼게요V 

김진선 (안양시 경수대로) 

〈우리안양〉을 매달 챙겨보는 안양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평소 걷는 걸 좋아하는 저는 너무 인공적이지 않은 자 

연스럽게 꾸며놀은 안양천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안양천을 걷다 보면 이름 모를 야생화 

도 많고 나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피어난 들꽃들을 보며 산책하다 보면 하루 스트레스 

가 다 날아간답니다. 무심히 걷다가 무궁호낼 나무를 발건하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정 

아하게 피어있는 나라꽃 무궁호를 보먼 감히 꺾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소중하고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시 

대 때는 무궁호를 화장실 주위에 심게 했다지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씀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말입니다. 이런 무궁 

화를 소재로 한 글이나 사진을 우리 안앙에서 다뤘으먼 합니다. 수고하세요 

정은영 (만안구 덕천로) 

〈우리안양〉 8월호를 통해서 우리 안g뻐|도 삼막애건공원이 지난 7월에 개장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 

을 안고 죠버 f지들을 데리고 방문해 보았는데, 전국 최대 규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드넓은 공간과 줄줄이 심어져 있는 

잔디, 그리고 긴 터널을 비롯한 :SI-<가지들을 위한 놀이시설에 감트「하고 기쨌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애건공원을 

다니면서 그다지 훌륭한 시설은 아니지만, 지정된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러웠었는데 우리 안E뻐| 생긴 삼막애 

건공원은 건주들이 쉴 수 있게 곳곳에 설치된 테이블과 벤치, 수도시설, 배변처리시설 등 탁월하고 섬세한 시설과 공 

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키 큰 나무들도 심어져 있어 해마다 성ε하면 몇 년 후엔 무성한 숲 그늘이 만들어지리라 기 

대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너무 친절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 안양시에 감사드립니다 

김태임 (만안구 양화로) 

.훌 
63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양도시락〉을사료f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총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 만들기 

‘콩덕쿨덕’ 
절구 띔는 토刀|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머리 

1. 머리를만들어주세요 

m앓꽤 2. 양쪽귀를맞접어붙인후 
만들어진 머리에 붙여 주세요 

·----- --

몸통 

3. 몸통을만들어주세요 

짧돼F 4. 만들어진 몸통에 양팔과 

다리를붙여주세요 

꼬리 

F괜 5. 만들어진 몸통에 머리와 
꼬리를붙여주세요 

여Q흉 
합치기 

6. 절구공이를 맞접어 붙인 후 
절구를 둥글게 말아 붙여 주세요 

7. 절구공이를 토끼손에 붙여 준 후 
절구와 토끼를 달표면에 올려 

붙여주세요 

II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 해의 풍요로움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한가위입니다. 

둥글게 뜬 보름달에서 절구를 휠고 있는 토끼에게 

소원을빌어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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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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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들녘에서 농부들이 농약을 

살포하는 사진이다. 이곳은 1980년대 말 정부에서 추진한 주 

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사람이 살지 않는 

허허벌판어었다. 안양시가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자연환경 

이 깨끗하고 한적하였으며, 논농시를 지어 벼를 수확하던 넓은 

들판어었지만 현재는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신시가지가 조성된 후 상가 및 오피스댈 업무용 빌딩, 롯데 

백화점 등 쇼핑몰과 영회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자리 

하고 있다. 현재 범계 로데오 거리는 수도권 젊은이들로 항상 

붐비어 먹거리, 구경거리, 즐길거리가풍부한안양평촌의 명 

소로변하였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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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를률뿔 

양명여고운동장 

4.1km (소요시간 ; 약 60분) 

1,200여명(안양시민 누구나) 

爛 안양시체육회 

a戀안양시걷기협회 
자전거, 으|자형요ta~기, 전기읍별봅똘, 
전지렌지, 토스터기, 커피메이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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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즐겁거|! 다함께l 

2018 짧r헐션Festival 

펴흘극투아고를l 
0-.::::'0 。Oi.:: 

9.14 금 | 개막 기념공연 1930 

MC김정은 아나운서, 개막 퍼포먼스 <경기도립무용단>, 

윤도현 밴드, 팝핀현준, 박애리, 퓨전국악관현악단 

9.15 토 | 저145호| 안앙시민의 날 기념석 18:30 

저133회 안양시민가요제 19'00 

MC이용식, 김보라, 이동준, 

최시라, 신나, 박우철, 김수희 

9.16 일 | 폐막 축하공연 19~30 

홍진영, 오마이걸, 김용진, 폐막 퍼포먼스 〈캠블러 크루>, 

시민커뮤니티 댄스, 펴|막선언&불꽃 

전시체험 /부대행사 9.15 토 ∼ 9 .1 6 일 평촌중앙공원 

차없는 거리 기획 체험전 11:00 ∼ 18 :0(〕

@ 예술체험 공간 -극단 예술무대 산 〈선녀와 나무꾼〉 

(1 일 2호1 거리공연(14 : 00/16 : 30)) 

@마을공방체험터 

@창의놀이터 〈생각아솟아라!!〉 연성대학교산학협력단 

0 버스킴공연 

주회 | 앵암앙"'I 안양시민혹재후진위훌l 주관 | 얻號휠앨웰닫0 

펌촌중앙공원· 
범몸안시민공원 

병목안시민공원 

9.15 토 | 시민축제 축하콘서트 〈피어라 청춘! !> 19:30 

우원재, EDM DJ KOO(구준엽), 레이지본(밴드) 

9.16 일 ! 시민축제 축하콘서트 〈언제나 청춘! !> 19:30 

MC 강성범, 남 진, 김혜연, 윤수일 밴드, 한가빈, 

소유찬, 조은새, 이애경 

시민공연마당 9.16 토 ∼ 9.16 일 14:00 ∼ 17:30 

음악마당 평촌중앙공원 배드민턴장 어울마당 평촌중앙공원 분수대옆 

댄스마당1 평촌중앙공원 메인무대 전통마당 병목안시민공원 

댄스마당2 범계 로데오 상설무대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홍보 체험부스 11:00- 18:00 

안양시자원봉사박람회, 팔도자매도시특산물전, 

안양시우수기업제품전 

안전문화119페스티벌(운동장), 음식문화축제(차없는 거리) 

률필 031.687 .0500 1 www.ayac.。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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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동네 안앙 

습지에서 

“잠시 쉬어가서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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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동네 안양 

생태계의보고(寶庫) 

습지란 하천이나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습하고 축축한 땅을 

말한다. ‘We피ands’라는 책에서 습지는 ‘생물의 슈퍼마켓’이라 

고 비유되었을 정도로 다Oef한 생물의 집합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습지는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해그중요성이 더욱높다. 

우리 안양에는 연현습지와 화창습지, 동안습지, 비산습지, 

학운습지 등 5개의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안양에 있는 습지 

는 건조한 고수부지에 습지를 조성하여 하천 경관을 개선하고, 

하천과육상을 연계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습지는 수질 개선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참개구리, 맹꽁이와 

같은 양서류와 어류 등을 위한 다Oef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다 

Oef한 생물종을확보할수 있으며 환경교육의 장으로써 안양천 

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연현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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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함께하는습지 

현재 화창습지에서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과 연계된 생태교육, 

철새 탐조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자연을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아어들에게 생생한자연 체험을 선물한다. 

최근 정비 공시를 마친 연현습지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간 연현습지는 어른 키만큼 자라난 갈대와 억새가 

우거져 접근성이 떨어졌으며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끄월부터 정비에 들어가 습지와 

인근 시설들을복원 · 보수히여 체육시설 등이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관찰 데크와 산책로, 생태 연못, 산책 쉽터, 휴게 쉽터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히는 힐링 공간으로 그 역할 

을 다하고 있다. 지친 일싱에 잠시나마 위안받고 싶을 때,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멀까? 가끼운 곳에 자리 잡은 

안양천 변 생태습지의 품 속에서 잠시 잊었던 여유를 만끽해보자. 

6 I 7 

화창습지를 찾아온 칠새들 

염켄 연현습지 화창습지 

껴혜 화창습지 

f UI 비산습지 ---- -‘ fl혜 동안습지 안앙천 GI흩- --

/ 끓습지 
쌍개울쉽터 학의천 

안양의습지 

연현습지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연현미을 앞) 우안 

화창습지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화장교 상류) 우안 

비산습지 동안구 비산동 안양천(비산대교 상류) 우안 

학운습지 동안구 비산동 학의천(학운교 상류) 좌안 

동안습지 동안구 학의천(동안교∼관앙교) 좌안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살기 좋은 안양 

도서관。룰 I더L~논 

7~을여행 

빼 안양시립도서관 

만안구 

석수도서관 | 만안도서관 

만안구 양화로217번길 34 만안구 냉천로 51 
031 -8045-6103∼4 031 -8045-6160, 6174 

삼덕도서관 ’ 박달도서관 
만안구 병목안로 58 만안구 박달로 459 

031-8045-6350 031-8045-6183∼4 

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 상쾌한 공기… 

가을에만 느길 수 있는 이 낭만을 도서표뻐|서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안양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양시립도서관’을 소개합니다. 

동안구 

평촌도서관 | 관양도서관 비산도서관 

동안구관펑로 213 동안구동편로 124 동안구관악대로 123 

031-8045-6201 ∼2 031 -8045-6321 031 -8045-6243,6237 

호계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벌말도서관 
동안구경수대로 동안구동안로 66 동안구흥안대로 

685번길 26 031 -8045-6281 434번길 19-27 

031-8045-6261 ∼3 031-8045-6301 ∼2 

석수도서관 | | 삼덕도서관 

2뼈년개관하였으며,관내시립도서관중가장큰규모를지랑흔봐 

디지털콘텐츠를특성화자료로선정하여전자자료의활발한이용 

을돕고있다 전지책,오디오북,도서요약,흐울논문등의자료를PC 

혹은모바일로제공하고있71도하다. 

1일 이용객현황 

2,803 명 

2016년문을열었으며,지하 1층, 지상4층규모로쾌적한시설을 

자랑효봐. 청소년들의올바른정신흔앙과지식충족을위해인성· 

진로등과관련된다~한정소년분야를특성화자료로선정하였으며, 

관련장서구입 및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일 이용객현황 

726 명 



(페 도서 자료현황(단위:권) 

석수도서관 

392,558 

293,772 55,896 

박달도서관 

96,030 

삼덕도서관 

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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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도서관 

90,416 

112,261 47,674 

n 
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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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도서관 

1994년 개관하여 경제 교육 분야를 특성화 자료로 선정하였다. 

관련 전문 정보서비스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속 과학찾기, 학습코칭 

지도사등 경제·교육관련 프로그램과독서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경제특강,교과서연계교육특강등도함께운영한다. 

1일이용객현황 

2,071 명 

관양도서관 

2016년 개관하였으며 IT 및 디자인 자료를 특성화 자료로 선정 

했다 기존도서관에서구비하기어려웠던자료들을다량확보 

하고 있으며, 어린이 코딩교육, 만화·웹툰교실 등의 IT 및 디자인 

관련 독서문화교육을운영하고 있다 

1일이용객현황 

1,09다명 
12018년 8월 평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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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함으한푼’ 
2이8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팔각정자 옆으로 실개천이 졸졸 흐르는 

관양동 동편마을 입구에 들어서먼 

흔탓한 커피 내음이 코끝에 전해집니다. 

기분좋은가을날,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에서 

커피한잔하실래요? 



가을의낭만, 

커피와함께 

월요일 아침, 피로를 물리치기 위한 커피 한 잔, 토요 

일 점심,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커피는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나 즐겨 

마시는 덕에 호F국인의 연간 커피소비량이 날로 높아지 

고 있으며, 커피를 활용한 이색 음료들도 인기를 꿀고 

있다. 복숭아 아어스티에 커피 삿을 추가해서 먹거나 

막걸리나 맥주, 소주 등 알코왈il 첨7떼는 등 이색적 

으로 커피를즐기는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동안구 관양동에 조성된 ‘동편미을 카페거리’에 즐비 

한 카페들만 봐도 호댁인의 커피사랑이 얼마나 대단 

한 지 알 수 있다.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카페들이 

들어선 이곳 동편마을에서 커피문화를 보다 향긋하게 

경험할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10 I 11 

2017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의 비늦방울 공연 모습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설레는 안양 

감성 층만한 즐길거리 가득 

10월 20일, 이국적인 분위기의 건물과 상점이 

줄지어 늘어선 관생동 동편미을에서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가 개최된다. 카페거리의 명성에 

걸맞게 각종 원두로 만들어진 커피를 시음해보 

고 구입할 수 있으며 동편미을의 옛 모습을 확 

인할수 있는사진전시와플리마켓을 진행한다.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쳐, 리본공예, 추억의 봉 

숭아물들이기 등다OJ=한체험 행λ까준비되어 

있으며, 버스킹 공연과 더불어 그룹시운드, 통기 

타, 하모니카 마술쇼 등의 공연이 기득하다. 감 

성 가득한볼거리와즐길거리 꽉꽉들어찬동편 

미을 카페거리에서 커피와 함께 깊어가는 기을 

을누려보자. 

2017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의 플리마켓 현장 

짧 2018 동펀口덜꽤|거리축제 

일시 2018. 10. 20. (토) 

위치 관앙동동펀마을카페거리 (해오름곰원주변) 

문의 031 -8045-4225 

-전시 · 동펀미을 옛모습 사진 

잃
 「
|

버단지아파트 일자 

동편마을카떼거리축제 
근린공원 

-플리마켓 

10:30 i -버스킹 2팀 I 
10.20.(토) | ∼ I | 근린공원 

17:00 I -공연(4팀) ; 그룹사운드, 마술, 통기타, 하모니카 I 
-처|험행사 .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리본공예, 

| | 추억의봉숭아물들이기체험등 | 

| ! -커피시음및판매 | 

동편마을 
카퍼|거리 

관익초등학교 

.얻%. 

'-.,, 

인덕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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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골든벨 
나도스타 

월lH면 수의At 프로필 
·건국대수의대졸업 

CHU! 사전 이벤트 ; 반려동물 사진 콘테스트 
-텔 ! 탱멍이 건강 달리기 대회 

셋 ! 복불복이벤트를 통한 선물증정 

생명사랑토크콘서트 

반려동물문화학교 

현믿Ill절 

·용품전시 및사은품증정 

• SBS TV 동물농장 출연 

·채널 A개밥주는 남자출연 

• tvN 대화까필요한개냥출연 

• EBS1 세상에 나쁜개는 없다출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수 

이학범수의At 프로필 
·서울대 수의대 졸업 



구석구석 

동네서접 
하늘은 높고 말은 살젠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책의 따스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안양의동네서점에서 

우리의 마음도 독서로 살찌워보아요∼ 



책이주는따스한온기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독서량과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일 하느라 시간이 

나질 않아서’, ‘스마트폰을 하느라’, ‘영화 등 

다른 여가를 즐기느라’ 등의 이유로 저조해 

진 도서판매량에 출판업과 서점은 적지 않은 

타격을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안양시는 ‘미을서점 인증제’ 

를 실시하였다. 만안구 5곳, 동안구 8곳 총 

13곳을 안양 미을서점으로 인증하여 10개 

시립도서관에서 이곳들을 통해 도서를 구입 

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 68개소에 지원하 

는 도서 역시 마을서점 등을 통해 구입해 오 

고있다. 

14 I 15 

‘ 

동네 서점에서 마음을 나눠요 

어릴 적, 동네에는고만고만한크기의 서점이 몇 군 

데씩 있었다. 학교에서 사 오라고 한 책이 무엇인 

지 잘 모를때면, 서점 아저씨에게 물어보곤 했다. 

그러면 아저씨는 사가야 할 책을 귀신 같이 일러주 

었다. 그러나 점점 동네 서점의 아저씨들을 찾아보 

기 힘들어졌다. 대형 서점이나온라인서점에서 책 

을 구입히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네 서점 

이설곳을잃은것이다. 

하지만 최근, 동네 서점이 하나의 복합문화공간으 

로 재탄생하고 있다. 에코백이나 엽서, 스티커 등 

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모임 공간을 대여해 주고, 

강연을 진행하기도 한다. 

자, 뒷면의 지도를 통해 내가 살고있는 곳 근처의 

동네 서점을함께 탐험해 보자. 



얻f안f 
똥녀l셔점 률f뺑. 
동네 작은 서점을 들어서먼 뺏뺏한 종이 냄새와 

주인아저씨의 푸근한 미소가 손님들을 반긴다. 

올 가을에 읽을 책들은 동네 서점에서 구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갚어가는 가을, 

안양의 ‘마을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L醫웰률~ 
@ 북앤스쿨서점 

만안구예술공원로1떠번길 60 

031 -갱3-7079 

.성민사 

만안구박달로 596-1 

031-442-6984 

@국민서점 

만안구안앙로3낀 

031-445-때44 

@ 하마 

만안구 안양로 316 본프라자 

031-447-7000 

@정우서점 
| \때 

만안구 병목안로130번길 20 

떠1-466-4977 

탱 
밟if뿔홈뜸l 

\ ‘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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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l'‘ 북먼스물서점 

·v 펴꺼촉‘버O 폐 nI 고 
G 진명서접 

동안구인덕원로16번길 1 

갑진빌딩 104호 
/ 

031-689-4002 

쩍~ 
: @평촌범겨|문고 

동안구동안로 120 지하 1층 

031 -382-7800 

.학원문고 

동안구펑촌대로 142 

펑촌트윈口된지하 1층 

031-476-6500 

.평촌문고 

동안구흥안대로456번길 20 

031 -424-2258 I ,,,..-

@그린문고 

동안구흥안대로41 5 

두산벤처다임지하 1층 

031 -478-5338 

@자쁨고 

동안구평촌대로 129 지하 1층 

031 -385-0002 

@종로문고 

동안구 펑촌대로 119-1 

031 -384-5747 

@한미서점 

동안구포도원로4 

031-454-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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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운 박댈동 자율방범대장 

지난 am년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을 시챈H 

지역의 어려운 가정방문 청소 및 수리, 서|탁봉사 

수해복구, 행락철교통계도 및 주차단속등 

1묘IDX).시간의 자원봉사 기록을 달성한사람이 있다 

박달1동 자율방범대 권태운 대E에[과 

우리 톨너l 히어로, 
봉사의달인 

휩輸 짧편~ .c::::. 



1 행락절 안g뼈|술공원에서 진행된 교통안전 계도봉사 

2 집수리봉사 

이웃의 안전을 위해 365일 출근하는 남자 

안양시 31개동주민센터 인근에는 어김없이 지율방범대 초소 

가자리하고 있다. 일 년 365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 

는동네의 안전을지키는시람들. 바로지율방범대이다.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 박달1동 지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았 

다. ‘착한인연, 여l쁜마음’이라는글씨가새겨진그관il는이 

웃의 안전과치얀을 위해 매일 출근하는남자 권태운 대죠씨 

있었다. 깔끔하게 제복을차려입고순찰을 하기 위해 준비하 

던 그는환한웃음으로 취재진을반갑게 맞아주었다. 

“지인을 따라 봉시를 다니다가 어느 날 빨간 야광봉을 들고 

동네 순찰을 다니는 지율방범대원들을 봤어요. 핸지 꿀리더 

라고요. 그래서 지율방범대 봉사를 시작했고 방범 대장을맡 

은 지 m년이 넘었어요. 현재 30명의 대원들이 박달1동 구석 

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그에게 밍년을 

넘게 살아온빅달1동은 제엠 고행1나디름없다. 특히 이곳 

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띠뜻하고 인정이 넘치는사람시는 

동네라는것. 이웃이 정겹고좋으니 자연히 이웃을위해 하고 

싶은일들도생겨났다. 

18 I 19 

봉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 

박달1동 자율방범대는 매일 3∼4명이 한 팀을 꾸려 밤 8 

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에 나선 

다. 순찰을 돌다 보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부터 청 

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응급 환자 발생 심지어는 가로등 

이 꺼져있거나담벼락이 무너진 현장등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일들과 종종 마주하게 된다. 

권태운 대장은 “저희는동네의 방범을 위해 부족한 경찰 인 

력을 대신하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범죄를 예빙F하면서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 

습니다. 폭염이나 한빼도 아랑곳쩌 않고 순찰을 하죠. 

동네를 위해 자신들의 저념 시간을 괴감히 포기한 지율방 

범대 대원혐l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만안경찰서로부터 베스트 지율방범대로 인증을 받을 만 

큼 봉사에 앞장서는 권태운 대장과 대원들. 봉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는 그는 오늘도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미 

소를 전한다.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뿐 

만 아니라 청소 및 집수리 봉사, 수해복구, 교통 지도 등 

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그는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봉 

사할 거냐고요? 물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계속해야 

죠. 2만 시간의 봉사시간에 도전해보려고요. 저를 응원 

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히는 기족들이 있기에 봉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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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 분석 ε벼| 분야으| 세계적 기업인 호리바코리아(주) 

(이하호리바코리애가 안g때| 새 보금자리를조성하였다 

지난 9월 13일, 호리바코리아는 석수 스마트타운에서 

통합신사옥 건축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고본격적인 

업무에돌입하였다. 

‘호리바코리O~(주)’ 
안g빼l 

AH 둥지를 틀다 



1 석수스마트타운에위치한호리바코리아의통합신사옥 

2 호리바코리Of(주)의 우라베 히로유키(左)대표와호리바 아츠시(右) 그룹 회장 

3 호리바코리아(주)으| 수질분석기 ‘LAQUA’ 

4 호리바코리아(주)의 호리바 아츠시 그룹 회장 

20 I 21 

- I얀 

〔7、
펼
 

ι넨
{「「
L
 

환경, 건강, 안전 및 에너지 

분야에필요한시스템 

호리바 주식회사는 1953년 호리바 마사오 빅-;,.1에 의해 창 

립되어 현재 세계 27개국에 49개의 본사와 지샤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동차 R&D, 공정 및 환경 모니터링, 메디 

컬 체외 진단, 반도체 제조 및 계측/(;£) 측정, 이과학 R&D 

를 위한 광범위한 제품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호리바 

그룹의 한국 지사인 호리바 코리아가 석수 스마트타운에 

신사옥의 문을 열었다. l개의 공장과 2개의 사무소를 통합 

한 신사옥은 사무실, 생산시설, 카페테리악 측정분석실을 

포함해 대지 면적 3,78Bm2,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 

되었다. 현재 석수 스마트타운은 KTX 광명역세권에 위치 

한 도시첨단기업집적단지로, IT(정보통신기술), NT(나노기 

술), BT(생명공학기술) 등 기업체의 본사 및 연구개발시설 

이 입주해 있으며, 이번호리바묘리아의 입주로한층더 스 

마트한 비즈니스 타운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영업, 서비스, 생산, 관리, R&D 등의 업무를담당하 

는 임직원 약 130여 명이 신시옥에서 근무하고 있다. 호 

리바 그룹의 모토는 ‘Joy&Fun(재미있고 즐겁게)’으로, 보 

람 있는 일을 하며 전 직원이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길 바라는 호리바 그룹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세상을 바꾸는 희망기업 

안g때|서 새로운 미래를 

호리바코리아 관계자는 “안양은 호리바코리 

아의 미래를 창조해 나기는 데 어울리는 장소” 

라며 “아름다운 자연 편리한 교통뿐 아니라 

다수의 일류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모든 

것을 갖춘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양에 신사옥을 건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로 호리바코리아가 창립된 지 30 

년이 되었는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분 

들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호리바코리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더 나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인시를 전했다. 

호리바코리아는 지난 2015년 KAIST 중앙 

분석센터와 기술지원 협약기관을 체결한 바 

문의 호리바코리아(주) 

만안구 일직로 94번길 25 석수 스마트타운 
02-753-7911 031-296-7911 

www.ho「ibacom/k「

호리바코리OK주) 임직원 일동 

있으며, 2017년에는 (주)호리바제작소와 대구 

시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 및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히는 등 국내에 

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측정 ·분석 장비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호리바 

코리아가 안양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안양에서 그려나갈 호리바코리아의 지속적인 

성장과발전을기대해본다. 

' . 



추최:앵 암양Al 

안양시민올위한 
아름다운하루, 
활께만들어요 

후원 및앵사흘외 

추관: 뺑 암앙Al 靈藍nt활들 魔l많靈靈 뺑 안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처| 1600-1695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즐거운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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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 
[[~뜻한털옷입자!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자원봉사자 

겨울철이면 나무들은 옷을 입기 시작한다. 

예부터 우리는 동절기가 되면 나무에 벗짐을 둘러싸 

해충과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곤 했다. 

안양예술공원에 자리 잡은 나무들에 벗짚이나 

지푸라기가 아닌 정성스럽게 싼 알록달록 털실 옷을 

입혀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사업’으| 자원봉사자들이다. 

‘--- ------------ --- --------- --- ------- -- --------- ------ ------------



월동 준비, “우리만 믿어” 

안양예술공원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잘 기꾸어 

진 등산로 덕에 여름이면 늘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겨울철이 되면 등산객의 발걸음도 뜸해 

지고 지역 상권 또한 활기를 잃는다. 이에 안양 시민들 

이자발적으로나섰다. 

안양예술공원 가로수에 털실옷을 입혀 추위로부터 수 

목을 보호하고, 안양예술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특별 

한 경험을 선λ맨까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았다. 

석수3동 V-터전 임순덕 회장을 주축으로 모인 성인 자 

원봉사자 50여 명과 안양여지중학교와 안양여지상업고 

등학교 학생봉사단 100여 명이 뜨개질을 진행한 것이 

다.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을 준 만안구청 관계지는 “김 

중업 박물관i1 위치한 중초사지 유적지부터 주차장까 

지 약 320여 그루의 나무에 털실 옷을 입힐 예정”이라 

며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전했다. 

24 I 25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 명소화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주도적으로 봉λ}자들을 모아 활동한 임순덕 회장은 

“지난해에 봉사를 진행하면서 ‘털실 옷의 높이를모두통일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며 “올해 봉사는 지난해의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시작하게 되 

었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나무에 입힐 털실 옷을 뜨개질한 

자원봉사지들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지난해 사용되었던 털실 옷을 직접 세틱하 

고 곰핑이를 제거한 후 수선히여 시용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작년에 털실 옷 가 

로수를보고물어물어 저에게 봉사를하고 싶다고 연력히여 봉시에 참여한분들도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올해는 특히 ‘프랑스 지수’ 하시는 분을 섭외 

해서 꽃봉오리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안양 8경과 안양시의 새로운 슬로건이 

.,,.,,i

’’
l’l 

이번 기을 나들이는 이름다운자연 경관을 만끽할수 있는 안양예술공원으로 나서 ; 

보는것이어떨까? ; 

/ 
/ 

/ 

나시의 꽃‘빼리’등우리가사는지역과관련된주제를다뤘다”고쇄하였다. 

※털실옷입히기봉사 ; 11 월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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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한마음 한뜻 

“학생이행복한학교가 
명문 고등학;;1~” 
안양고등학교 3기 졸업생 기부금 전달식 

가을 햇슬에| 눈부시게 빛나던 지난9월 8일, 

안양고등학교가따스한 마음으로 가득 메워졌다. 

졸업 £주년을 맞이한인앙고등학교3기 졸업생들이 

후배들을위해 모교에 약6천여만원을 기부한것이다 

안양고등학교 저13회 졸업생 리더단 

30쭈‘캘홀 ~j 「 E· ι-...~‘ 



‘더불어사는법’ 

들몬 목소리와 시꿀벅적한 분위기에 이꿀려 도착한 곳은 

안양고등학교 대회의실. 졸업 30주년 기념식을 위해 모인 

안양고등학교 3기 졸업생들이 특별한 일을 도모했다. 이 

날은 3기 졸업생 끄0명이 기부한 6,085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박철완 안양고등학교 3기 졸업생 동창회장은 “젊은 청년 

들이 ‘5포 세대’, ‘헬조선’ 등으로 표현하며 힘들어히는 것 

을 보고 현시대가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희 사이에서 기성세대가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모교에 기부하지는 의견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보통의 졸업 기념식은 은사님을 모시고 지축하는 분위기 

로 진행되곤 한다. 하지만 안양고등학교 3기 졸업생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승리’나 ‘경쟁’이 아닌 ‘더불어 시는 법’에 

대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행사로 꾸미고 싶었다고 전하 

였다. 특히나 이번 기부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박 회장은 “누가 얼마의 

기부금을 냈는지 전혀 날r히지 않았으며, 어느 정도의 가이 

드라인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도 정하 

지 않았다”며 “이번 기부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 

음 졸업 기수가 이어받고 또 다음 기수가 이어받악 추후 

에는 기부금을 통해 사업을 계획할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 

면 좋을 것 같다”며 애정이 담긴 소망을 내비쳤다. 

26 I 27 

건강하고행복한학교 

박회장은“특히 기부금이 성적이 우수한특정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랐 

다”며 “체육시설을 조성히는 것이 저희가 추구히는 전인 

교육(全A敎育)과도 그 뭇이 맞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와도 걸맞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안양고등학교에는 실내체육관이 한 곳밖에 없어 최근 심 

해진 미세먼지와 황사 폭염 등의 악천후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안양고등 

학교 송영민 교장은 “기부금을 통해 본관 5층에 실내체육 

시설을 조성하여 체육관 수업은 물론이고, 소강당, 동아 

리 활동 등 최대한 다양한 활용빙박f을 모색할 것”이라며 

“수능시험이 끝난 후부터 공사에 들어가 1월 초까지 마무 

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안양고등학교 3기 졸업생들은 “저희는 그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학생들을 길러 

내는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생각따 않는다”며 “그보 

다 더 중요한 찌는 서강f 공감하고 배려하며, 주위 사 

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였다. 

이날 모인 3기 졸업생들은 따듯한 기을 날씨 속에 훈훈한 

미음을 나누며 전달식을 마무리하였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알짜배기 건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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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로 접어들며 발생한 일교차로 두피의 유 · 수분 균형이 깨지 

면서 두피에 각질이 일어나고 탈모를 더욱 가속화시키곤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머리카락에 

영Ocf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더불어 

두피 건강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하루 한 번, 되도록 저녁 시간대에 머리를 깨끗이 

감고 바짝 말리고 자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온종일 야외에서 

생활하며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닦아내지 않고 자게 

되면 모근이 막혀 탈모를 더욱 촉진할수 있기 때문이다. 

t혹시 나도 탤모?' 
탈모전조증상 

g 하루 100개이상의 
머리카락이빠진다. 

M 머리카락01 7~늘어졌다 
힘’ 7념마의 폭이 넓어졌다 

엠 정수리으|뚫이줄고 
쉽게가라앞는다. 

엠 두피 각질이나 피지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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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탈모는 뮤전적인 요인이 
원인 mu었나요? 

F、

Q. 요즘 노푸(No Shampoo)라는 것미 
뮤햄미던데, 노푸를 하면 탈모메 

점말효과가있을까요? 

Q. 그렇다면 머떻게 관리해야 탈모를 
며|밤할수있나요? 

F、

Q. 탈모대|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또, 끄 loH야 하는 음식은요? 

탈모유발식품 

購률 

점제 탄수화물, 카퍼|인, 

알코올,돔물심지밤등 

l 

l 

/=-‘ 

A. 탈모의 가잠 큰 원인은 뮤전적인 요인미지만 초|근머|는 
스트레스, 음주, 불뮤칙한 샘활습관, 출산, 과도한 

다이어트 듬 후천적인 요인도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A. 노푸는 세점력미 약해 두피으| 끄|지와 먼XI 등미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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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지 않마요. 또 모곰메 표 IXI가 계속 축적되머 비듬과 

염증을 뮤발하기도 하U 주의해야 해요. 

A. 무선 불뮤칙한 샘활 및 식습관은 금물입U다. 

금언, 금주는 필수이고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U 함삼 긍접적인 마인드를 가XI는 것미 좋겠죠. 

또한, 자외선메 두끄|를 잠기간 노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A. m래메 한눈으로 보기 쉽도록 점리해드릴게요! 

*!. 

탈모예밤식품 

률---
건과류, 콤류, 해조류, 잡곡 등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배움마당 

‘업∼마하고 
L~∼하고껴, 

안양시육o~종합지원센터 아이’맘 카페 

OfOI들은 놀이로큰다 부모와 0매|가 함께 눈을 미주치며 

즐겁게놀수있을때 O떼들은행복하게자랄수있다 

따|만어린OfOI들과부모들이펀댄써|놀수잊A는공샌| 

그리 많지 뜸tc~. 부모와 0매|들이 편요h등꺼| 놀수 있는 

OfOI’맘카페를소개효봐. 



했 꿈 놀이터 (자유놀이실) 

후t 효반감 나라 (효반감대여) 

아이를 카우는 부모들의 고민 ‘장난감’. 금방 싫증을 

내는 장난감을 매번 사주자니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반가운 곳이 있 

다. 아어’맘 카페 1층에 자리 잡은 장난감 나리에는 

1,αE여 개의 장난조L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회비 만 원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4일동안 

장난감을대여할수있다. 

2층 꿈 놀이터는 부모와 영유아가 지유롭게 놀이히는 공간어 

다. 소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이어들의 안전과 깨끗한환경을 위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수 있다. 

정회원 가입 후 사전인터넷 예약이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 

할수있다. 

‘ 행복놀이터(전문놀이 프로그램) 

‘음악놀이’, ‘오감탐색 놀이’, ‘신체 놀이’등전문강사가진행히는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회원 인증후신청일에 홈페이지 선칙순접수를받는다. 

대상 J 1 호| 22-30개월 12-18개월 
22-36개월 

연령 1 2회 15-21 개월 6-11 개월 

활동기간 11/6-11/27 11/1 ∼ 11/22 11/3 ∼ 11/24 

시간 1 1 회 오전 10:20-11 :00 ! 오전 11뻐:50 
\ 2회 오전 11 :10-11 :50 

인원 회차당 127f족 회차당 127 f족 12가족 

잠가비 월 19,000원 | 월 19,000원 월 19,000원 

※ 11월프로그램 신청접수; 10월 16일(화)오전 10시 ∼ 홈페이지 선착순접수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퍼10 1지〉 O떼’맘카페>놀이실 이용신정> 

11월 캘린더에서 원하는활동클럭) 

면동}극L임 
ζ;J-iιJ ‘-; 

안g범동 
행정복지샌터 인?:-~〕|트센터 

• 디 i아 천 
만안구 건소 」」밍 

문의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카페 

만안구안양로 138 
031 -469-1240 

http: //www. aycted uca「e.g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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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캠페인 r폼필; 천 .• 
능}·브E ’들씀 •• 
l.. ~ .탈·얻H 그÷ 
은|·시 ·Of ~켜 
유 쉰 ‘ ;f 찰’ 

이번엉화 
‘휠루률곡릎높’ 
이엎어요∼! 

‘렬루 「ea!루, 진짜로 *롬곡옴높;거꾸로 읽으면 폭풍눈물 *사바사‘사람 by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 

·t t료 ·중 
:줄 ! ‘ I 

·때 .‘ .,- c 

. \-11 口혼f골. 
'[i 곱께r 

'[i 삐}를께r 

학샘롤∼ 요벙하페|요! 
II골 엉화 후기 인터뷰를 
진행증민데흡뼈 
하ll~어요? 

댐
-
미
깅
 
때
미
 

꾀
띠
꾀
 매
 

‘월 DI?;뭐임의 오타가 굳어친 것으로, 뭐임이라는 의미 

요즘 o~이률이 신조어를 
만룰어 샤훌훌하는데 어튿률은 
잘모르니,만혹소룡이 
안도|는 모g때|에요. 

oκ|? 저게대처| 

무슨일이란말01냐l 



저는 10월 9밑 한를낱률 묵버|하여, 여려분에게 
한룰으| 과학적 위때함과소중한의미를 
삼기11켜주려고찾아온한률요정이에요! 

한들이 없었율 당'll에 톨용되던 한자는 너무 어려워 많은 백성률이 
평생 굴율 일거나쏠 률롤료배{요. 

이를 맨}까워하신 서|종[뻐넘고} 짙헌전 학자률이 창저|한게 
바로한률 이에요. 한를온힘게 배률 수있어서 를율 쓰꺼나 
읽률 률 알게된 이률이 얼마나기빼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신조어나 훌일말도 한굴울 
lt랑하는 저흐le.!엔| 농법이라고요! 

룰론 신조어가 표준어가되는 u려|돌도 잎다. 
하지만 무분벌한 줄임맡고} 신조어 납용은 
자페하거2~. 넘짙은 모자람만 뭇한 법l 

II나친샤용은하II 앉기로약축l 
한글 샤랑 Lt라샤랑, 다i애| 

노력빼봐요∼ 

교o~,훼요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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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생생한 안양 

‘음식문화개선 
l;Lλ터 공모전’ 

수상작품 

최우수상 

--

귀인초등학교 

2학년 6반장시훈 

‘균형 잡힌 식단’과 ‘음식 문화 개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안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지난 9월 초 심사를 마친 수상작품들을 소개합니다! 

• 주최·주관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 십사 인양미술협회 임원진 

관양초등학교 

3학년 4반이지선 

”제 작풍이 대생으로 /‘~T.~되어서 )';~b~ 뿌득해요 

그링 그러는 갤 좋아해서 저llt 좋아암는 /액뜰로 \:1\1'월 /‘샌첼암고 

잭어l셔 일었던 ’/세l 알 1::11 릇 여든까지’ 2.t는 말울 썼어요 

처는 동울도 좋아암고 차o~한·~어l 관성이 많아셔 한녕오O뀔 

박앗으면암는 Dt응어l 이 포스터출 그2.\꺼l 되었어요 ” 

호계초등학교 

3학년 3반백종환 



。A사 
-「-「。

--

장려상 

--

부림초등학교 

4학년 5반최정윤 

개「f하。그l 
L- C> L-1 L-1 

안양중앙초등학교 

4학년 3반김성민 

웹껴l삐~ g암 용· ‘ 

특~~법활끼빠 ---퉁낸 

관양초등학교 

3학년 2반김준서 

호계초등학교 

3학년 2반임수민 

안양중앙초등학교 

4학년 1 반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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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초등학교 

4학년 2반권세림 

i던초흐뜯으하τ1 
드〉 '--- -」- C) -「 →“」

2학년 7반우서율 



가을, 

손룹어1 ‘뀔들다’ 

네일아트는 휴가철, 결혼식, 언말 모임 등 특별한 날은 물론이고, 

우울한 날 기분전환으로도 제격이죠! 

10월의 어느 날, 손톱에도 가을이 잦H〕 i왔습니다. 

올 가을, 겨울 시즌에는 어떤 네일아트가 인기인지 알아보고, 

셀프로 하는 네일아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아요∼ 



처|크무늬가따듯한 

담요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다y.한 색으로 처|크무늬를조흡꽤 

색다른느E을 내는 것도 하나의 꿀탑! 

올 가을, 겨울 시즌패션 트렌드는 

‘호피’를 빼놓고논할수 없다 

호피를 손톱에 담는순간, 

유행의 선두주자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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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_hyoya_ 

빛을 븐「으면 반.반짝 빛나는 

네일아트도 매력적이지만, 01번 가을에는 

매트한무광 네일로 치분하고고급스러운 

분위기를완성해보AH 

혼자서도즐F해요 

D 

제품을준비합니다 

본인의 손톱에 맞는크기의 네일 탑을 

선택한후보호필름을 떼어줍니다 

전문숍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화장품 매장드러그스토어)에서 

구입할수 있는 제품으로 즐기는 네일 아트, 같이 해볼까요? 

률I 

동봉되어있는때드로손톱의유·수분을 

투H〕배주서l요 

큐티클 라인을향해 국끗눌러주세요 

I를 

가을트렌드너|일완성! 

본인 손톰보다 조금 작은듯한사이즈를붙여줘야 자연스러워요! 



빵고르듯살고싶다 

임진아지음 | 휴머니스트 I 201s 

팔식빵, 스트로버리 쇼투커|이크, 치O빠타 비스코티 등 우리가 

흔히 먹고 즐기는 빵들, 간식으로 혹은 주식으로 먹는 뻗뻐|서 그 

리고 빵을 고르는 그 행위에서 우리의 일상을 돌이보는 작가의 

에세이다 이 책은 단순히 쁜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작가 자신의 

일상을 담고 있다 반복적인 일ε뻐|서 빵을 고를 때만큼은 온전 

히 내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분에 따라 

어떤 뽕버| 먹고 싶어지는지 즙충하게 된다 그 시간을 통해 자신 

의 일상으로 들어가며 진행도}는 이야기는 펑범한 것 같으면서도 

펑범하지 않은 작가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질문지능 tL> 

아이작유지음 | 다연 | 2이 7 ~~’·미P댄 운제기 "I뀌고 
용셰• •fl'언R맨|시직핸 ....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히는 ‘생ζh하기’라는 능력은 자언 

적인 제~를 인죠버 |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을 눈부 

시게 발전시켰다 인류를 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극적으로 진보 

시킨 능력인 생ζ틴f는 능력-사고력은 현대에도 성공을 우|하여 

계블돼야 할 중요한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책 r질문지능J은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인 ‘질문지능’으|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밀h하고 있다. 이 

책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사회를 성공으로 01끄는 ‘질문지능’으| 

힘에 대해 밀텀f고 있다. 



톨외 031 687-0500 잉장권 R석 55,0CO엉 /S식 44,CXX>잉|청소년 10.,αXJW) • •••••• ” 

.. tt!_l!ll'I”!6 .. 용---, 

연극 걷}추감흥l 
10. 18(목)오후8시 명훌아트흘 

.. ~‘· .. ~VM " 0 • • • ..... _,,,야ltlto..OID잉 -----” ... 11ij 03"188705CX>… ... “'"잉 ., 

알리&민우혁의 특별한 하루 

일 시 2이8 10. 12. (금) 19:30 

장 소 안양아트센터 관악흘 

관람료 R석 55,000원, 5석 44,000원 (청소년 10, 000원) 

문 의 031 -687-0500 

‘무대 위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이 만났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컬리스트 ‘알리’와 뮤지컬 대세 배우 ‘민우혁’이 오직 이번 

무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콜라보 무대를 펼친다 관객을 압도하는 가창 

력과 존재감의 두 사람은 ‘노란 샤스으| 사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I ‘레미 

제라블 메들리’ 등 총 11 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명품연극시리즈 | | 연극 ‘장수상회’ 

일 시 2018. 10. 18. (목) 20시 

장 소평촌아트홀 

관 람료 전석 30,000원 (청소년 10,000원) 

문 으| 031 -687-0500 

‘온 동네가 바라는 첫사랑이 시작된다!’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 수 없는 그들의 가슴 설레는 로맨스가 시작된다 평생 

뚝심을 지키며 살아온 까칠한 노신사 ‘김성질’과 소녀 같은 꽃집 여인 ‘임금님’ 

사랑 앞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소년, 소녀가 되는 연애초보들의 설램 가득한 

로맨스와 예기치 못한 반전이 90분을 가득 채운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문화 캘린더 



A ‘ 
-「

개천절 

A 

필
 

도프 -, 

L솥Al민콰삼~·t.; ·1 

그
 
口 토 

40 I 41 

0 
고육/강화 

WIS 임산부의 날기념 

아이행복’ 태교콘서트 
.8‘:oo∼21:00 

간앙아트센터수리흘 

깐만 B 031-8045 3040 
흘만 앙 031-8045 4827 

11 

강연 

안양시민학당 

‘거리의 파토스를 불사르라! 
불꽃같은삶의비결’ 
lQ:O(]

동안평생교육센터 3증 강당 

무료 

ft 031-8045-6012 

12 
교육/강좌 

‘마음건강 마음강좌’ 어울림의 
대화,소통(so通) 
rn:oo∼11:30 

안양시만안종합사회복지관 

선착순 100명무료 

앙 031-464-9701 

6 

혹제 

져133호| 안양 만안문화제 
14:0(〕∼lS:OO

평존중앙공원 
ft 031-449-4451 

| ;‘싸 

재3321 안양 
‘ --만안문화제 

201s.10. 6 ca1w‘00-111:。0 명.흥양훌엉 --ι--『 ~ o ~-- - J 

뿐
 트 

즐
 서
 

로
 
콘
 

으
 학
 

7 

랙
-
팎
 
괜
 l9:3o 
간앙아트센터수리흘 

뮤료 

맙 010-7 630-0630 

18 

전시 

안양시해외자매도시교류전 

‘낙원의 이편'(10.18∼11.30) 
io:oo∼rn:oc〕

안앙박물관특별전시관 

맘 031-687-0548 

19 

뮤지컬/연극 

미운아기오리 
lQ:‘ 10, 11:20 
안앙아트샌터수리흘 

개인석 10,000원 

단체석 6,0〔)(〕원 

ft 010-7559-0838 

4 

&? 
25 
옴악/론서트 

음악의 신(10.25∼10.26) 
10월 25일 10:30 
10월 26일 10:30 
안양아트센터수리흘 

전석 10,000원 

앙 031-687-0500 

20 
축제 

2018년 제12회 안양북페스티벌 
lQ:Q(〕∼lTOO

평존중앙공원 

앙 031-8045-2201 

27 



열린 구|로 듣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안양시 열린 롤센터 031-8045-7000 

궁금한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안양시 콜센터는 자체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3 ’ 
운영시간 ; 월∼금 8시 30분∼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당직실로 연결 

+ 「지방세폐자권리뾰납세자뾰관이돼드립LI다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관련 고충민원을 처리- 상담하는등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제도 

납세자보호관이하는일 

-지방세고충민원의처리및세무상담 

-납세자권리침해에대한권리보호업무 

I - 지방세 신고 신청 청구 납부기간 연장 및 징수유예 결정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이용방법 

이용시간 . 09:00 ∼ 18:00 

방 문 안양시청 6층 자치행정과 납세자보호관 

등기우편 , 우)14053 경기도 안앙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자치행정과 납세자보호관(관양동, 안양시청) 

| 문 으| 처 납세자보호관 깜 031-8045-5827 

• 산뜻하게 바뀐 학의천 산책로를 걸어보아요! 
학의천 산책로가황토포장을 완료하여 쌍개울부터 인덕원까지 

안양시 학의천 전구간이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 하였어요| 

위 치 관앙2동 학의천 우안(대한교∼인덕원교) 

내 용 제방산책로조성 

문의안내 ‘ 안양시 하천관리과(안양천명소화팀) 

ft 031-8045-2332 

산책로연결계단 

。

다~하고 복잡한 복지제도를 
전문상담사가 원-스톱으로 알려드리는 

안양시 복지롤센터 031-8045-7979 

전화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짧遊뺑F ‘* 폐줬 
• 。}。 *;젠싣///// -~ 

저133호| 」 @ 끼l、、짧짧 

「2-·.· 띤f얀문화제 
’‘싣명과콘울림의판” 

초청공연 Iτ 
대한민국전륭풍바 

채 18대를비룰정수 
져l10QI 고수이상회 

| 후월 | 용 암앙사 안앙시의회 

~ 호별(개) 계량기 신청 

저수조및직수와관계없이 r2o세대미만」신축및기존건축물에 

대하여 호별계량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안앙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방문접수 

문 의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ft 031-8045-2808 2899 

圖 . 펙괜 .. r용 
신청서 작성 호멸계랑기 설치, 현장확인, 
(호별연영부) 신정서 제출 승인통보 

• 懷금 .승쩔후 
수수료납부 개별고지 



。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 하반기 개장 。 저16호|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탁구대회 개최 

。

사용가능한중고생활용품의표빼교흔떨통해지원을절약하고나눔과 | 일 시 . 2018. 10. 11 (목) 9 : 00 ∼ 17:00 (개회식 10 : 3이 

환경 실천의 꽁으로조성하고자알뜰냄장터를개장핸니 시민 ! 장 소 ; 호계체육관 3층(탁구장) 
여러분의 많은효뼈를바랍니다 대 상 ; 만안구 14개 주민자치센터 탁구 프로그램 수강생 

개장일시 2018. 10. 6. (토) 11 :30 참여인원 . 선수 및 응원단 등 400여 명 

운영기간 2018. 10. 6. ∼ 2018. 11. 10. (매주 토) ※우천시 휴장 경기종목 ; 고급1+2부), 상급3부l 중급(4부), 초급입문), 실버(65세이상) 

운영시간 11 : 30 ∼ 15:00 (접수 : 11:00 부터) 주초|/주관 ; 만안구/안양시 탁구협회 

장 소 명학공원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자치행정팀 윈 031-8045-3383 

참여대상 ; 누구나※거주지제한없음 

참가방법 ; 당일 11시부터 현장에서 신분확인 후 자리 배정 

준 비 물 -신분증, 돗자리, 판매물품 

취급품목 , 5만원 미만의 중고물품(의류, 도서, 완구 등) 

※ 금지행위 신제품, 음식, 동식물 및 고액물품 판매 

(50,000원이상) 등→ 적발 시 참여 제한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 윈 031-8045-3328 

딛i딛12:1축 
문호I꽤l 
2018.10.5.-10.7. 
밀률업검혹박률판 LH 전Al관 

r 빼12획 챔앓상공보및 시상빼 
2018. 8. - 10. 

I찌---를l 전국 대회(원)의 건축설계, 도시계획, 심내건흑디자인관련학과재학생 
전국 고용학교 건축관련 회과재학생 

[OI를다훌 건---톨I 
2016. 9. 1. - 2018‘ 7‘ 31.에사용융인된 E멍시소채건혹율 
X씨|한 사항은 요앙시 홈때oIJ;l(www.anyang.go.kr)참조 

| 빼다훌뺑그리기대획빼 
해18. 10. 6.ll 13:빼 - 17;매 

장쇼 김종업건축빅물관 얼대 
대상 요엘 군포 의용 과천 지역 유치부{5-7서|). 초퉁부, 중용부 

쭈찌 과거 현재 미래의안앙건흑‘도시 륭경 

{ 육와광고 7때찌 멀 찌찌헌시 
장쇼 김종업건혹벅를관 내 전시판 및 야외행사장 

옥외부스 

후. 옥외광고 연천에 따른 기자재 시연 및 
옥외광고자째전시 

용 암양시 圖안엉지역If!갱,굳호빼‘피f!(렌시21 

0 2018년 동안구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일 시 2018. 10. 29. (월) 10:00 ∼ 17:30 (개회식 14:00) 

장 소 안양시청강당및홍보흘 

대 상 동안구 17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참여인원 · 500여 명(주요내빈, 주민자치위원 수강생, 주민 등) 

주요내용 작품발표 및전시회, 주민효배형 체험행사 

문 으| ; 안양시 동안구행정지원과자치행정팀 fi 031-8045-4384 

0 2018년동안구하반기부설주차장지도점검 

。

기 간 .2이8 9.1. (토) ∼ 11 . 30. (금) 

대 상 ; 동안구 9개동 1 ,276개소 

※ 평촌동, 평안동, 구|인동, 호겨11 ∼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점 검 자 건축행정팀장등 4명 

점검방식 현장지도점검 및부적합시시정명령조치등 

점검사항 

-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 또는기타시설물설치 등주차장기능 미유지 

-기타주차검법위반사항등 

문 의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 fi 031-8045-4206 

~ 

선거범죄 신고는 

~~ 앓힐휠숨잃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정치인 기부행위. 

주는것도, 

받는것도, 

>

“선거롤센터 1390"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슐니다. 

Eκg시민안구 • 흉E듀1선거컨리워원획 



--

10월의거리공연 

안양1번가 선셋(Sunset) 거리공연 

기 간 2018. 10. 6. I 10. 13. I 10. 20 

시 간 · 매주 (토) 17:‘ 00 ∼ 18:30 

장 소 안양 1번가차없는거리 

〈안양1번가 거리공연 일정〉 

일자 | 공연분o~ I 공연팀 
국악 I 예결밴드 

10. 6. (토) | 가요 | 」G.F

마술 | 마술극장 

보컬 | 무드문 
10.13. (토) | 보컬 | 더 어쿠스틱 -------

보컬 I NOD 

보컬 | 영윤 

10.20. (토) | 보컬 | 제인제이 
마술 I 쇼올 

p 

--

안양역광장거리공연 

기 간 : 2018. 10. 5. ∼ 11. 2. (5회) 

시 간 매주 (금) 17:00 ∼ 18:30 

장 소 안양역광장 

〈안양역광장거리공연일정〉 

일자 I 공연분야 | 공연팀 
댄스;| 미벨리먼스 
λ;| 그다차리 

10.5 (금) 」브르-+--- 「」E | -

L I \헬1블루그래스 
통기Er I 음악클럽 

아71。i::ic I 비발디봉사단 
「/ 1 」T (재능기부)1630∼ 

10.12(굉 |-으팍上-던한젠즌뱉드 
색소폰 | 전용민색소폰 
통기타 | 기타캐리 

팬을룻 I 아미치팬플룻 
10.19. (금) I 버스킹 i 오선지 

버스킹 | 소리샘 7080 통기타 
국악 | 김무빈 -- -

10. 26. (금) | 댄스 | 벨리렌즈 

밴드 | 정직한멜로디 
하모니카 | 안양수리댐인복지관 

11.2 (금) I 색소폰 υ재능기부 콘서트 -------- --
| 밴드 | 어울터밴드 

10- 13(토) 17:00 안양한라 vs 크레인즈 
-14(일) 15:30 안양한라 vs 크레인즈 

10-31(수) 19:00 안양한라 vs 사할린 
11-02(금) 19:00 안양한라 vs 크레인즈 

-03(토) 17:00 안양한라 vs 사할린 
11-17(토) 17:00 안양한라 vs 대명킬러웨일즈 
※ 11월이후일정은구단홈페이지잠고 
※ 경기시간 토요일 17:00/일요일 15:30/영일 19:00 

평촌1번가문호}으| 거리 버스킹 운영 

기 간 2이8 9. 5. ∼ 10. 31 

시 간 매주(수) 17:30 ∼ 19 : 00 

장 소 평촌1번가문화의거리원형무대(범계역) 

〈평촌1번가문화의 거리 버스킹 운영 일정〉 

짤r 」룻얻분o!_l_론얻팀 
E을룻,, I 
건반 | 티아모 

10.10. (수) I -1 
I 밴드 | 팔아이스워터멜론 

-본풀J_ 되문펠L __ 
πu= 금 | 아미치땐플룻 
LC'늘슷 | 앙상블 

1017 (수) }- - - -}-- --------- -
밴드 ! 어울터밴드 
보컬 | 선명 
퍼포먼스 I 나나스벨리 
(댄스) I 어린이팀 

10.24 (수) l 
| 통기타 | 기타치노 

통기타 | 저|프밴드 
오카리나 I AMU 우클럴레 
우쿨렐러| | ‘그때그때 버스킹” 

10.31. (수) 「-펜효-r- 김무빈 - -

밴드 | 불도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안내 。모두가함께 잘사는 안양E될기 프로젝트 

『안양지역 음식점 이용하기』 참여 안내 

。

창작교실 

일 시 : 2018. 10월 6 20. (토) 14:0(] ∼ 15:‘ 00 

대 상 ; 5서| ∼ 초등 4학년(15명/참가비 1인 3,00(〕원) 

주 제 -열매를 이용한 레인스틱 만들기 

우리가족생태교실 

일 시 : 2018. 10월 13, 27. (토) 10:00 ∼ 11:30 

대 상 5세이상자녀를포함한가족(보호자신청밀수) 

장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참가비 1인 3,000원) 

주 제‘놀이와함께하는안양천으| 가을 

안양시에서는 모두가함께 잘사는 안양 만들기 프로젝트로 r안양지역 

음식점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음식점주의 사기진작과 지역경 

제 활성호}를도모코자하오니 안양지역 음식점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 

을당부드립니다 

※ 가족, 친목모임, 직장외식하기 좋은곳 
- 구궐 T --- 흑징 

경기으뜸맛집 
•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안양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음 

. 내집근처어|다g한음식점을찾아이용 

걸어서안양천탐사 

일 시 2018. 10월 6, 20. (토) 10:‘ 00 ∼ 12:00 

대 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참가비 1인 3,000원) 

장 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주 제 가을철, 안양천에서볼수있는열매관찰 

일요생태교실 

일 시 10월 7, 14, 21, 28. (일) 10:00 ∼ 11 :30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15명/참가비 1인 3,000원) 

장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주 저| ; 안양천의 물속 곤충이야기(하천활동 병행) 

홈페이지(http ‘I「ive「.anyanggo.k「) 또는 전화 신청 

안양시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ft 031-8045-5210 

신청방법 

문 의 

· 주차장여건이좋고, 
| 초|근 삼믹빼견공원 개장 

| . 접근성이뛰어나고주차장여건이 
좋으며, 자연친화적인 곳임 

• 김중업박물관, APAP(안앙공공예술 프로젝트 
작품관람및산책가능 

신촌동음식 • 평촌학원가에 위치해 있어 
문호띔호꺼리 접근성이 뛰어남 

동편마을 • 드라마 「도째비」 촬영지로 유명 
카페거리 | · 카페마다색다른 분위기로 여유로움 만끽 

문 의 안양시 식품안전과 ft 031 -8045-2232 

모범음식점 

삼막맛거리촌 

비산을음식 
문호}특호꺼리 

시
「
미
닉
 

鍵랩
 

에에
 므”i
 

• 
상대팀 

고양오리온(홈개막전) 

부산KT 

서울삼성 

울산모비스 
전주KCC 

부산KT 

창원LG 

원주DB 

고양오리온 

인천전자랜드 

일 시 

18. 10. 14. (일) 17:00 

18. 10. 17. (수) 19:30 

18. 10. 27. (토) 15:00 

18.10. 28. (일) 15:00 

18. 11. 03. (토) 15:00 

18. 11. 08. (목) 19:30 

18.11. 13. (화) 19:30 

18. 11. 15. (목) 19:30 

18. 11. 17. (토) 17:00 

18. 11. 22. (목) 19:30 

※ 12월부터의 일정은 안양KG〔 인삼공사홈페이지 참고 

2018-2019 안양l<GC 인삼공사 홈경기 일정 (장소 : 안양실내체육관) 

연번 

4 

5 

6 

2 

3 

7 

8 

9 

10 



。 저IS회 학생동아리 ’Anyone Festival’ 개최 

일 시 2018. 10. 27. (토) 11:00 ∼ 20 :00 

장 소 

참여대상 

행사내용 

※ 전시/체험부스 운영 14:00 ∼ 17:00 

평촌중앙공원 

학생,교사,시민등 

· 동아리공연 

- 마당놀이 ’ 전통공연, 댄스 노래, 자율 버스킹 

- 무대공연 . 밴드, 합창, 오케스트라 댄스 립합등 

. 체험마당 

- 사회문화 자연과학, 예술, 미디어, 봉사관련 체험부스 운영 

-캠페인, 먹거리부스운영 

· 전시마당 

- 학생동아리 활동 우수사례 전시(사진, 그림, 피켓 등) 

의 ’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창의교육팀 암 031-8045-2773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 활동사업팀 얻 031-470-4725 

- • -

만활냐 繼짧랜 ,o~ 티 

。

.. "l'엠~ 융*·시 

-- 딩 라’·* 

201s. lO. 2빼) 14:00-17:00 
안양아트핸터 관악훌 및 광될 



。

。

2018 
10. 25 1 11.8 1 11.22 

시간 / 목요일오전 10시 - 1 2시 

장소 / 동안영생교육센터 3흥 강당 
문 의 / 인앙시 명생교육과 031) 8매45-6012 

샅뚫협흙밴'OF 
。



※ 「여성친호}도시」는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통해 선정되며 안양시는 

2011년 12월 지정된 후, 2016년 재지정 됨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위한다~한활동에 참여하는 안양시 주민 

• 일상생활에서 생활불편사항 발굴 및 제안 

•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및 사업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집안내 

모집기간 ; 연중 

대 상. 안양시민누구나 

참여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 k「/we비woman/ 

suppo「tlist.do)

신청 및 유선접수 ; 안양시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ft 031-8045-2288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집 안내 

법무부와 함께하는 『시민 로스쿨』 

。안양박물관 하반기 주말교육프로그램 

[박웰과함께핸조선여행 ”] 

시 2018. 10. 12. (금) ∼ 12. 8. (토) / 금토/총 22회 

상 . 초등학생및청소년E버| 등〈※미추|매f동및학년교차챔#불개 

세부프로그램 운영기간 참여대상 비고 

2018.1013. (팀∼ 12 .. 8. (팀/ 초등저학년 
매주힘 (초등 1∼2학년) 

응 중← 

조선여행 II 오전 10∼12시(초등 저학년) -흐‘--드ζ그 -τ‘l하-「녀 」-
18회 

오후 14∼1 6시(초등 고학년 및 (초등 3∼6학년) 
청소년 E벼|) 및정소년 8:체 

2018. 10. 12. (금) ∼ 11. 23. (금) 
야간도보답사 긍8 

만안교야행 /2·4주(금) 
가능인원 4호| 

오후 19:00 ∼ 21:00 

이
E
 
대
네
 

※시간과요일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수 강 료 10,000원(조선여행 11) I 30,000원(만안교야행) 

접수방법 선착순 인터넷 신청(www. ayac. O「k「/museum)

접수기간 2018. 9. 17. (월) ∼ 12. 7. (금) 

문 의 , 얄 031-687-0909, 0908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수 강료 무료 

교육장소 호겨1 2동 행정복지센터 

교육시간 : 14:00 ∼ 15:30 

정 원 ; 각 50명,성인누구나 

호|차 교육일 a변주제 강사 

1호|차 10.25. (목)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이주연변호사 

2호|차 11.1 . (목) 부동산거래할때이것만은꼭챙겨라| 이주연변호사 

3회차 11.18(목) 똑똑한 소비자가되는법 이주연변호사 

4회차 11.15. (목) 민사상채권채무 이주연변호사 

의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 ft 031 -450 0154 

호겨12동 행정복지센터 ft 031 -8045-4720 

t사형산Ai뭘l 
이쩌|, 상하수도요급 01사정산서비스로 

깔끔하게정tt하빼요 

야풀 암앙""'I 

1. 자동차정기검사 기간을 꼭확인하서|요 

- 검사기간 경과시 최고 30만원 과태료 부과 -

가 검사기간 ; 자동차등록증 우측하단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나검사기간이경과한경우빠른시일내에정기검사를받아야합니다 

2. 정기검사 SMS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에서 생년월일, 차번호, 

휴대폰번호 입력만으로 SMS 신청 가능 

3. 자동차보험 면제 신청은 보험만료일 전에 신청하세요 

가해외근무또는유학 

나 질병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인정한 경우 

다 현역입영또는교도소,구치소수감자 

-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으| ; 윈 031-8045-2438(차량검사), 

암 031 -8045-2439(으|무보험) 

자동차를 소유하셨다면 이것만은 꼭 !! 。



。 / 

2019 소규모딩동추택 r-!ill1 __:: 
n LI rmmi 。

。 공용시설물 쉰펀'J觸19 
보조금지원사업 ... . 
률홉뀔 2018. 10. 22 -2018. 11. 2 ~ 

웰훨 안앙시청 5흥 건혹과 
탤훨 2019. 1. -2019. 12 

• 2019년소규보공.쭈빼공용시잉•.11.죠급 지g시엄 --,잊 구비서. 
- 'll멍시정 •• 이지 〈씨스.~ 〈공.공고예서 다용.이 픽성 ----

/Y 
/ 

//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공용시설물 
*단,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엽」뻐l 띠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률추핵용 제외 

·지방세 및 셰외수엠 미납자 체외 

지원금액 

- 단지 당 총 사업비의 %애%이내 최대 20,αm 

천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신헝 사업비애 따를 지윈비를과는 낼도로 의제 닉함가 
(계약금액)에 따라 지원 비율을 재조정힐 

지원사업률자셰한문의 
ft 031-8045-5634, 2394 

;땐 용암앙시 

。

2019 창호-보일러 
교쩨l 지월사업 
녹색건혹톨조성 지원사업 

2018. 10. 22 -2018. 11. 2 

암엉시청 S흩 건흑확 찌훌171훌를자i빼톨의 : e031-없압뚫37, 2394 

2019. 1 - 2019. 12 

•20111‘a ••. 룰엉려를. 찌l사- ---구빼써. 
-n시· ... 어찌 〈세*에〉 〈훌.훌고〉에셔 다룰.아찍힐 

찌.대상 져g를익 

- 건.힘 찌22초예 따라사용융인를 믿흔후 - 를씨건.를조성에 혁업획으로연판흰 훌사를류의 
15년이 지님후에 사업떼 를요함.공사삐|의 500만월 이내 

- 기초생.수급자, 쳐상위째흥률은사업비의 
50-90% 범위내에서 뼈도 셰￥기훈에 따라 쩍용 

• 지뭘굽빼 -륙에건QiE성얘 씩g혁.2A 연판핀 

공사.류의 •• 공사비..a• 

• 신청 사업비에 띠를지월비를과는톨도효 잉찌 녁.기 
(져약금엑)얘 따라 지뭘 비를를찌죠정업 

져뭘사엄 

- 에너지 성능개선를 위한 건 •• 쩍 성늄 항상 공사 
(외.장효 성농 개선, 단엄 보원, 기밑성 강화) 

- 고효율보밑러 교셰 공사 

앙효예너지소비 효를톨급에 따라지월기훈쩍용 보밑러 얘너지소비 효를륭급얘 따라 지월기훈 쩍를 

앙i에너져쇼비 ltHit ' >itli!익 비고 J!lj혀이너찌쇼비 .... 급 찌tli!익 비고 

' l ~i-스돼러‘대기오염 를잉 
저.스보밑러,1t1a · 50% | 를혀나인잉쇼심파를(NO>셔외 

' V·생 저갑효피기 크다 

,.급 ! --‘ , v코니~내--(거일피 1131니 ! -- {사이에있는영호)패 

용암앙식 

。

미래인재육성 £한성금 기부! 
유능한언째를커옵시다 

0to~I 쉰ι}윌밸텅섭~.r-공 

정기기닥(CMS이처|) 

매월 약정기일에 후원금을 자동이체하는 방법 

일시기닥(무통장입금) 
원하는후원금을재단계좌로이체하는방법 

1 구좌 : 10,000원 (무제한 기탁 가능) 

농협중앙회 301-0076-5342-41 
(예금주 : 재단법인 안앙시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재)안양시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전회 : 031 )468-9330 팩스 : 031 )468-9332 메일 : aytalent@hanmail.net 

백년지계 막여수인 I百年之計莫如樹A]

• 한사람의 유능한 인재가수만개의 일자리를만들어 낼수있고, 
수십만명을 먹여 살럴 수 있습니다 

서| / 제 / 혀| / 택 

연말정산시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기부금영수증발급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는소득으| 30%한도 내에서 100분의 15 세액공제 

- 법인은 소득액의 10%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안양시 미래인재육성 ·장학재단 
Anyang F미U매 Human Resouroo De뼈φmentScl얘arsh1pFoψ얘ation 



。

제242회 안양시의회 저11차 정례회 개최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저1242호| 안양시의회 

저11차 정례회를 9월 3일부터 19일까지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저12호| 추가경정예산 

심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의결하였다.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저12차의원세미나개최 

인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8월 21일 소회의실 

에서 의원, 결산검사위원, 사무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회 

및 저12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 의회운영위원회활동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건)는 제242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저1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저1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승인 

및원안가결하였다 

0 !i> I 51 
。

층무경제위원회활동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정맹숙)는 저1242호| 

안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7일 저1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비~13-동 행정복지 

센터 건립 공사 현쟁펑촌대로 389}을 방문하여 

현황을 정취하고 관련 논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펼쳤다 



-

-도시건설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저1242회 안양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6일 석수3동 행정 

복지센터 및 충훈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 확인과 사업현황을 정추|하는 

등 훨발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활동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는 저1242호|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7일 박달동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방문하여 적환장 내 설치된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재활용 자동선별 

및 따쇄 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차단하는 시설 점검 등을 하였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안양시일자리채용정보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 

삼신진공쥐 물건, 이삿짐 고휠1상,경력무관 안양시만안구전파로 031-8045-5008 ·직무내용 제품운반 배송, 기타 업무 

운반원(1 명) 1종보통운전필수 44번길 37 보조 기계관련전공우메도면해석과 
기계관련 용어 이해 필수) 

월 170만원 /주5일 08 :30-17 :30 

에버그린퓨) 생산기계유지 고졸이상,경력5년이상 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031-8045-4198 을직무내용 생산, 기계유지보수 책임 

보수원(2명) 기계,전기유경험자 365번길 40 자 (과장급, 차장급각1명) 
연 3,200만원 이상/주5일 
09 :00∼18 :00 식사제굉1식) 

엠건국환자이송센터 구급차운전원 르택무관, 경력무관 안앙시동안구관평로 031-8045-2106 용직무내용 환자이송차운전 

(1 명) 운전7f능자필수 170번길 22 월 200만원 /주 6일 08:00∼18:00 
(격주토휴뭐숙소저밍7 f능,식써맘 
(1식)시간협의가능 

키즈사랑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양시만안구박달 031 -8045-3754 융직무내용 보육교사 업무 

(1 명) 보육교사자격필수 우회로 138번길 1 8 시 7,530원 / 주5일 08 :30∼17 :30 

(시간협의가능) 식사제굉1식) 

평촌큰별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앙시동안구학의로 031 -8045-4818 ·직무내용 기정어린이집 추|사부업무 

집급식조리사 168 시 7,530원/주5일 09:30-12:30 
(1 명) 

믹존스피자 패스트푸드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앙시동안구시민대로 031 -8045-2106 ·직무내용 패스트푸드판매 

준비원(1 명) 180 시 7,530원 / 주6일 09:30∼20 :00 I 
11 :00∼20:00 휴일, 시간 협의가능 

뜸)미래씨티 전신자료입력원 흐렉무관,경력무관 안양시동안구흥요배로 031 -8045-2398 용직무내용; 연구소보조및 사무, 
(2명) 427번길 16 컴퓨터활용사무업무 

연 1 ,900∼2, 100만원 /주5일 09: 따18:00 
식사제공(1식) 

한진건축사업 。E므 |님 J여 ζ〉어 1::::1~ L」 고졸이상, 경력무관 안앙시동안구평촌대로 031 -8045-4963 용직무내용 건축자재 납품, 영업 
(3명) 386 월 기본급 1α〕∼200만원+<?-당/주5일 

09:00∼18:00식人t제공(1식) 

지온메디텍 저|조단순 흐렉무관,경력무관 안앙시만안구양화로 031 -8045-3788 용직무내용 미용기기조립 및 생산 

종사원(5명) 37번길, 34 연성대학교 월 170만원/주5일 09:따18:00 
산학협력관 식사제공(1식) 

문의 안양일자리센터 ft 031-804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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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석수도서관홍보자료 

。

즈。l JI.a f 일시(장소) r 대상 I 신청방법 

I 110.10. (수) 10:00∼ 
안앙 | 선착순홈페이지, 
시민 | 전화방문접수 

!ft 031-8045-6142 

안양 
시민 

9. 27. (목)10:00∼ 
선착순홈페이지, 
ft 031-8045-

6134∼5 

석수도서관 

cV、,。 | 

。

선착순입장 

박달도서관 

C' I 주요내욕 ! 
| 일독일행독서법 ! 

유근용 I 과인생을변화 I 10. 6. (토) 
저자와으| | 시키는 독 기 행 113:00 ∼ 15:00 

만남 !(독서하고 기록하 (4층 시청각실) 

! 고행동하라) | ‘ 
-- -+ - -뉴- - • -~ 

| 우리주변에서일 10. 8 ∼ n 26. I 
어린이 | 어나는과학현상 | (매주월 | 초등 | 도서관홈페이지 
생활과학 !을알아보고 O~OI '. 총 10회) | 3∼4 i (도서관서비스 
교실 | 들의 눈높이에 맞 I 16:00 ∼ 17:‘0이 학년 |-〉문화행사 신청) 

| 는과학원리실험 ; (4층문화교실) ! 

! 동호}구연봉사단 1 | | 
I j j 개인 서차순입장 

이 진행하는 재미 매주 (수) | 4∼7세 
책읽어 I I I 미l E쩌| 전호}접수 

있는율동과손유 11:00 ∼ 11:40 l유아 i 
주는엄마 I i ft 031-8045-

희가 가미된 동화 (4층 시청각실) |어린이 I 6184 
L 랜진렐 -| - i 」

꼬맹이 i 우수영화 | 매주(토) | 안양 | 
I I 14:00 I I I I 선착순 입장 

극장 | 상영 υA 시 시미| I I (4층 시청각실) I ] |

※ 자서|한사항은홈페이지(lib.anyanggo.kr) 공지사항을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도서관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문화행사신청) 

。

유아 l 
5∼7서1 ; 

유아 i 전화및방문접수 
” ’ I ft 031-8045-
2∼7서| ! 

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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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입장 
윈 031-8045-

6134∼5 

안양 
시민 

일시@소) 대형스크린을 | 

통해 3차원으| ! 매주 (금) 
가상공ζ뻐|서 I 16 :00 ∼ 16:30 I 5∼9세 
펼쳐지는 동화 !μ층 멀티미디어|어린이 

나라속주인공l 체험실) 
이되는체험 I 

도서관홈페이지 

(도서관서비스 
-〉문화행사신청) 

화
 

도
。
。
=
=
 

허
口
 미빅
 

헤
세
 

끓「 | 매주(목) 
우수어리이여 

어린이극장| 펴생 。 : 16:00 
(4층시청각실) 

선착순입장 

A-i;~J.6. 。 l :A~
L」「고도 는j。 

신청방법 

선착순입장 

안양 
시민 

수요영화 
J..1-<겨 
ζ그 C그 

c:H상T 

안양 
시민 

만안도서관 

d· ,。 1 꿇順「릴시싫 
매주(일) 
14:00 

문화교실 

우수영화 
,q。1
00 

방과후 
그자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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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평촌도서관 훌보자료 

벌말도서관 

주요내용 -1 
。평촌도서관 

주요내용 ! 
c;> 

신천박번 

9. 20. (목) 
10:00 ∼ 마감시 
선착순인터넷접수 
얻 031-8045-6303 

대상 

슬기로운 | I I 
| 프랑스자수 | 10. 2. ∼ n 27. I 일반 

취미생활 | | | 
ι고라人 | 기법을 배워 | 매주 (호” | 성인 
-λ- l소품 만들기 110:00 ∼ 12:00 1 10명 
/、 1-「/ I ' I 

이시(장소) 신청받번 

10. 24. (수) 
10:00부터 

선착순인터넷접수 
ft 031-8045-6212 

대상 

「내미음어 [ I 11.7. ∼ 12.19. I 
1유Of를위한 | | 

동화」 l록호 여 | 매주 (λ) | |동 I I 1 6구세 
11-12월 릎승화눌’ I 15:30 ∼ 16:20 1 I I I 20먹 
과정 I 12. 。 | (문화교실) I o 

--- ----」------」 ---- ---

헬시(장소) 

자
。β
 

이
닙
 떠
 

순
 m 착
 댄
 

서
」
g
 

.“ 

10.4. ∼ 10. 25. I 
I S∼7서| 

매주(목) | 。nL
15:00 ∼ 15:40 I π ! 

I 1 5먹 
(어린이자료실) I 0 

유아등을 
대상으로 
동호}구연 

동호F구연 
동호냄터 관양도서관 • 

10.4. (목) 
10:00 ∼마감시 
선착순인터넷접수 
얻 031-8045-6303 

10. 21 . ∼ 10 . 28.I 초등 

I 매주(일) | 년 
11:00 ∼ i 2:00 I 학년 
(어린이자료실) 1 20명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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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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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동화 
구연 

신청방법 

당일선착순입장 
ft 031-8045-6334 

대상 

유아등을 | 매주(목) | 。nL
상대로 한 116:00 ∼ 16:40 I TT][

I I 201력 
동호}구연 !(어린이자료실) I 0 

일시(장소) 수요내용 cV、l 0 

그림책과 
놀자 

장
 없
 

입
 
뀐
 

순
 씨
 

차
「r

→
‘
 

선
 
떠
 

.“ 일반 
시민 
20명 

으마.흐튿 | 

I ” ’ --] 110.10. ∼ 10. 31 
우수영화 | 학생대사 I 

| 。 매주(수) 
S명 | 애니메이셔 

I 시여 」 15:30∼ 
0ζ〉 ! 

호계도서관 

수요내용 [ 일시(장쇠 I 대삼 I 
매직 |신기한마술 | | 。아 I 10. 18. (목) 10:00∼ 
응」 I I lo. 31. (수) | π | 
인형극 | 공연과 | | 및 | 마감시선착순 

] I 1 18 : 30 ∼ 19:30 I I 
“도와줘요 |교훈이담키 | |어린이 | 홈페이지접수 

| 그」 1 (3층시청각실) | | 
친구들| | 인영「 I 1 100명 | ft 031-8045-625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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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t I A.1::<J~ 
」」 0 1 L」 or..!...

시민 | (사전접수 미해당) 
누구나| ft 031 -8045-6273 

선착순 
(사전접수미해당) 
엎 031-8045-6273 

대상 

어린이도서관 

널/、l 。 

~H 
-「

읽어주기 

。

선착순 
(사전접수미해당) 

ft 031-8045-6273 

양
 민
 
명
 

안
 시
 K 

2,4주(일) 
15 : 00∼ 

30 입체 
영호냄영 



시 : 2018. 10. 20. (토), 10. 27‘ (토) 10:00 ∼ 14:00 

소 ; 센터 내 강의실 3층 지혜나눔방 

상- 예비및신혼기부부 15쌍 

용 ‘ 효과적인 부부대호법, 사랑의 도시락만들기, 신혼부부를 

위한재무교육, 신혼부부를위한인테리어 소품 DIY 

참 가 비 총4회기 5,000원 

(하나은행 405-910018-52804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신청 

(httpνa「iyang familynet. O「k「)

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사업팀 

ft 031-8045-5705 

※상기 내용및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 

2018. 10. 20. (토), 27. (토) 13:00 ∼ 15:30 

센터 내 강의실 3층 행복나눔방 

안양시 거주 다문화 일반 재혼 40∼60대 부부 15쌍 

참치 브리또, 힐링캔들 & 아로마 방향제, 홈가드닝, 

부부코맨자임QlO 크림만들기 

수 ,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인터넷 신청 

(http ://a 「iyang familynet. O「k「)

의 안양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문화사업팀 

ft 031-8045-5573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혼기 및 예비부부 교육 “러브프로젝트 결혼면허교실” 

일
 
장
 
대
 
내
 

。

짧j ·, 
매물림DJ[ft화, 

B홉鐵꼬톨lSOi훌l 

생빼生生) 마을 E에를기 

。

/•:“빼 그렇nt? g” 대률 .. , .. 안 훨nt? 뻐 BS배 1맨이 상훌.~t?” 

| 서로톨어진 대화, 어을팀이 있는 대회로바꿔보는시간, 어을힐온판셈, 배려, 나농그리고시링입니다. I 

접 최 숙 희 현) 소통문화교육협회 대표 

• 효택긍정심리협회 전임강사 

. 교육학박사 

행복한부부프로그램 “동행” 

시
 
소
 
상
 
용
 

이
己
 자
。
매
매
 내
케
 

。

‘t~] E엠시민으t흥.사회록지핀4용깅g 

.판 | 박월1흥행정북지샌터 , E방시민'2_1홍힐사화륙지판 묘망시정신건강북;i;1샌터 

신---요망시정신건강.지센터 
Toi, 031-4E얘-~용9 
Mall. aycmh@t녕nmall.net 

이를, 연릭처, 인원4 기채 
- ~방시만인흥.사획.지판 
Toi. 031-464-97이 
Mall. rr녕nanwelfare<행1anmail.net 

이를, 언릭처, 인윈수 기재 

‘’~I 2018. 10. 12(급') 10:00 ∼ 11::n 

7'~ 
l:::t 

+ 크래버 대거|나라(인양점) 

기탁일자 2018. 8. 20. 

기탁내용 ;중식제공 

나눔대상 ; 인양시독거어르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내역 

안양사랑LI눔회 

기탁일자 2018. 8.10. 

기탁내용 : 16,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저소득가정 

장학금지원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2018. 8. 31 

기특배용 사랑의도시락 

나눔대상 안앙시 독거어르신 

(주꽤피트레이딩 

기탁일자 2018. 8. 27. 

기탁내용 ‘행거 91개 

나눔대상 지역이동센터안양시 

저소득가정 

'ill.I 2018.10.12팅 11 :oo ∼1a:oo 
g소 용인영생교욕샌터 굉장 및 강당 

내용 • 찌엉 • 전시 ; 굉장 11 :00-11:00 
• 틈이리 공연 ; 강당 16:00-18:00 

- - - 공 연 : 스트릿댄스 띠포먼스밑 크· [WhyTo-J4)2lOI•찌이포 
를 외 인양시 영생교육과 031-8045-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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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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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십않”‘t •I:~ ' ‘,,•x-

힘뿔흙홈 뽑렐펴 
[I J Jl 낌;팍 놓꽉 

-- 심를JJ 
실시기간 | 2이8. 10. 10 ∼ 10. 29. (20일간) 
접종대상 l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 상반기 미접종 개 
접총장소 | 관내 동물병원 

r 關동률률률01 된개 I 012-1당 5鋼(繼|칭) 
국민기초생훨보장수급자, 모 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Al각징애인둥소유외 개 | 무료집흥(해당증명서 지칭) 
• 앙건영은인수공틀전엄엉01므증.짐없이 이I잉징흥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삭풍안전과혹산방역팀 I 001낸뼈.생23 

각구청복지문화과생훨캉뼈 I 001용)45--였댔묘엔) 
031→뻐~동인) 

용암앙시 

관 

JJ 

2018. 10. 27. (토) 13:00∼16:00 

롯데백화점 평촌접 범계광장 일대 

개회식 
음악공연(안양시립중창단 등 5팀) 

건강체험홍보관운영 
(식생활, 신체활동, 구강, 금연, 건강상담 등) 

줬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보건소 
(U' 031-8045-3466) 

----- 2018 임산부의 낱 기냄 -

“아0 | 행복” 태교 콘서트 
일 시 I 201s . 10. 10(수) PM6:00∼ 9: 00 
장 소 | 안앙아트센터 수리흘 

사전행사 ; 포토존, 모유수유 및 신생아 목욕법 부스 등 | 내 용 I 저| 1 부 Q&A씬부인과전縣답) 
저| 2 부 ’ 해피흘릭콘서트 

| 〈하모니즈. 세계합창올림픽 2관왕〉 

대 상 |임산랜↓ 신청방법 | 전화 ? 써3040 /동안 8045-4827 



。 만안구보건소 
- -- - ------------ η --- ~ - - - - - - - -~- -

팩.、~lb 주요내용 멕시(자.A.) [II상 신청방법 

고혈압교실 질환관리 식이요법 운동요법 
10. 2. ∼ 1 0 30. (매주호”총4회, 고혈압환자및 

14:0(] ∼ 15:00 (보건소 5층 회의실) 관심있는시민 30명 

남남 월령벌이유식 10. 10. (수) 10:00 ∼ 11:00 임신부및 12개월미만 
이유식교실 지침및시연 (보건소 3층어린이교육실) 영아의부모 20명 

시민 중장년기영양위험 10. 24. (수)14:00 ∼ 1500 
안양시민 100명 

7」jSfλdε d~ 

식생활강좌 올바른영양섭취 (보건소 5층회의실) ft 031-8045-3465 

심뇌혈관질환 대시증후군관리 10. 17. (수)1400 ∼ 16:00 
안양시민 100명 

공개강좌 스트러|스웃음치료 (보건소 5층회의실) 

만성질환 관악수목원숲체험 10. 15. (월) ∼ 10. 16. (화)09 : 30 ∼ 11:30 
안양시민 50명 

건ζ뱀프 (※만성질환교육 필수참석) (관악수목원집합) 

금요일에 즐거운 걷기동아리 스트레칭, 10. 5. ∼ 10. 26. (매주금) 10:00 ∼ 12 : 00 
안양시민누구나 

건강증진팀 
함께걸어요! 산보등 2개 지역에서 운영 (박석교,보건소앞) ft 031-8045-3043 

재활운동 근육경직완화운동 10.1. ∼ 10. 31. (상세 보행가능한 물리치료실 
」「‘~;:。r。。1 신체밸런스운동 15:00 ∼ 17:‘ 00 (물리치료실) E버H인 ft 031-8045-3047 

어르신 
전국위탁 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만75세이상 접종기간 (1943. 12. 31. 이전출생자) 

~거j즈 C그드4 i긍l 

인플루엔자 
안전한접종을위해 ※보건소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2018. 10. 2. ∼ 11.15. 

ft 031-8045-31기 

예방접종 
연령벌구간접종시행 사이트 (http://nipcdcgokr)에서 -만65세이상 접종기간 (1953. 12. 31. 이전출생자) 

3039 
의료기관확인 2018. 10. 11. ∼ 11.15. 

어린이 
어린이 

전국위탁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2006. 1.1. ∼ 2018. 8. 31. 출생자 I닙4즈0드A .d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보건소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2회접종대상자접종기간 2018. 9. 11. ∼ 2019. 4. 30 ft 031-8045-31기 

예방접종 (http://nip.cdc.go. kr)에서 의료기관확인 -1회접종대상자접종기간 2018. 10. 2. ∼ 2019. 4. 30. 3039 

。 동안구보건소 

닙샤능 주요내용 일시(장소) 대사 신청방법 
·--- -{- -

어르신 어르신 인플루멘자 예방접종은 전국위탁 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만75세이상 접종기간 (1943. 12. 31. 이전출생자) 

인플루엔자 안전한접종을위하여 언렁벌 ※보건소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2018. 10. 2. ∼ 1115. 

예방접종 구간접종시행 (http//nip cdc.go. k「)에서 의료기관 확인 
-만65세이상접종기간 (1953. 12. 31. 이전출생자) 모자보건실 

2018. 10. 11. ∼ 11.15. ft 031-8045-4898 
4400 어린이 

어린이인플루엔자 
전국위탁 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2006. 1.1. ∼ 2018. 8. 31. 출생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2회접종대상자 접종기간 2018. 9. 11. ∼ 2019. 4. 30 
예방접종 (http://nip cdc.go. k「)에서 의료기관 확인 -1회접종대상자접종기간 2018. 10. 2. ∼ 2019. 4. 30 

5 樂운동 
-개인 그룹소도구근력운동 2기 10. 10. ∼ 11. 28.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관리실 

-주차별 상 하체 9가지 순환운동 (수요일 15:30 ∼ 16:30) 건강운동실(지하) 관리대상 ft 031-8045-4404 

뇌졸중 슬링 및 토구를 이용한신체중심 2기 10. 2. ∼ 12 . 20 
뇌졸중환자 

슬링운동 강호운동등 (화목 10 : 0(〕 ∼ 11:3이재활보건실(3층) 

-口「i르fi고그>::ic ε·~ 관절 가동 범위(ROM) 증가 및 2기 10. 10. ∼ 12. 26. -C「그~프-/「ι~-딛「늑 

재활운동 정상보행운동 (수요일 : 15:00 ∼ 16:00) 재활보건실(3층) 3주경과자 

2기 10. 1. ∼ 12 . 21 
중증죠빼인 

장애인 -근력강화 낙~f(계밤매뉴일 (월, 수, 금 10:00 ∼ 11 :0(])재활보건실(3층) 재활보건실 
재활운동 재활기구 10종순환운동등 2기 10. 1. ∼ 12. 19. ft 031-8045-4832 

(월, 수 14:00 ∼ 15: O[])재활보건실(3층) 
경증E빼인허약노인 

시니어 프리웨이트및소도구 2기 10. 2. ∼ 12.19. 
근육플러스 이용근력강화운동 (화 수 14:00 ∼ 15:0(])건강운동실(지하) 

허약노인 
뉴스포츠 다~한놀이형태의 2기 10. 5. ∼ 12. 21 

~cζ;그二 신체활동늘리기 (금요일 14:00 ∼ 15:00) 재활보건실(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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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끓「 혼 격 |샘수| 시상내역 
대 상 | 햄저작권위원회 위원징상 | 1점 | 상장및상금 200만원 

최유상 | 요엠창조샘진흥원 원장상 | 1점 | 상장및상금 100만원 
우수상 1 짧창조생진흥원원장상| 찜 1 상장및상금%만원 
※ 제출된 작품수와 수준 등에 따라부문멸 시상내역은 변경 될 수 있음 

파일형식 

활홉훨 
구분 

。
‘매

 크
 
부
 

삐
 링
 
점
 

vv 

JP9 

숱톨탤 
- 기업, 학생, 시민 등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인식 확산 

- 우수저작물 창출 환경올 조성하고 발굴하여 창작자사기 독려 

톰렐훌빠 저작권 공정이용의 확산 

룰렐훨 제한없음(개인또는 3인이내 팀 캠) 
* 저작권 분쟁 소지가 없는 저작물에 한하며, 

타인의 저작물로판명될 경우시상 회수 

톨훨뼈 2018. 7. %∼ 10. 12 

휠흡D 
Z이8.10. lo(수) ∼ I0.12(곤) 17.<. |까X | 

@뱉훨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접 수 처 pyj@aca.o「,kr

• 제출서류및 기타자세한사항은 
훌메이지(http://www.aca.or.kr) 공지 참조 

-」L_

쩌11효l 

저작뭔 
공절01용 
함 작 품 
공톨런펀 

• 

JP9 

빨설얻설웰 • 경기저작려서비스샌터 ac: 안국저작권위원회 
.”"''쩨161fTCOMMlSSIO” 

• 
• 문화체육관광부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 대표자선출을 

공정하면서도효율적으로 실시할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I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 ng”01란? 

각종 8:체으| 의사결정 투표,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PC와 스마트폰, 

일반휴대폰을사용하여 투 개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수 

있도록온라인투표시스템을 지원하는 서비스 

“K-Voting” 이용범위 

- 이용대상 ; 공공기관, 단체, 학교, 공동주택 등 

-이용분야 대표자등임원선출, 정관또는규약개정찬반투표 

“K-Voting”의 장점 

- 신속정확한투표 및 개표 

- 투표율 저|고에 따른 대표성 확인 

“K-Voting”의 이용수수료 

- 선거인수 2천명 이하 이용시 1인당 770원 

- 선거인수 4천명 이하 이용시 1인당 660원 

문 으| · 안앙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ft 031-441-9293 

생활주변 선거, 쉽고 편리한 l<-Voting으로 。

종이와함께하는 우리 동네 스토리델링 

웃음 가득한 ‘저17호| 삼덕공원 종이문화 예술교육축제’로 안양시민 

여러분을초대합니다 전시, 처|험, 공연, 장터 등 종이를 주제로한 다양 

한즐길거리를 만나볼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나들이 하러 가볼까요? 

장 소 , 삼덕공원 

일 시 2018. 10. 13. (토) 11:00 ∼ 18:00 

주 관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Pape「 Rebo「「1 축제운영위원회 

내 용 

- 전시 종이와 명호f으| 콜라주, 종이 건축, 종01로표현한음악·수학작품등 

-처|힘 · 나만의 수칩만들기, 팝업북 만들기, 축구공 만들기 등 

-공연 종이라는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종이의상패션쇼, 마술 등 

형식요건 

해상도 : 1,280720px이상 
(HD또는 FH[]), 24-30프레임 
재생분량 ; 3∼10분 이내, 
용링;때MB이내 

[카드뉴스] 
이미지, 기본 1α)()'1때 픽셀, 

뉴스,스토리,만화, 

인포그래띄 등자유형식, 

4∼15장 이내 밀어보기 형식 

[포스터l 
해상도 3,508'4,961 px권장, 떼Odpi 

해상도 : 690'760px, 300dpi 
12것이상 

。 종이로안양을디자인하다 * ;‘ 
제7호| 삼덕옆 종이문화예웰육춤젠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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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I otol1~ ε메어났0-1표 l 

이지호 왕자님 
2018년 2월 24일 출생 

부모 아빠 이동진, 엄마 이진이동안구 달안로) 

태명 달꽁 

태몽 길 지나가는데 금팔찌가 떨어져 있어서 줍는 꿈 

지호에게하고싶은말 

누나가 자주 감기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이제 병원말고 공원 많이 다니자’ 마이씬 사랑해’ 

조강현 왕자님 
2018년 5월 17일 출생 

부모 아빠 조창기, 엄마 김연주(동안구 달안로) 

태명 둥글이 

태몽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용 두 마리가 승천하며 

나에게안기는꿈 

강현에게하고싶은말 

너무너무 소중한 엄마아빠 아들 강현o~. 펑생 행복하고 

건길「하게 살자 사랑해AA 

6 

이지우 공주님 
2018년 3월 3일 출생 

부모 아빠 이대영, 엄마 이진주(동안구 펑촌대로) 

태명 알꽁 

태몽 꽃상추 

지우에게하고싶은말 

우리순둥이지우’ 

너무너무 순하고 이뻐서 네 동생 만들어줬다. 

지금 뱃속에 있는데 나오먼 동생이랑 같이 놀아 사릉훼∼ 

바서준 왕자님 
2018년 3월 10일 출생 

부모 아빠 박호균, 엄마 김미정(동안구 시민대로) 

태명 복댐이 

태몽 없음 

서준에게하고싶은말 

서준이가 있어 O뻐빠 엄마는 하루 히루가 너무 행복하단다 

지금처럼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 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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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안양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접수방법 U「ianyang@korea.k「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 오|가에서도 탄생의 행복을 힐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분의 ‘우리안앙도시락’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사진이 실린 ‘우리안앙도시락’을 선물해 보치|요! 

윤수호 왕자님 
2018년 2월 6일 훌생 

부모 아빠 윤명석, 엄마 김진흐|(만안구 안앙로) 

태명 로히{하와이 인사말 ‘알로하’) 

태몽 아쉽게도없어요∼ 

수호에게하고싶은말 

수호야∼ 햇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아빠는 수호를 너무너무 사랑해” 

윤재빈 왕자님 
2018년 8월 1일 출생 

부모 아빠 윤승재, 엄마 신현영(동안구 달안로) 

태명 강남이 

태몽 없음 

재빈에게하고싶은말 

사랑스런 우리 재민Of∼ 아푼 곳 없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아빠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고 우리가족 항상 

행복하자사랑한대 

진연서 공주님 
2018년 1월 17일 출생 

부모 아빠 진종주, 엄마 김보미(동안구 관양로) 

태명 행복이 

태몽 복숭아 

연서에게하고싶은말 

우리집 두 보물들. 해는 다르지만 같은 생일날을 가진 

복덩이 남매 현준이와 연서 

앞으로 보석같은 추억들 많이 만들자. 사랑해 

최지우 공주님 
2018년 3월 17일 출생 

부모 아빠 최호식, 엄마 오경은(동안구 관펑로) 

태명 여름이 

태몽 금괴를 한아름 집에 가져오는 꿈 

지우에게하고싶은말 

둘째 지우야, 몸 건강히 태어나서 엄마 아빠 오빠가 사랑하고 

너의 얼굴을 보며 모두 행복해 한단다. 이쁘게 잘 키야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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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성 왕자님 
2017년 8월 14일 출샘 

부모 아빠 조창현, 엄마 이윤흐|(동안구 달안로) 

태명 뿜뿜이 

태몽 없음 

유성에게하고싶은말 

사료「하는 유성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너그러움을 이루라는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항력을 주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할거||! 많이 많이 사료「해II 

l~족에꺼l 보LH는 
A~란으| 매IAl~I 

여자친구 두 명을 앙옆에 거느린(?) 아들의 모습에 

웃음이납니다-

월드컵 한-일전을 방불케하는 아시안게임 응원열기네요! 

뭐가그리 신나는지 자다가도 낄낄거리고 웃는, ‘ i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 아들이네요 
...... i 우리친구들 아시안게임 응원으로 애국심도, 건강한 마음도 ‘ 1ll 모두모두쑥쑥자라나길기대해봅니다 Go Koreal 

방다인 공주님 
2017년 8월 22일 출생 

부모 아빠 방상기, 엄마 오연실(만안구 만안로) 

태명 빵실이 

태몽 예쁘게 세공된 금반지 

다인에게하고싶은말 

손꼽아 기다리던 녀를 만난지 벌써 일년이 되었구나. 

너가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노는 것까지 모두 신경쓴다고 

하지만 아직은 실수가 많고, 부족한 엄마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너. 일하는 엄마 때문에 일찍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그동안 큰 탈없이, 안전하고 건S「하게 자라주어서 

고마워. 너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값지고 행복해 

아빠, 엄마는 너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게. 오늘도 사랑해. 우리 내일도 사랑하자 

※ 그동안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머|세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호를끝으로 가족 메세지 코너는 마지막 인사를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콘텐츠로 시민 여러분을 찾아웹겠습니다. 



탱다른그림찾기 
생활용품을 상호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알뜰나눔장터’가 평촌 중앙공원과 명학공원에서 열린답니다 

재활용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알뜰나눔장터로 함께 놀러가볼까요?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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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아이들 
글 백경옥 (만안구 박달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것이 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네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방송 매체를 통해 지주 듣긴 했어도 취업의 문턱이 참 

높긴 높구나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은 취업에 이들에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1년은 여유를 갖고 준비 

하자”라고 얘기하며 본인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태니 여유를 갖게 해주자고 미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갑자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출근한다고통보를히는것이었습니다. 

근무지가 집에서 다니기엔 교통이 불편하여 회사 기숙써1 들어7야 히는상황11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지 하는 아쉬움에 저도 모르게 “뭐가 그리 급해서 의논도 하지 않고 결정을 

했냐”라고 언성을높이게 되었습니다. 

“엄마취업 문이 너무좁고신입시원모집에 경력직이 지원히는상황이라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배우고 

경력도 쌓은 뒤 제게 맞는 직장을 찾이볼게요”라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고 주말이면 빨랫감을 들고 왔다가 월요일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러던 

중대기업에 다니던 청년이 일에 쫓기며 사는생활에 회의를느끼고사직서를제출하고중소기업으로들 

어갔다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 취업의 높은 문턱에 지쳐 포기하고 지내 

는 청년이 50만 명이라는 기시를 접하면서 그래도 다행인가 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 

만,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집에만 있다 보면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활에 안주하려 

할까봐당장할수있는일을찾는것이 낫겠다는생각을했다며 “엄마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믿어주세요” 

히는아들의 이야기에 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히는생각을했습니다. 

생각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미옴에 들고 직장상시들도 잘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래 네가 선택 

한 길이라면 믿어주고 잘할수 있도록응원히는 것도 부모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내 눈엔 어린애같이 챙겨줘야 할 것 같고 신경이 쓰이는데 가끔 외출하고 돌아오며 우리 부부에 

게 색다르고 맛있다고 군것질거리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젠 아들이 저희 

부부의 울타리가 되어가는 듯해서 뿌듯해집나다.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은 미숙하지만살이칼날이 많기에 

많은 것을 접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모습을 

콕보고싶습니다. 



수리산찬가 
글 김명구 (만안구 창박로) 

속리산에서 갈려 한남정맥 벌떡 일어나 

천리를 북으로 달려 독수리처럼 웅크린 수리산 

태을봉 수암봉 모여서니 높진 않아도 만민-한 산 아니다 

보 

o케릎 

1~줄 

1계중 

세상의 모든 녹색 물감이 이 산에 다 모여서 

수채화 물감 풀어 잎이 되고 들꽃으로 핀다 

진달래 그틈에 뭉텅뭉텅 피어 수놓은듯곱구나 

산새들 다 와서 놀고 들꽃은 절로 피고 

계곡 물소리 풍금소리길 구름산책길 따라 그늘은 넓고 갚구나 

매미는 올 여름도 이 신에서 여름을 디- 사느니 

봄에 핀 모든 잎이 단풍으로 물드니 

계곡물도 바람소리도 구름산책길도 딘-풍이 들었다 

납ξ낼 당숲단풍은 질- 빚은 단시조 한 수다 

슬기봉 갈바위바람 수리사 성불사의 눈 

히늘괴- 기-까워 신령스럽고 계곡은 얼어 빛난다 

수암천 계곡 다 얼어도 언 땅 밑으로 봄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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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앙사랑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수필 시·기행문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이메일( urianyang@korea.kr) 또는 팩스(F 031- 8045- 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031-8045-2018)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떼이지 - 메인화면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앙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기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인양 | 열린 편집실 

출훨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k「)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 안양시민중 

선정된 분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 3일 마감) 

우리안양도시락을 

무료로만나보세요. 

안앙시 홈떼이지(www.anyang‘go.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앙도시락’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으로 

우리안양도시락을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앙도시락’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l"" ~~~~~~~~~~~~~~ ... 

안덩하세요 안양시 독자의건에 아래와 같이 메일 보내드리며, 〈우리안앙도시락〉 잘보고 있 

습니다.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으며 안앙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3년 

차 춘천에서 안앙으로 온지 1년 2개월째, 아무 연고 없이 온 이 안앙이란 곳은 처음엔 설램 

혹은 두려움을 기득 안고 왔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남편과 다시금 적응하며 지내야 할 

안양은 처음맨 많이 무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덕원역에서 집까지 새삼 멀게 느껴졌고, 

도로가 무척이나 넓어 행해 보여 내가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매일 밤 학의천에 조깅을 나가며, 근처 근린공원에서 남편과 배드민턴을 칠 수 있 

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무섭지 않고 어느 곳이든 지역주민들의 복지가 

잘되어있어 〈우리안앙도시락〉을 더 챙겨보게 됩니다. 내가 더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 

여 안앙 곳곳 숨겨져 있는 매력들을 찾는 것이 지금 제 인생의 즐거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이루어져 제가 느끼는 이 안앙이란 매력을 찾아보셨으 

면좋겠네요M 

원진아 (동안구 일동로)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앙 - 한마음 한뜻의 ‘안전도시’ 우리 손으로! 깨끗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 기시를 보며 팬지 마음이 든든하고 편요「해 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 

봅니다. 사진 속에 민 관 경이 합동하여 캠페인 및 순찰을 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며 정말 많 

은 분들이 안앙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론 이렇게 시간을 내어 우리 지역 

을 위해서 캠페인과 순잘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CH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 

사에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나요?라는 글을 보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 

는 등의 사소한 범죄를 방치한다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 

혀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라는 글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 

중 길거리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리먼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되나 싶어 점점 쌓 

여가는 쓰레기 더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앙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벽면에 

안양의 독립운동가 원태우 의사의 업적과 모습이 새겨진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번 〈우리안 

앙도시락〉 책자 잊혀져가는 흔적을 찾아서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원태우 지사가 

안앙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그분의 업적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우리 곁에 있어주길 바라며 

서정운 (만안구 병목안로) 

생애 처음 겪은 40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2018년을 지나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날씨를 또 겪어야 하고 여름은 갈수록 길어지고 .. 어01구, 처음 맞이하는 자연현상은 항상 

경이롭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쓸반보니 뜻하지 않은 감투를쓰게 되어서 우리 지역에 ζ밸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무보수로 아파트 내 정원을 가꿔주시는 분들, 나서진 e음Of도 뒤에 

서 물심앙먼으로 애써주시는 분들 ... 우리는 혼I까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게 최고가 아 

니라 보이지 않는 큰손 작은 손이 도왔기에 오늘도 안전한 우리 고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 

다 호fO I팅! 우리 인양! 

이병희 (동안구 동안로) 

안녕하세요? 〈우리인앙도시락〉 애독자인 석수2동 출신 어대식입니다 제안입니다 

첫째, 발행처 우편번호 기재 요망 둘째, 만화 ‘잊혀져기는 흔적을 찾아서’ 만화와 글을쓰신 분 표 

기 요망 - 저작권 관련 제가 살았던 동네에 이렇게 항일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셨던 원태우 

지사를그동안몰라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대식 (만안구 석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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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우편흔뻐| 꽂혀있는 〈우리인앙도시락〉을 기다리는 두 자녀의 O빠입니다 이변 호에도 역시 인양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E능에 f서 정말 즙충해서 읽었어요 특히 ‘안앙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 

소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들의 공동육아를 관심 있게 지쳐보고 꿈꿔왔었는데 우리 인앙시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새삼 

기분 좋은 정책들이 많아지는 것 같H〕 f 흐뭇했습니다 가끼이 있다먼 흔쾌히 보냈을 것 같은 곳이더라고요 저희 0에|들은 

흔들지만, 근처에 사는 OfOI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터전으로 성ε하길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더불어 다~한 지역에 공동육아 사회적 협동조홀에|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 

겠습니다 안앙시민들을 위해 오늘도 열일하시는 〈우리안앙도시락〉 제작죠플을응원합니다! M 

윤철기 (만안구 병목안로) 

〈우리안앙〉이 〈도시락(樂)〉이라는 부제호를 듣댔네요 처음에는 멀리서 제목만 보고 동네 음식점 소개 광고 잡지인가 

했어요M 요즘 1V를 틀면 먹거리나 여행(가서 먹는) 프로가 너무 많아 피로감을 느끼고 사람들의 내면이 허기진 건 

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도시락은 읽을거리를 통해 이웃과 함께 웃고 생ζ년대| 해주어 예전 학창 시절 

추억처럼 도시락을 까먹는(?) 재미를 전해줍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비염에 관련된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콧 

물은 줄줄 흐르지만, 무더웠던 여름을 생ζ봐면 감사하기만 하네요 

오문희 (동안구 학의로) 

이번 9월호부터 도시락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다가온 〈우리안앙도시락〉, 부르기도 기억하71도 쉬운 이름이네요 선 

선해진 날씨에 다양한 축저|도 많은 9월 8일은 행복걷기대회’, 9일은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14∼16일은 가장 

큰 ‘안앙시민축제’가 있어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공연도 볼 수 있는 9월이 기대휩니다. 기을은 독서의 계절이니 도서 

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해 보고 싶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어|도 참여 신정해야 

겠네요. 풍요로운 가을을 잘 즐길 수 있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우리안양도시락〉 고맙습니다M 

김수미 (동안구 귀인로) 

종종 아버지를 통해 〈우리안양도시락〉을 구독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예전에는 재미도 없는 지역 잡지를 왜 읽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유심히 읽다 보니 유익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만 을댔지만, 〈우리안양도시락〉을 통해 도서관에서 저자와의 만남, 인형극 등 다앙한 문화행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너무 반가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안g뻐|서 많은 문화체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안앙 

시도 한 걸음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는 것 같아 내 일처럼 뿌듯합니다. 01러한 유익한 체험 활동이 좀 더 다양하게 생 

겨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10월에는 시간이 되먼 저자와의 만남 

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인앙천을 걸으며 안양시의 활기찬 하루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안 

앙도시락〉을 발행하는 데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혀| (만안구 앙화로) 

.훌 
63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앙도시락〉을 사랑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 만들기 

조선 저122대 임금인 정조가 그의 아버지 

사터|자으| 능을 참배하러 갈 때 

참배행렬이 펀히 건너도록 축조한 ‘만안교’. 

10월 7일, 만안교와 안양역 일대에서 

‘2이8 정조대왕 능행차’가 재현됩니다. 

만안교를 만들어 정조의 효심을 함께 느껴볼까요? 

효심지극한 
정조CiE祖)가 축조한 
안양의만안교 

I c•。•-::J l 
I ‘•‘•“- l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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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안교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2. 만안교기념비를 만들고 
기념비석을 겹붙여 주세요 

3. 만안교 바닥의 양쪽을 
만든후서로붙여주세요 

4 만들어진바닥에 

만안교를붙여주세요 

5. 기념비석을 먼저 지정된 
위치에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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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새마을의 사진으로, 

비가 내려 붕괴된 수암천 제방을 주민들이 정비하고 있 

는 모습이다. 이곳은 사람들과 우마차 트럭이 vt던 

좁은 도로였으며, 병목안 채석징써l서 캐낸 철도 자갈을 

실어 나르던 화물 열차가 간간이 지나다니던 한적한 시 

골이었다. 

1950년대까지는 주민들이 %골에서 농시를 짓던 농촌 

으로 특히 동글동글한 조익t돌이 비칠 정도로 산에서 내 

려오는 물이 맑기로 유명하였으며, 신부골(新富짝)이라 

고 불리웠다. 이후 1969년에는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미을로 이름을 바꾸었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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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토) 09:00∼11:00 
안양종합운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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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빛 

단꽃숫입은 
H월의안양 

표지이야기 

산이 주섬주섬 옷을갈아입는다. 

오래 머물지 않아 더 애릇한 ‘가을’이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해 

추억을쌓으러 나선 이들은 

가을을향유하며 마음에 넉넉함을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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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효뻐|서 오는 행복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을밤 소중한 이들과 옹기 

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만큼 가슴 따뜻한 순 

간이 또 있을까 많은 현대인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받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주 

말이 되면 캠핑장으로 떠날 채비를한다. 

캠핑조배l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듯한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얻어갈수 있다. 가 

만히 햇볕을 흰다거나 멍 때리는 등의 단순한 행동에 

서 느끼는 행복감이 더할 나위 없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자연과 가까이 자리 잡은 캠핑징에서 맞이하는 

아침은/쇄승까 이를 데 없다. 아침 햇샘il 눈을 뜨면 

새소리가 껏가를 간질이고 코팔il 와 닿는 향기에는 

자연이배어있다. 



흔히들 캠핑을 ‘떠나야만 알수 있는 낭만’이라고 

표현하곤 하지만, 안양시민들은 목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병목안캠핑징에서 즐거운주말을보낼 

수 있다. 지난 3월 1일에 개장히여 끄월 30일까 

지 9개월 동안 운영히는 병목안캠핑장은 총 세 

곳의 캠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인터 

넷을통해 예약할수 있다. 

벌써부터 병목안캠핑장바로 옆에 위치한 병목안 

시민공원의 나무들은 울긋불긋 색동옷을 갈아입 

기시작했다. 

짧아서 더욱 애듯한가을 이 계절이 지나기 전에 

사링하는 사람들과 병목안캠핑쟁l서 특별한 시 

간을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병목안캠핑장 

위치 인앙시 만안구 병목안로247번길 37 

주요 시설 캠핑데코(50동), 호많}실, 샤워장, 매표 및 관리소, 개수대, 전기설비 

예약문의 031-469-8642 

http ://www.ansi.o「k「/ansicamp/html/ma1n.asp

이용방법 안양시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 접속〈캠핑장예왜→ 회원가입 후예약 

※병목안캠핑장운영기간중 비수기(3월 11월)에는 주중(월낼극)은 

운영하지 않고, 주말(금∼일, 공휴일)만운영합니다 

비수기 
구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l 

금·일요일 / 공휴일전일 

캠핑장 캠핑데크 1개소 20,000원 20,000원 

전기사용료 1개소 3,000원 3,000원 

샤워장 1인 1 , 000원 1,000원 

이용인원 4인초과시 3,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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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비고 

예약접수시작일 접수가능일 

매월 5일(오전10시부터) 다음달m∼10일까지 타시민은 

11 시부터 
매월 6일(오전10시부터) 다음달 11 ∼20일까지 예약가능 

매월 7일(오전10시부터) 다음달 21∼말일까지 

비고 
평일(월·목} 

15,000원 1 면 기준 (주차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포함) 

3,000원 1 박 기준 (1kw 이내) 

1 ,000원 1 인/1 박기준 

3,000원 초과 1인당부과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살기 좋은 안양 

천ικL페 
‘------ .... , 
너의 LH일을응원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신체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많은 변화를 겪는다. 

심리적인 상태 역시 예민해지기 쉬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을 응원하는 안양의 청소년 복지는 어떤 모습일까? 

수치로나타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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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판양11 훨소년 훌륙II 

공공11쉴 610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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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깨 
일시쉽터 
‘민들레뜨락’ 

가출청소년에게생활 

보호,정서적지지및 

심리상담,의료지원, 

기관연계서비스제공 

단기쉽터 
‘FOR YOU’(남자)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대 9개월)의기간 

동안 위기(가출)청소년 

보호 

민관11럴 110소 
유스호스텔 
안앙블루몬테유스호스델 

중장기쉽터 
‘호숙’(여자) 

2010소 
만안구 6 동안구 14 3년 이내(1 회 연장가능, 

최대 4년)의기간동안 

안양권역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위기청소년 보호 

, 
lllnllll톨관비념률믿H_.. 

휩솥넓뭔몇3멍 뮤매환멸., 
밀11단 ~lH단 

요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471-8111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즐거운 안양 | 

“우리 학교에서는 뭐 먹지?” 
핸보하하·-;;J 근신 ‘ J ..... ....., ...... ‘ ;;;I ---.., 

빌방비| 좋아야 학생들이 행복해진다 

학교에서 O fO I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점심시간일 것이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S탄}고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양 · 군포 · 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를소개효봐. 안양 · 군포 · 으|왕 공동급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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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바른먹거리 

안양 · 군포 · 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 

지원센터)는 2013년 전국 최초로 3개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였다. 3개시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건 

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다양한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공동급식지원센터는 학교별 친환경 식 

재료 공급실태를 조사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식재료 보급, 학교급식 식재료 및 품목선정, 품질기 

준마련, 유통 · 공급관리체계 구축, 친환경급식 식생 

활교육 체험 등의 다Ocf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 · 군포 · 의왕 3개시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친환 

경 무농약 쌀로 만든쌀밥과 친환경 농산물과 전통인 

증 된장으로 만든 된징L국 자연이 만드는 친환경 국 

내산 김치, 청정지역에서 자란 무항생제 쇠고기, 방 

시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시용한 음식 등 안전 

하고바른먹거리를기본으로하고있다. 

또한,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덕천초등학교에서 진행된 바른식생활교육 

10 I 11 

친환경 식재료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급식 조리실 모습 

축에〕}가는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지난 m월 16일 덕천초등학교 2학년 4반에서는 ‘찾아기는 

식생활 교육’이 진행되었다. ‘밥이 좋아요’를 주제로 한 톨 

의 쌀이 밥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현미밥과 백미밥을 

직접 먹어보며 색깔과 향 맛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등 즐 

거운수업을이어갔다. 

현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생 대상의 ‘찾ψ}는 바른 

식생활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쌀 바로 알기, 식품첨기물, 

GMO, 그린푸드등을주제로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의 ‘찾。f기는 바른 식생활 홍보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식품 안전, 위생 등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식생활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영양선생님 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바른 식생활 시 

범학교 만들기 사업’ ‘학교급식 친환경 생산지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무농약쌀 생산지 모내기 기을걷이 행사 등의 활동 

과 더불어 친환경 생산농가 및 생산시설 체험·견학 등의 

다양한활동을 하고 있다.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즐거운 안양 | 

학부모모니터링단활동 

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 

한편,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각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 공 

급업체와 생산업체에 직접 방문해 원료 입고, 전처리, 가 

공 및 제조, 납웹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월 1회 이상 

점검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한 학교급 

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며 아어들에게 안전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은 “합리적인 가격에 안 

전하고 영‘F가 높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 더 

욱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 · 군포 · 의왕 공동급식지 

원센터는 동일 생활권 지자체가 손잡고 민관합동으로 운 

영히는 성공사례로 타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문의 안양·군포으|왕 공동급식지원샌터 

031-458-6659 

http://www.agucfc. O「k「



·* 암양시 

2018. 11. 3(토) 10시 

생태교육(10:00 ... 11:0이 ※샤전접수 

·걸어서요방천탐사 
• 안양천의 수서곤충 탐샤 

생태체험(10:00 .... 13:0이 

·누에고치브로치만들기 

생태놀01(10:00 .... 13:00) 

·거미줄놀이 
· 새종으로 숲속동물 먹이주기 
·도토리폴굴려라 

• 나뭇잎액자목걸이 만들기 
.미니화분만들기 만들기 교실 작품전시(10:00 .... 17:00) 

접수 및 문으| : http://river.anyang.go.kr 
031-8045-5203 

※앵사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η·~~ 앵해·|야끼관 -=- Anyang River Visitor Center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즐거운 안양 || 

‘반려견고}훌을’ 
반려둡똘 사랑 L~눔 축저l 

어느작가는을했다 

‘동물을사랑하면 누구나 행복한 철학자가 된다’고 

때로는 가장친한친구로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로… 

우리는 반려동물과특별한교감을 나누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조건 없이 시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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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나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산업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다. 반려 

동물유치원, 호댈, 마사지삼등의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맞춤금융장품, 

택시 등 다‘t한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및 시 

징L이 몸집을 불려 가는 데 반해 관련 법체계와 시민의식의 성숙도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따져보면 고개를 가웃째l 된다. 

최근 유기견과 강-o}지 농장 문제 전국을 들썩이게 한 개물림 사건 등으로 렛(Pet)과 예절 

(Etique따)의 합성어인 ‘페티켓(Petiquette)’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뼈 대한올바른 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안양시에서도 반려동물 문뼈 대한올바 

른정보와다Oef한체험 기회를제공하기 위한축제가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반려동물과‘함께’ 

지난 m월 13일, 학운공원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사랑 나눔 축제’는 동물 보호와 복지, 공존과 생 

명존힘l 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 

운 체험 행시들로 꾸며졌다. 반려동물 매너 운동 

회, 반려동물 상식 퀴즈 ‘도전 골든벨’, 행사조벼l 

반려견과 커플룩을 입고 온 참가자 중 심사를 통 

하여 베스트 커플을 찾는 대회인 ‘나도 스타’ 등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가 진 

행되었으며, 이밖에도 설채현, 이학범 수의사의 

‘생명사랑 토크콘서트’ 건강 · 미용 · 훈련 · 산 

책 -영양 관련 ‘반려동물 문화학교’, 유기견 입양 

및 동물 등록 ‘캠페인’ ‘탱탱이 건강 달리기 대회’ 

등이 이어져 바른 반려동물 문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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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멀를1111럴필!푼l졸훌도를 
01용효룰훌 켓}드릎훌꿨l 
졸펀픈켈11폴렐 r 11뭘 1일부터 

*주차요금 징수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행정신뢰 제고 

일자 2018년 11월 1일부터 

내용 이용요곰 신용카드 결제 

대상 안양시시설관리공단전사업장 

--「1τ』~ 대상 

공영주차장 직영 28개소 

교통약자이동차량 28대 

건인보관소 1개소 

즈←T느-~그~ ; ζ~ 1개소 

님ζ〕 I.A C] r:g 1개소 

료E므효己 ζ그1:g 32레인 
호 계 

l:J~C 민턴 12면 체육관 
E「r_「「I。F 30면 

님d_!; -기프O L」~7 I그H표 d:g 1개소 

결제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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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요금, 일일입장료, 대화료 

게임요금,대화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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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양시시설관리공단031 -389-5327, 5210 

흘훌안얀깐l體곰닫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I 세상을 바꾸는 희망기업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핸드메이드로퍼 
(주)미투위 

유뇨넘| 더웠던 지난 여름, 폭염에 지친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신는 것까지 모두 더위를 피할 제품을 찾~JI二h 

뜨겁게 달궈진 01스폴「트 위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구두나 운동화가 얼마나 답듭받 지 잘 요H각. 

그런 사람들에게 짚신만큼이나시원하다는신발을소개효봐. 

바로 인양형 예비 사회적기업인 (주)미투위의 핸드머|이드 로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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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투위의 핸드메이드 로퍼 



아이를위해만든신발, 

세십뻐|소개되다 

‘한땀한땀1 

손으로만든정성 

발바닥에는 lcrrf011620개의 땀샘이 존재한다. 이는 우리 신 

체의 다른 피부의 땀샘보다 3배 많은 수치이다. 띠라서 발 

에는 다른 피부보다 땀이 3배나 많이 날 수 밖에 없는데다 

가 대부분의 신발은 통풍이 되지 않아 신발 안에 땀이 차 

고 무좀 같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한다. 미투위의 핸드메이 

드 로퍼는 부드럽고 두꺼운 한 장의 천연 소기죽(슈렁큰) 

을 사용해 제작한다. 일반 가죽은 늘려서 가죽을 만드는 

반면, 슈렁큰은 기죽을 수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면 

적이어도 더 많은 기죽이 사용된다. 무엇보다 미투위 핸드 

메이드 로퍼의 자랑할만한 점은 본드나 톨루엔 등 유해물 

질을시용하지 않는다는점이다. 본드사용을최대한줄이 

고자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의 어머니들이 외 

피와 내피를 바늘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신발을 완성 

한다. 정 대표는 “국내에서는 처음 제작되는 신발이라 다 

소 생소하여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지만, 매년 올해처럼 

더운 여름이 지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발에 관심을 가 

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투위는 추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 침여 기회와자립 기 

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발판 역할 또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양9동에 위치한 ‘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 

합’을 찾아 (주)미투위 정연창 대표를 만났다. 장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 함께 로퍼를 만들고 있던 그는 

신발 제작과관련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인 미투위는 에스파듀에 로퍼 

디자인을 입힌 신발을 제작히는 기업체이다. IT기업 

에 다니던 정연창 대표가 회시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 

심하고, 수많은 신발 가운데 에스파듀 형태의 로퍼를 

제작하기로 결심한 것은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의 역할이 컸다. 

정연창 대표는 “쟁H를 가진 에는 발목 근육에 힘이 

없어 발 아치가 무너진 채로 생활하다보니 걷는 게 불 

편하고 발 교정을 목적으로 한 신발을 맞춰 신겨도 여 

름이 되면 발이 쉽게 짓물러 굉장히 불편해 했다”며 

“고민하다 제가 직접 신발을 제작해야겠다고 생각했 

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파듀라는 신발을 알게 

되었다”고전했다. 

에스파듀는 신발의 밑창을 삼베로 엮어 짚신처럼 만들 

고 발등을 덮는 부분은 천이나 기죽으로 만든 신발이 

다. 에스파듀에 관심을 가진 그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제작히는 곳과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제작 기술을 습득히는 데만 3년의 시 

간이걸렸다고한다. 

문의 (주)미투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72번길 83- 21 
031-44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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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로자와市, 처음 뭘겠습니다 

물 건너 일본에서 온화가들의 작품을 안 

%배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 

다. 안양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해 

외도시 간의 첫 문화예술교류전이 개최 

되었다. 안양시가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도코로자와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출생지로 등재된 화가들의 작품을 초청 

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교류전이 안양 

박물관i1서 진행되고 있다. 

1 윤석남‘녹색방 

2 유정혜플라톤의방 

3 토야시게오‘늬념F 

4 모리타가코‘EAT 

5 바바켄타로 
‘오래된 책상, 꿈을 효받 나의 문l 

곤니찌와(;서;i::J따。 ), 

일본도코로차와에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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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시거|오 

(pi;i-成雄)

‘우리가살고 있는세상을은유 

적으로 작웹l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죠배한 일본 작가 

들은 2∼30대부터 50∼60대, 

%대인 저까지 전 연령을 아우 

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가갚다고생ζL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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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들이 안양의 역λ}적 맥락을 바뺀l 두고 

현대미술의 조형언어로 재해석하는 주제전과 일본작가들의 작 

품을 하나의 특별전 형식으로 묶는 이중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낙원의 이편’을 주제로 낙원과 연관된 자연, 도시, 인간에 관한 

예술적 사유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구성 

하였다. 또한, 회화 · 설치 · 미디어아트 등 다잉딴 형태의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보다 다OJ=한 형태의 미술작품을 감 

상할수있다. 

안양에서 즐기는 일본 자매도시 작가들의 작품, 이번 주말에는 

가을 감성 채우기에 제격인 전시장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 

떨77}? 

모리타가표 

(흉田可子) 

제 작품의 주제는'EAT(먹다)’과관련되어 있어요. 

과거에제가음죄을먹는것에어려움을겪었던기억과감정이반영되 

었죠. 유명한작기·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긴장되긴 하지만 외국에서 

의 첫 전시이기도해 매우기쁘네요. 

바바켄타로 

(馬場健太郞)

22 I 23 

탱 낙원의이편매흡잉빼Paradise)展 
기간 2018. 10. 18 (목)∼ 2018. 11.30. (금) 

시간 10:00 ∼ 18:00(입장마감 17 :3이 

장소 안뺨물관특별전시관 1,2층전관 

요금 무료 

문으| 031용87-댐8, www.ayaco「k「

IA 전시가어렵게닝껴지신다·묘? .,J' ‘전人|해설도슨트프로그햄을활용해보세요! 

일시 호뉴일 11:00J14:00 (2회) 

대상 관람객누구나가능 

·현장접수만가능 

‘기억과현실의 어긋남’을드러냈어요. 

기억과현재와의 차이가재있다고생각했죠. 50겹 정도물감을보색 

으로 덧칠해서 오묘한 색감을 나타냈습니다. 독자적인 느낌의 한국 

작기들과함께 전시할수 있어 기분이 정말좋습니다.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 이모저모 

효성 한양 아파트의 윤상기 관리소장 

구절초와비비추가 
활짝핀口}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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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여 세대가함께하는동안구효성·힌양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기자기한구절초와 백일홍이 만개한꽃길이 펼쳐져 있다. 

주민들이 언제고 찾이와차한잔의 여유를즐길 수 있는 

비비추 공원 역시 한편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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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 이웃사랑 나눠요 

단지에 들어서면 약으로도 쓰인다는 국화과의 

식물 ‘구절초’가 주민들을 반긴다. 이뿐만 아 

니라, 백일홍, 금송화, 국화, 민들레, 괴꽃 등 

이 그 화사함을 뽕내고 있다. 이 모든 꽃을 기 

증한 꽃 · 사 · 모(꽃을 사랑히는 모임)의 정환 

주 前)회장은 꺾꽂이 작업을 마친 장미를 주민 

들에게 나눠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꽃 · 사 · 모의 김수월 웹회장은 “단지 내에 남 

은 자투리땅이 쓰레기장으로 쓰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꽃길을 기꾸기 시작했어요. 지나 

가는 주민들이 만개한 꽃을 보고 즐거워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림을 느끼곤 한답니다.”라 

고 따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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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가득한공원 

꽃길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시를 적은 나무와 오리 모양의 나무 조 

각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더 안쪽에는 백합과의 식물 ‘비비추’ 

와항아리로꾸민 공원이 정겨운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보고만 있어도 미좌 절로 지어지는 나무 작품들은 모두 윤상기 

관리소장의 솜씨이다. 미술 정규 교육을 받F아본 적이 없다는 윤 관 

리소장은 “죽은 나무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주민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은 재개발 지역 등지에서 버려진 나무를 얻어오고 있어요. 의자나 

핏말, 조각 등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있답니다.”라고 전했다. 

띠뜻한정이느껴지는동안구효성·한양아파트 이웃간소통이부족 

한오늘날, 이웃에게 띠듯한 말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이 어떨까? 



모델을연상시키는큰 키와 긴 다리, 접프를 위한안정적인 지서|, 

연현중학교 배구부 학생들의 늠름한모습이다 

초단, 01들의 잔국대회 승전보가 인g때|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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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3학년 이윤수(샌터) 13학년노성호(센터) | 3학년강주혁(레프트) | 3학년서현일(레프트) | 2학년 정호일(레프트) 12학년윤서준(샌터) | 3학년 임지우(센터) 
1학년 이용재(레프트) | 1학년 박정연(라이트) | 3학년 최현성(레프트) | 1학년 최효1환(라이트) | 1학년 g얄민(레프트) 12학년 조승현(라이트) 

배구 꿈나무, ‘전국 제패’ 

20끄년 3월 m일에 창단하여 올해로 창단 8년치를 맞이한 연 

현중학교 배구부는 창단 첫 해 전국 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6년 간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현재 연현중학교 

배구부는 최상위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러한 평판에 부합하여 올해 전국대회 남중부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018 태백산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우승에 이어 

9월에 진행된 ‘제영회 α?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남자중등 

부부문에서 4년 만에 정상을탈환하며 저력을과시한 것이다. 

이로써 연현중은 2013년 2014년 전국 대회 2연패 달성 이후 

4년 만에 우승기를 되찾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배대회 준우승 

과춘계연맹전 3위를차지하며 저력을과시하고 있다. 

활 연현중핸배구부 2018 입상성적 

3월 2018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4월 2018 태백산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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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 

1 위 

연현중학교 출신 배구선수들의 휠약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 

으로 20끄년 졸업생인 한국전력 소속 이호건 선수가 작년 V리 

그 신인상을 받으며 배구계의 슈퍼 루키로 우푹 섰으며, 현대 

스캐1워커스 김지한선수는고등학교졸업 후바로프로 지명 

을받아많은유소년 배구선수들의 귀김이 되고 있다. 
7월 제53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2위 

연현중 배구 꿈나무들도 이들처럼 좋은본보기로 자라나 경기 

장을뜨거운 열기로메울수 있기를기대해본다. 
9월 제29회 〔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 1 우| 



‘말즐받뚫1 법’ 

알려추은 펀 ii. 

똑소리 L~뜯1엄마들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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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심하게 더듬었던 영국왕조지 6Ail으| 이야기를 다룬 영화 ‘킹스스끄|치’. 

영화속그는언어치료사으| 도움으로자신감을되찾고진정한왕으로 거듭나 

국민들을 감동시켰다 이처럼 지우|고하를 막론히고 대중 잎뻐|서 밀탄~71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물쭈물하며 자신의 010~.기를 o~XI 못하는사람휠{|게 

따뜻한손을 내미는 여성들이 있다. 바로 인g뼈성스묘|치연구회 회원들이다 



‘바른말 습관’, ‘스피치 교육’ 통해 재능기부 앞장 

지난 10월 5일, 안양시청 2층 일자리센터 강의실에서는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의 정기교육이 진행되었다. 

“성공한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죠. 대중 앞에서 논리적으 

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한 인생의 주인 

공이 될 수 있어요. 말을 매끄럽게 잘하는 사람은 매력적 

이고 유능하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 윤성희 회장은 안양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지당F 양성에 이8}:A1하기 위해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스 

피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2004년 10월 창립된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는 매월 정기 

교육을 통해 역량을 길러왔으며, 그 결과 많은 회원들이 

국제평생교육개발원 및 한국 스피치메이킹의 ‘스피치 자격 

증’을 취득하며 왕성한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기교육, 정기 임원회의, 스피치 봉사 리허설 등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20끄년부터 ‘성공 

프레젠테이션’ 창간 를 발간하여 지난해까지 총 4호 발 

간에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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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변호}시키는 봉사의 힘 

현재 54명의 회원들이 만안청소년수련관과 석수문화의집 

등에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스피치 

수업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6개 고등학교 23개 동아리 500여 명이 침여히는 

‘틴볼그룹키우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윤성 

희 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비속어 축익배 사용이 일반화 

된 것 같아 안티깝습니다. 또, 토론식이 아닌 주입식 교육 

에 길들여져 발표에 자신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못히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회원들은 스피치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찾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 

고전한뒤, 수업이 진행됨에 띠라자신감이 붙은아이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서 보람을느낀다고 소개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스 

피치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안양여성스피치연구 

회 회원들은 “봉사야말로 남은 물론 나 자신까지 변모시키 

는뭇 깊은활동”이라고 입을모았다. 

문의 안양여성스피치연구회 

http : //cafe.dau 「nnet/aywomanspeech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알짜배기 건강상식 

눈어l 찾o~온사막, 
안구건조증 

‘그그B버그그6버’ 
C그 -「 C그 -「 , 

건조한 날씨에 자꾸만 길댔다 뜨게 되는 눈. 

지피지기면백전백승! 

안구건조증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내 눈의 수분 지키기’를 실천해 보자! 

헨k 처|크해보세요! 안구건조증의주요증상 

、/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듯 이물감이 있다 

、/ 이유 없이 자주 충혈된다 

、/ 시야가 뿌열고 통증이 느껴진다 

、/ 실 같은 분비물이 자꾸 생긴다 

、/ 자고 일어나먼 눈꺼풀이 들러붙어 잘 떠지지 않는다 

、/ 바람이 불면 눈물이 더 쏟아진다 

、/ 눈이 쏟아지는(빠지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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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하여 눈물막이 약해지면서 안구 표면에 자 

극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대기가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기을 · 겨울철에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극심해진 미세먼지 때문에 계절 구분 없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시용량 증가가 원 

인으로작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가장 철저한 

치료법은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에어컨 · 히터의 지나친 사용 자제, 실내 적정 옹도 · 습 

도 유지 등의 간단한생휠습관을 실천하여 눈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중요하다. 

의사가전하는주의사항 

: 장시간의독서나TV시청 컴퓨터작업 스마트폰시용등을 

자제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 

록 의식하여 눈을자주 낌빡이세요. 

난방기 바람을오래 씌는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악회될 수 있으니 환기를 지주 시키는등의 주의가 펼요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안앙성모안과 

이성원원장 

- 현)안양성모안과 원장 

- 대한안과학회회원 

- 서울성모병원 외래교수 

(#) 잠깐| 
、-、 인공눈물 사용 주의사항 

눈에 수분을 공급해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인공눈물액은 

오염에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12H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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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제가첨가된다회용 

인공눈물은점안횟수를 

하루 4회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60sec 

인공눈물점안후 1분 

정도눈을감으먼홉수에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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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둘!헛둘! 
빌목을돌러고· 
돌리고∼ 



at저씨들! 
이소리안들려요!!? 

그렇지, t뻐써는 히기된 장소 01오|에는 
추|사가금지되머 있단다 디른 방문자들이 
자연의 소리에 더욱 구| 기울일 수 있도록 

음주기무 역시 자제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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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의재발견 

요즘 카페에 가면 포장해 놓은 커피 찌꺼기 

를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 

르면 지난해 발생한 커피 찌꺼기의 양은 

12만 4,000t이나 된다. 이 때문에 자연스 

레 커피 찌꺼기의 활용빙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커피 찌 

꺼기를 연료전지, 플라스틱,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서 커피 찌꺼기의 기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욱 커졌다. 이밖에도 커피 찌꺼기의 쓰임새 

는 아주 다양해 생활 속에서도 요긴하게 사 

용할수있다. 

평 커피 찌꺼기에 수분01 남아 있으면 금방 곰팡이 

가 생기므로 넓게 펼쳐 2∼3일 동안 햇빛에 말 

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완전히 건조시 

켜사용하는것이좋다. 

들얀후쩌| 

국물을 낼 때 사용하는 육수백이나 거즈에 소분 

하어 냉장고 신발장, 옷장 등에 넣어 두면 습기 

와 함께 악추|까지 잡히는 효과를 볼수 있다. 

웰 반찬 냄새가 밴 반찬통에 뭘 커묘| 찌꺼기를 

넣고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 

져요| 



각질제거제&피부팩 

꿀과 섞어 바디 스크럽저|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커피 찌꺼기와 흑설탕, 밀가루, 물을 1:1:3:5 

비율로 섞어 촉촉한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웰 이것저것 만들기 구1찮반면, 바디 원시의 거품 

을 내고 커피 가루를 섞는 것만으로도 각질이 

나 피지 제거에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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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때제거 

프라이팬 기름때에 커피 찌꺼기를 부은 

후 문지르면 덩어리가 되어 뭉쳐지므로 

손쉽게닦아낼수있다. 

유리병세척 

세척이 힘든 입구가 좁은 유리병이나 길 

이가 갚은 병에 커피 찌꺼기와 물을 담아 

흔들어주면 손쉽게 세척할 수 있다. 

육질을더욱부드럽게 

고기 위에 커피 찌꺼기를 뿌리고 2∼3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커피 찌꺼기에 포함된 산 

성 물질이 고기를 연호씨켜 고기의 육질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식물비료 

식물 성ε뻐| 꼭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이 풍부하고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 

여있지 않아 흙과의 비율을 잘 조절하면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기 좋다. 



얼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마음의 한 줄 

L~를 묘t드는 힘, 독서 

투자의 귀자라고 불리는 사업가 워렌 버핏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작은 도서관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口tol걱문/.-.IIE의 창업자빌 게이츠 역시 매년 약 50권의 책을 읽고 

블로그에 서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OI처럼 성공한 이들 곁에는 늘 ‘독서’가 따라다닌다. 

더나은나를만드는힘독서, 

오늘 등l루의 口}무리는 독서로 뭘ff보면 어떨깨 

소의비밀스러운삶 

로저먼드영 지음 | 양절북 I 2018 

저자로저먼트 영은 생후 1옐부터 현재깨| 지연과 함께 실0까 

면서 소、 닭, 돼지 등 가축0 | 가자고 있는 지능, 개성,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 경힘을 책으로 엮어내었다 내성적인 소, 자신을 노출 

히고 싶어 하는 소 손자 · 손녀를 챙기는 흘벼| 소 시료뻐|게 앙심 

을 품고 3년 동안 삐쳐있는 소 등 모두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지 

고있으며 이 서|ε뻐| 같븐소는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는 외면했던 소의 섬세한 감 

정을 깨닫게 하며, 소를 바리보는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놀는다 

하루5분엄마의말습관 

임영주지음 | 예담프렌드 | 2이8 

Of어가 하루 동안 기장 많이 듣는 말이 ‘엄마의 말’이다 엄마의 

말 효버 f디는 0에|의 인생이 된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정작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고 그 

래서 지꾸 연습하며 습관을 들여야 효~r. 하지만 매일매일 oro1 
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답듭팅t고 막막할 수 있다 이 책은 

0에|의 지존김부터 흐탑능력까지 엄마가일상적인 말로 oro 1를 

잘 키우는 방법이 담겨 있다 oro1에게 하는 일상적인 말습관을 

바꾸고 싶은 엄마들 혹은 0버바들은 이 책을 일고 히루 5분 만이 

라도 아이에게 할 말을 의식하고 연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18.11. 22굉오후없l 평촌m트롤 
@21 I 031 .687 .0500 없|진석 20.000!!l I칭스년 10,뼈원j 밍7뻐l싱뼈기 

--

피아노배틀 

일 시 2018. 11 ‘ 20. (화) 20:00 

장 소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40,000원 

문 으| 031 -687-0500 

청중이 심사위원이 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 폴 시비스와 안드레아스 컨의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공연의 프로그램은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공연 전까지 비 

공개로 진행된다. 관객이자 심사위원인 청중들은 모든 라운드가끝날 때마다무 

대를 호꽤 마음에 드는 투표 용지를 들어 올려 심사하게 된다 

올해 공연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형식으로I 관객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퍼포먼스와 경쟁이 펼쳐진다 

수싣받집주인 

일 시 2018. 11 . 22. (목) 20:00 

장 소평촌아트홀 

관람료 전석 20,000원 

문 으| 031 -687-0500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순간, 어두운 손이 당신에게 손을 내민다면 • 과연 당신 

의 선택은? 에릭은 전기회사에서 정리해고를 S「하고 아내인 린다에게 그 사실 

조차 말 못하는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잘못 전달받은 우 

편물로 사건이 시작된다 사소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에릭을 복즙딴} 

상황으로밀어넣는데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문화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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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뮤지월/연극 

돼지삼남매의겨울나기 
10'.10, n:20 
안앙아트센터수리홀 

개인석 10,000원 

단체석 6,000원 

ft 02-6203-6593 

A 

따
 

5 A 

13 
무용/국악 

춤너울예술단 
쩌19회정기공연 
rn:oo 
안앙아트센터수리흘 

무료 

ft 010-5271-5399 

12 

많뿔 

11 

20 
옴악/률래식 

피아노배틀 
[Piano battle] 
woo 
평존아트흘 

전석 40,00〔)원 

ft 031-687-0500 

·
영
.
N
N생
힌
 
N
·
쐐
영i
임
〕
 

19 18 

27 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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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생태교육 

나이옮수업4 

鷹蠻협 
i g:oo 체험한마당 

평존아트홀아트림 “이야기가있는생태놀이터” 
무료 io:oo 
B 031-687-0517 안앙천생태이야기관 

무료 

앙 031-8045-5203 

7 8 9 10 
다원예슐 마슐공연 밟표회 

작지만확실한행복 JM의보고느끼는 즐거운기타합주단 

11.8 i 9:30 신나는마술쇼 정기연주회 
j 」

만양아트센터수리홀 lTOO 9:00 
전석 15,000원 안양아트센터수리홀 안앙아트센터수리홀 

ft 031-687-0523 일반석 20,000원 앙 031-466-8329 

단체석 5,000원 

ft 02-3487-2642 

14 15 
--후 .. !;/" 

16 17 &. • ii• Ir ~""'' 셰_j ll ' 행사 경연대회 
안양詩낭송대회 개최 

‘ - ” .:-..::=::”‘-. ”-.-,-----
쩌13회 안양詩낭송대회 제15회 안양시 민속경연대회 

.~‘] : ’ g,”-.·-·---·아”~‘~‘----------------*-껴- . 
18:30 io:oo 
동안평생교육센터 안앙문화원 4증강당 

무료 앙 031-449-4499 
ft 031-8045-6015∼17 

21 22 j '° ""'서 
-----읍후-샌-~기 | 

24 
시민학당 

2018 안양시민학당 

재테코 
10:’00 

동안평생교육센터 

3증강당 

031-8045-6012 

28 29 30 
연주회 

안양과천교원합창단 

제17회정기연주회 
ig:oo 

평촌아트홀 

미정 



• ‘절셰탑’ 지방셰 자동이체하면 일정세액 공제 신청대상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 

※ 정기분 지방세 ‘ 재산세(7월, 9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공제내용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각 500원 세액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로 모두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000원 

세액공제 

신청방법 

- 자동이체 · 우|택스(www.wetax.go. |〈「) 신청 또는 구청 세무과 방문, 

금융기관신청 

- 전자고지 위택스(www.wetax.go. k「)만 신청 가능 

문 의 안양시 만안구 세무행정팀 흘 031-8045-3281 

안양시 동안구 세무행정팀 ft 031-8045-4398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조사기간 : 2018. 9. 13. (목) ∼ 11. 12. (월) 

조사대상 : 2013. 9월 ∼ 2018. 8월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조사방법 ; 기업체 현장방문 및 서면 조사 

조사내용 

- 관외전출, 폐업 등 지원중단사유 발생업체 

-관내이전, 대표자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확인 

문 의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 옆 031-8045-2284 

제15회 인양시 민속경연대회 개최 

일 시 2018. 11. 17. (토) 10:00 

장 소 안양문호}원 4층 강당 

참가분야 

- 사물놀이(풍물굿 . 앉은반, 선반, 판굿 등) 

- 성악 ; 시조, 민요, 판소리, 가사등 

- 기악 ,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해금 등 

※ 가야금 병창, 판소리 고법 등 

-무 용 효택무용 

접 수 2018. 10. 29. (월) ∼ 11. 2. (금) 18:00까지 

문 의 안양문호}원 ft 031-449-4499 

주관/주최 ; 안앙문호}원 

후 원 ‘ 안양시, 안양시의회 

。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안내 

창작교실 

일 시 ‘ 2018. 11월 10, 24. (토) 14:00 ∼ 15:00 

대 상 5서l ∼ 초등 4학년(15명/참가비 1인 3,000원) 

주 제 단풍을표현한무드등 만들기 

우리가족생태교실 

일 시 : 2018.11월 10, 24. (토) 10:0(] ∼ 11:30 

대 상 5세 이상 자녀를 포함한 가족(보호자 신청 팔수) 

장 소 ; 안앙천생태이야기관, 호땀습지(참가비 1인 3,000원) 

주 제 ‘ 겨울을준비하는 안양천의 생물이야기 

일요생태교실 

일 시 . 2018.11월 4, 11, 18, 25. (일) 10:00 ∼ 11:30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15명/참가비 1인 3,00(〕원) 

장 소 안앙천생태이야기관, 화창습지 

주 제 . 안양천의 물속 곤충이야기(하천활동 병행) 

신청방법 

문 의 

홈페이지(http깨「ive「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안앙시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ft 031-8045-5210 

환경보전 공모전 그림부문 수상작품 순회전시 

전시기간 2018. 10. 8. (월) ∼ 11. 30. (금) 

장 소 안양중앙초등학교 등 8개교 

전시내용 ‘ 그림부문 수상작품 28점 

전시방법 

- 수상자 학교별 1주씩 순회전시 

-전시작품액자제작전시 

전시일정 

연번 하.., 」긴‘l 면 ζJ 전시기간 

안양중앙초등학교 10. 8. (월)∼ 10. 12. (금) 

2 귀인초등학교 10. 15(월) ∼ 10. 19. (금) 

3 범계초등학교 10. 22. (월) ∼ 10. 26. (금) 

4 호계초등학교 10. 29. (월) ∼ 11. 2. (금) 

5 해오름초등학교 10. 29. (월)∼ 11. 2. (금) 

6 나눔초등학교 11. 5. (월)∼ 11. 9. (금) 

7 -닙「리C그4궁-드C)등 「f-.!τ2 11.19. (월) ∼ 11. 23. (금) 

8 안앙덕현초등학교 11. 26. (월) ∼ 11. 30. (금) 

으| , 안양시 동안구 환경위생과 옆 031-804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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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詩를 통해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적 소통과 정서의 공감을 형성하여 

행복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해 

저1 3회 안앙詩낭송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건··뺨인쟁등 

20~ 
스 마 트 행 복도시 안양 

..,,.ξ펠밑를j뿔펀l 

식전공연 

기부유공자표장 

축하공연 

..... 법;힘센웰드l 

복지기관홍보부스 

나눔기업홍보부스 

공(감), 감(성)의 안양詩민 제3호| 

얀양룹훌냥송대호l 개초l 
• 일 시 :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18:30 ∼ 21 :30 

• 대회장소 : 동안평생교육샌터 3충 강당 

• 초청대상 : 안양시민 누구나 (선착순 입장) 

·대회부문 : 초등,중 · 고등,성인부문 

• 본선진훌 : 층40팀 내외 

• 시상내역 ; 부문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톡멸공연 ; 풍선 퍼포먼스 벌룬쇼, 멀티동호}극장 

문의 ;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 ft 03 1 -8045-6015∼1끼 6011∼1 2 

... 둡훨i촬l 
룰렛기부 

플리마켓 

기부전시관 

l뭘!J힘|뭘l 

에어바운스 

VR 처|험 

드론체험 

11. 03. 렬 
평촌중앙공원 

10:00 am 

〈특별출연〉폴포츠 

주회 용암앙시 후 관 용암앙사 용인양시지옐}회보징협으뼈l 릎홉흔·n1꿇 f!'양시L빠훌륭를￥ ·--폐E땅써소 후원 및 행사문의 -a-160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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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날짜 Tea 스토리 Tea 테이스팅 Tea 푸드 

------------ -- - --- ---------------{ ·-----·---

10. 26. (금) 홍차의탄생 
서|계 3대홍차 

〈콘 
(우배7 )문홍채다즐링) 

홍치를맛있게 
중국홍차품평 

-人-코」-2 11. 9. (금) (기문홍차/소종홍차/ 
우리는법 

운남홍차) 
만들기 

홍차도구/ 
스리랑카홍치품평 

3 11. 23. (금) 
서양의도자기 

(누와라엘리야/딩불라/ 타르트 
캔디) 

4 12. 7. (금) 홍차와건강 
인도의홍차품평 치O버f타 

(0밤/닐기리/시킴) 샌드위치 

여유로운 홍차타임(10 : 00 ∼ 12:00) 일 시 : 2018. 10월 ∼ 1 2월 

대 상 ; 안양시민(각과정별 10명) 

수강료 각과정별재료비 5만원 

접수 및 문의처 안양시 예절교육관 

ft 031-384-6983, 031-8045-2781 

FAX 031-384-6984 

안양시 예절교육관 특강수강생 모집 

즐거움을 나누는 먹을거리(13:30 ∼ 15:30) 
{--

차시 날짜 주제 교육내용 

10. 24. (수) 몸과마음의정화 연밥/연잎차 

2 11. 21. (수) 함께하는즐거움 강정만들기/차마시7 ) 
--

3 12.19. (수) 작은설맞이 동지맡죽/나박김치 

교육내용 | 행다실습 

챈| 입문 | 생활차 
차의 정신짜으| 종류 | 생활차 

E낸많기 | 생활차 
차음식만들기 ! 생활차 
홍차문화 홍차 

------
일본차문화 말차 

중국차문화 __ L_뽕딴
칫자리연출 

12.4. (호” 

12.18. (호” 

2 

4 

8 

3 

5 

6 

7 

섣뚫협찮,•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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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살리는마옴대화법 
-마음아넌누구니 

2018. 11. 17. 웰 / 오후 2J.1 ∼ 4시 

장소 |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강당 

문으| | 평생교육과 031 -8045판이2 

컨디션이위태롭다 

2018. ·12. 1. 정 / 오후 2J.I ∼ 4시 

야* 암。 

주요과정 

생활다례(1 4: 00 ∼ 16:0(])

차시 | 날짜 
1 I 10. 23. (호” 

10.30. (호” 

11. 6. (호0 

11. 13. (호” 

11. 20. (호R 

11. 2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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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방식 종료때|의 장점 

- 교통카드 인식으로 배출구가자동개폐되어 

배출시 위생적이며 깨끗함 

- 버린 양만큼 수수료 납부로감량에 효과적(수분제거 시 효과높음) 

- 음식물쓰레기 발생 즉시 배출이 가능하여 집안 내 악취 미발생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입주자대표회 결정문 사본, 주민동의서 

※ 안내문 및 서식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r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가능함 

문 의 안양시 청소행정과 재활용팀 엎 031-8045-5755 

*- -’ 」r‘;

。 공동주택 RFID방식 종량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우리시는음식물쓰레기의 배출편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으| RFID 종량기 설치를 위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공동주택에서는신청바랍니다 

RFID방식 종료때|란? 

각 가정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만큼수수료가부과 및 

징수되는종료때| 방식임 

기 간 : 2018. 7. ∼ 예산소진시까지 

대 상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수료 음식물쓰레기 kg당 45원 

경기도열린민원실 • 

민원 조정관도입으로원스톱 민원 서비스를제공 

민원 안내, 접수, 보완, 처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담공무원이 

1:1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속히 도민의 고충을 해결합니다 

근무시간변경 

월, 수, 금은 18시, 여권 민원은 화 목 21시까지 연장운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 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양시 식품안전과도시농업팀 추천) 

네프롤레피스 오블리테라타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 고사리류 중 비교적 건조에 강한 편이며 잎이 떨어지는 

일도적다 

• 공기 오염원인 포름알데히드와 알코올 제거능력이 좋다 

• 증산율이 매우 높아서 ‘천연 가습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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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기정화식물추천 1 
에피프레넘(골든 포토스, 스킨답서스) 
생활공간 배치 추천 | 주방 

•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다소 관리가 소홀해도 

잘 자라며 병해충 저항력도 매우 강하다 

• 수경재배가 가능하며 꺾꽂이(삽목)하면 쉽게 

번식시킬수있다. 

• 포름알데히드와 일산화탄소 제거능력이 우수하다. 

&물관리여름 1일 1회 
겨울 ‘ 3∼5일어| 1 호| 

&온도관리 적정온도 18∼24℃ 
(겨울절 10℃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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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혼자라도 안심되는 

고 령 자 
응급상황 
지뭔서비스 

안심단말기 

음성인식단밑기 

고령자응급상황지원서비스란? 

고령자응급상황 지원 서비스 

댈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한 안전 서비스로 
어르신 가정 내 음성인식 센서(무상치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상황 시 음성인식 센서가 어르신의 목소리 

(“도와줘∼”, “살려줘∼”l톨 인지하여, 365일 

24시간 안양시 U-통합상황실 직원과 통호}하실 

수있습니다 

응급 · 긴급상황 발생 시 안양시 U-통합상황실 
에서 119·112에 연락하여 어르신 가정에 

신속한훌동을 지원하는 안전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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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서도 안전해요! 

여성거주지 
얀심서비스 

、.

안십단말기 

침입갑지센서 

-, : -

스마트스태이션 

여성 거주지 안심 서비스란? 

여성거주지안심서비스 

여성만 거주하는 가정의 보안이 취약한 장소(창문, 베란다 등)에 
@침입(동잭감치 산써와 @ 스마트스테이션(정보수집·전송기}율 
설치하고 • 스마트픈율 연계하시면 ., 외부 침입자 밟생 시 
스마트폰으로 SMS를 받을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 출동 
으로빠른초동대처가가능합니다‘ 

~흩즙휠함훤힐핀흩훨웰톨훌 ..... 

@ 밍 

@ 

침입(동작)감지 센서와 
스마트스테이선설치 

• 
스마트폰연계 

() 

외부 침입자발생시 
스마트폰으로 SMS 전송 

안양시 u-통합상황실에서 방범용CCTV로 외부 침입자 도주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112·119)에 
침입정보를 전파하여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안전서비스입니다 

가입자가정내실치조건 

용 암양Al 



(발급기설치현황) 

기관 우|치 설치 
운영시간 발듭종수 I 비고 

설치현황 

겨| 30대 

시 청 본관현관 8 : 00 ∼ 22:00 86종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가능 

만안구청 1층현관 8 : 0(〕 ∼ 22 : 00 // ” 

동안구청 1층현관 8 :00 ∼ 22 : 00 " " 

안~~동 2층민원실 9 : 00 ∼ 18 : 00 l ’ // 

석수2동 1층현관 9 : 00 ∼ 20 :30 !’ // 

박달2동 민원실 9 :00 ∼ 18 : 00 " // 

---• 
비산3동 민원실 9:00 ∼ 18 :00 " // 

부림동 민원실 9:00 ∼ 1 8 : 00 ’1 ” 

호겨11동 민원실 9: 00 ∼ 1 8 : 00 " " 

호겨12동 민원실 9:0(〕 ∼ 18:00 ” !’ 

호겨13동 민원실 9 : 0(〕 ∼ 18 : 0(〕 " ” 

관양1동 민원실 9 : 00 ∼ 18 : 00 ,, 
l ’ 

범계동 민원실 9 : 00 ∼ 18 : 00 " " 

안앙세무서 민원실 9:0(〕 ∼ 18:00 // ” 

안양법원 1층로비 9: 0(〕 ∼ 18:00 85종 가족관계등록부 가능, 등기부등본불가 

안양광역등기소 1층 9 : 0(〕 ∼ 18 : 00 // ” 

동안양세무서 민원실 9 : 00 ∼ 18 : 00 l ’ // 

안양역 2번출구전자도서관옆 6: 00 ∼ 24 : 00 75종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불가 

평촌역 지하1층엘리베이터옆 6 : 0(〕 ∼ 24 : 00 ” // 

범계역 매표소앞 6:0(] ∼ 24:00 ” // 

석수역 매표소옆 6 : 0(〕 ∼ 24 : 00 ” // 

인덕원역 매표소옆 6:00 ∼ 24: 00 ’1 
// 

명학역 매표소옆 6:00 ∼ 24: 00 ,, 
" 

과'-아--,여--, 매표소옆 6: 0(〕 ∼ 24:0(〕 l ’ !’ 

안양동부새마을금고 동편지점 ATM기앞 6 : 00 ∼ 23 : 00 // ” 

호계동홈플러스 휴게실 10 : 0(〕 ∼ 22:00 ” !’ 

비산 E마트 1층고객센터 10:00 ∼ 22:00 ,, !’ 

2001아울렛 중앙시장방효출구 
10:0(] ∼ 21:0(〕(일∼목) 
10:00 ∼ 22 : 00(금∼토) // // 

한림대성심병원 1층본관로비 
24시간 

(3 :00 ∼ 3 : 30저|외) !’ " 

안양샘병원 1층본관로비 사ζ그도0 !’ // 



。 -----,-------------- (발급서류) 

。{ 디 t:t,.. -- 민원증명 -기닭l--펼콸순수록-관외 | 본인확인 비고 

겨1 

주민등록 

86 

1 I 1.000원 j 1,000원 I 불필요 
2 I 기본 500원 (추가장당 100원) | 불필요 
4 I 신청건수당 500원 | 불팔요 
니 500원 I soo원 | 팔요 
니 500원 I soo원 | 필요 
1 I 300원 I 300원 | 밀요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듬본 

건축물대장(4종)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j:~등록원부(갑 ) 

자동j:~등록원부(을) 

국민기초수급자증명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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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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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건
 

뉴-

보건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군복무팔자 면제자 저11국민역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2 200원 

800원 

200원 | 필요 

800원 | 불필요 

300원 | 팔요 

무료 | 필요 
발급불가 | 필요 
무료 | 필요 

건축물대장(4종)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구청단위로가능 

18 I 800원 | 발급불가 | 필요 

1 」기d짧--n.ooo.닫l필될표! Al청 구청 동 안양세무서만 7념 
1 I soo원 I soo원 | 필요 

l::l.£,A.~ 
-「OL」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집합건물) 

제적등본 
제적 

제적초본 
-----l--- - ------

가족관계증명서, 폐쇄포함 
가족관계 | 기본증명서, 폐쇄포함 

등록부 | 혼인관계증명서, 펴|쇄포함 
입양관계증명서, 폐쇄포힘 

졸업증명서(초, 중, 고)(국문, 영문)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초, 중, 고교)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Al과목합격증명서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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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원 | 필요 

500원 | 팔요 
500원 | 필요 
500원 | 팔요 
500원 | 필요 
무료 | 필요 
무료 | 팔요 
무료 | 팔요 
무료 | 필요 
무료 | 필요 
무료 | 팔요 
무료 I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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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행정기관만기능 

졸업증명서 
(1982년 2월 졸업자 

부터가능) 

성적증명서 
(경기도2006년 이후 
졸업자부터가능) 

무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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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명절 복지시설 위문 

안양시의회는 9월 19일 김선화 의장을 비롯해 

서정열 부의장, 이호건 의회운영위원장,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 임영란 보사환경위원장,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 그리고 해당 지역의원들과함께 

추석을맞0 1히여관내복지시설4곳을방문히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마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병일)는 9월 12일 

부터 6일간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 

년도 저12회 추가경정 예산요F 및 ‘2018년도 저1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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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건)는 저1242회 안양 

시의회 저11차 정례회 폐회 중인 10월 5일 저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24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으| 건을상정하여 원안기결 하였다 

/‘ ζ~ 

의정자문위원회 자문회의 

총무경제위원회활동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정맹숙)는 10월 11일 총무 

경제분과 소속 5명의 의정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 총무경제분과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도시건설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10월 10일부터 

2박 3일간하반기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제천시 

관광지를 벤치마킹하고 제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도시간상호 발전방안어|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활동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는 본회의장에서 

9월 15일과 9월 29일 양일에 거쳐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호|효뼈역량 

및리더십을키우는어린이의회캠프를개최히였다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 채용정보 

| 업처l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 
코오롱인더스트리엠 고객상담원 고졸∼대휠4년), 경력무관 안앙시 동안구관악대로 031 -8045-5704 ·직무내용 수선품 입출고관리,수선 
FnC부문 (4명)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360 업체 관리 및수선품진행관리,수선용 

우대, 통계분석, 리서치 원부자재수급관리 

능숙자우대 시급 10,000원 /주5일 09:00∼18 :00 

YD글로벌관세사무소 관서|사무원 대휠2∼3년}-대휠4년) 인앙시 동안구시민대로 031-8045-2844 ·직무내용· 서|관수출입 신고 대행, 

(1 명) 경력무관 327 관세흰급신고대행 

관련전공우대 FTA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관리사우대 컨설팅 월 200만원 /주5일 09:00∼18:00 

식사제공{1식) 

비산누릉지백숙 주방보조원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앙시 동안구 펑촌대로 031 -8045-4963 용직무내용 주방보조 월 240만원 / 
(1 명) 474 주6일(펑일휴무) 09:30∼21:30 

주식회사문식품 식품분야단순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양시동안구전파로 031 -8045-2173 -직무내용 식품개별포장, 박스포장, 
종시원(1 명) 96 수저|초콜릿생산 

시 7,530원 /주5일 09:00∼18:00 

주식회사에드푸드 주방보조원 학력무관,경력무관 인양시동안구벌말로 031-8045-2508 용직무내용 식품제조조리보조 
(5명) 126 (육전등)수습3개월 

연 1900만원 /주5일 09:00∼18 :00 
식사제굉1식) 

교통안전클럽 주차관리 중졸∼대졸{4년), 경력무관 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031 -8045-4070 ·ξ무내용; 안양자동차검사소수검 
안내원(1 명) 392 방문고객주차안내 

人| 7퍼0원/주3일 09:따16:00 
식사제공{1식) 

라인시스텀가구 배송납품운전원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양시 동안구관악대로 031-8045-2명4 융직무내용;사무용가구배송,조립,납품 

(1 명) 442 근무시간조정가능월 200만원/주6일 
09:00∼19:0이토09:00∼13:00) 
식사제공 1식 

화인박스 저|조단순종사원 학력무관, 경력무관 안앙시 동안구엘에스로 031용여5-5704 ·직무내용 전기용박스조립 
(1 명) 76 월 160만원 / 주5일 09:00∼18:00 

식사제공 (1식) 

효택강화프2.~스틱 경리사무원 학력무관,경력무관 군포시공단로 16 031 -8045-21 06 용직무내용 일반 경리 업무 
(1 명) 월 170만원 / 주5일 09 :00∼18:00 

(토격주오전근뭐식사제공{1 식) 

주식회사 화물차특수차 흐6력무관, 경력무관 화성시동탄산E연길 031 -8045-5704 용직무내용 5톤호}물차량운전, 지거|차 
미래티엠에스 운전원(4명) 19-22 운전, 저|품입고ξ엠 월 223만원 이상/ 

주5일 09:00∼18:00 식사제공{1식) 

문의 안양일자리센터 옆 031-8045-2106 



2018년 11월 석수도서관홍보자료 

석수도서관 

o"I 영 
=ri1 uo 일시찜·소)- 패갚r - 신청화필 「

』 - --

전직교새|자 
상담전문가로 10. 23. (호” 

〈저자특죠. 
활동하고있는 11.17. (토) 

10:00∼ 

작가가수만명의 일반 선착순홈페이지 
우리아이 

아이와부모사이 
14: 0(〕 ∼ 16 :00

30명 저닙-λ「 
~」|-큰=고C그-닐' 

에서진로를지도 
(1층문화교실) 

ft 031-8045-
한상담A~례를 6134∼5 

공개함 

책을읽고쓰는 10. 17. (수) 10:00∼ 
@A L」I~극르 

서평쓰기과정 11. 9. ∼ 12. 7. 
선착순홈페이지 

위한서평 
직접책을읽고 매주(금) 일반 

저닙::!--「 
서평을쓰고, 10:00 ∼ 12 : 00 25명 

쓰기교실 
참여자간의견을 (1층문화교실) 

융 031-8045-

함께니눔 
6142 

11월 
황산벌청년문학상 11. 28. (수) 11. 6. (호” 10:00∼ 
수상r위안의서」으| 16 : 00 ∼ 18 :00 안양 선착순홈페이지, 

〈지역작가 
저자믹명소설가 (2층종합 시민 전화방문접수 

오}으|만남〉 
오띤| 만남 자료실) ft 031-8045-6142 

스토리델링 어린이들에게 매주(목) 
유아 

선착순입장 

교실 우수동화책을 15 : 30 ∼ 16 :10 
5∼7서| 

ft 031-8045-

읽어주고독서에 (1층문화교실) 6134∼5 

대한흥미유발및 매주(금) 
전화및방문접수 

책읽어주는 올바른독서습관을 11 :00 ∼ 11:40 유아 
할머니 형성하는데도움을 (1층어린이실 2∼7서| 

ft 031-8045-

주고자함 유아방) 
6134∼5 

대형스크린을통해 
매주(금) 

체험동화 
3치원으| 가상공간 

16 :00 ∼ 16:30 5∼9서| 
도서관홈페이지 

에서펼쳐지는 (도서관서비스 
마을 

동화나라속주인 
(4층멀티 어린이 

-〉문화행사신청) 
공이되는체험 

미디어체험실) 

어린이극장 
우수어린이 매주(목)16 : 00 안양 

선착순입장 
영화S명 (4층시청각실) 시민 

수요영화 
11. 28. (수) 

안양 
히든피겨스 14:00 선착순입장 

S명 
(4층시청각실) 

시민 

만안도서관 

주요내용 。111/'r~A 、 「H상 신청방법 
- -- --"'-----’ 

방과후 우수영화 
매주(일)14: 00 

안양 
(지하1층 선착순입장 

그-,자0 사ζ3여0 
문화교실) 

시민 

중학생을 중학생을위한향 11월중(3회) 중등 도서관홈페이지 

위한미래 후각광받는미래 (지하1층 1∼3 (도서관서비스 
직업체험 직업소개및체험 문화교실) 학년 -〉문화행사신청) 

어린이들에게영어 
11. 3. (토) 

영어동화 
동호}를읽어주며 

10:30 ∼ 11 : 00 5∼9서| 
선착순입장 

나라 
다~한놀이활동 

(1층어린이실 어린이 
유O밤) 

삼덕도서관 

O"ld 주요내용 r 。111짜시 -I' 대상 | 신청방법 

이야기책 
매주(금) 

11:00 ∼ 11:30 
할머니 

동호i구연봉사단이 어린이I랩 | 댄전호업수 
진행하는 4∼7세 ft 031-8045-

그림책 재미있는율동과 매주 (토) 유아 및 6353 

세상 손유희가가미된 11 :00 ∼ 11:30 어린이 

동호}구연진행 어린이자료실 

엄마으| 2,4주(수) | 개인선착순입장 
동호}책 11 : 00 ∼ 11:30 

키즈 우수어린이 매주(수) 안양 
선착순입장 

시너|口f 여C그j등;-~~ C그# 16 : 00 시청각실 시민 

매월 마지막주 。L」~
계단극장 스윌걸즈 (쉬 19 : 00 I 시민 | 선착순입장 

종합자료실 

청소년 
11. 8. (목) 

학교밖 ∼삐 
사진 

꿈드림전시 09:00 ∼ 18:00 시민 I 자유관람 
작품전시회 

청소년문화교실 

박달도서관 ------- ---’ 
능,、10 ~。l 따표 일시@소) 대상 신청방법 

진짜어른이되기 
위해다시읽는 

김은미 
그림책 25권의 도서관홈페이지 

작가오연| 
이야71 「마음이 11. 8. (목) 안양 

(도서관서비스 
만남 

머무는페이지를 10 :30 ∼ 12:00 시민 
-〉문화행사신청) 

만났습니다」의 
김은미작가와의 

口L」}」d

사서가직접 
2층종합자료실 

주제에맞게큐레 
(평일 9:00 ∼ 

터|이크 이션한도서들을 
22:00 

안양 자료실방문 
아웃북 테이크아웃북 

주말 9 : 00 ∼ 
시민 (대출증지참) 17:00) 

종이가농뻐|담아 
※휴관일(금) 

제공 
저|외 

동호}구연봉사단01 
개인선착순입장 

진행하는재미있는 매주(수) 4∼7서| 
책읽어 

율동과손유희가 11 :00 ∼ 11 :40 유아및 
단체전호}접수 

주는엄마 
가미된동호}구연 (4층시청각실) 어린이 

ft 031-8045-

진행 
6184 

꼬맹이 우수영화 
매주(토) 

안양 
二-~{그} Aζ:]-Qζ그1 

14:00 
시민 

선착순입장 
(4층시청각실) 

※ 자서|한사항은홈페이지Oib.anyanggo.k「)공지사항을참조하시길바랍니다 



-------

2018년 11월 평촌도서관 홍보자료 

cy-1 c 
;;。 I U요 

〈자녀를 
r초등인문독서의 

위한진로 
독서코칭〉 

트-「등Zζ그} 

우수영화 
상영 

관양도서관 

---’IC그 - - - -

그림책과 
놀자 

우수영화 
m그j 

과」 서 도 사」 베 키 
o·-10 

우수영화 
상영 

모래가 
들려주는 
OIOPI 

기적」으|저자 
임성미선생님이 
들려주는자녀 
독서지도 

가족영화상영 

주요내용 

유아등을 
상대로한 
동호}구연 

우수어린이영화 
상영 

주요내용 

우수어린이 
영화상영 

샌드아트 
체험공연 

| -밀|힘최 

11. 28. (수) 
10:00 ∼ 12 :00 

(문화교실) 

매주(일) 
14:00 

(2층문화교실) 

일시(장소) 

매주(목) 
16 : 00 ∼ 16:40 

(어린이자료실) 

매주(수) 
15:00 

(3층문화교실2) 

의시t작소) 

매주(수) 
16:00 

(4층시청각실) 

12. 1. (토) 
14:00 ∼ 15:30 
(4층시청각실) 

대삼 Alx-lt:I~닙{ 

11. 7. (수) 10:00∼ 

학부모 
선착순마감 

35명 
홈페이지사전접수 

ft 031-8045-
6218 

안양 
서~~.¢‘’ 。t:::I |자 0 

시민 
를 031 -8045-

6206 

「
대상 신청방법 

유아 당일선착순입장 
6구세 ft 031-8045-
20명 6334 

안양 
선착순입장 

시민 
ft 031 -8045-

6334 

대상 ~I청반번 

안양 
선착순입장 

시민 
ft 031-8045-

6232 

11. 14. (수) 
二」;.::-§ 10:00 ∼ 

2∼4 홈페이지사전접수 
30명 ft 031-8045-

6232 

54 I 55 
。

• 어린이도서관 - - ---
o·-1 ‘a 

OL!l요 。I 1 ltx•~‘、 「UM 시침바버 

책 
유아등을 매주(금) 4세 선착순입장 

읽어주기 
대상으로 10:40 이상 ft 031-8045-
동호}구연 (1층동호}나라) 20명 6285 

11.11. (일) 
2, 4주(일) 

30 입체 
모아나 (107분) 

15:30 안앙 선착순입장 

영호냉영 (3층어린이 
시민 ft 031-8045-

11. 25. (일) 그--,자C〕) 
80명 6285 

빅히어로 (102분) 

10. 24. (수) 
11. 14. ∼ 11. 28. 11:00∼ 

-닙「-口」트-등,7 。} 우리아이그림책 (수), 3회 학부모 선착순마감 
으로소통하기 10:30 ∼ 12 : 30 30명 홈페이지사전접수 

(3층 배움터2) ※자세한사항 
홈페이지참고 

동화읽는어른 11. 3. (토) 
안양 선착순입장 

가을문화 모임의빛그립, 14: 00 ∼ 17:00 
시민 ft 031-8045-

행사 손인형극,전래 (3층어린이 
80명 6285 

놀이,그림자극 극장) 

벌말도서관 

。λ, 。 주QLf1욕 워시낀f춘) 대산 -:'-I천반번 

인권영화 
인권영호} 11. 3. (토) 일반 선착순입장 

시0여ζ그 
‘하늘의황금마차 14:00 ∼ 15 : 30 시민 ft 031-8045-

人J。ζ3 (문화교실) 20명 6303 

유아등을 
11.1. ∼ 11. 22. 

5∼7서| 선착순입장 
동호}구연 매주(목) 
동호}꿈터 

대상으로 
15:00 ∼ 15:40 

유아 ft 031-8045-
동호}구연 

(어린이자료실) 
15명 6303 

10. 29. (월) 

초등 1∼2학년 
11.4. ∼ 11. 25. ; 」4;」;~ 10:00∼ 

영어동화 
대상으로하는 

매주(일) 1∼2 선착순마감 
구연 

영어동화구연 
11:00 ∼ 12 :00 학년 홈페이지사전접수 
(어린이자료실) 20명 ft 031-8045-

6303 

유아·초등학생 
11. 7. ∼ 11. 28. 

일반 선착순입장 
우수영화 

대상애니메이션 
매주(수) 

시민 ft 031-8045-
~그}。d 

사0여ζ〉 
15:30∼ 

20명 6303 
(문화교실) 



。 만안구보건소 

행사명 주요내용 일사(장소) 대상 신청방법 
•• 

--•--------- --
여|비부모 자연과소통하는 11. 3. (토) ∼ 11.4. (일) (1박2일) 아이를기다리는부부 모자보건팀 
힐링워크숍 힐링워크숍 (안양블루몬터|) (선착순 30쌍, 60명) ft 031-8045-3526 

출산준비교실 
순t쩌|조자연분만, 11월 목요일(5회) 14:00 ∼ 16:00 20주 ∼ 30주 모자보건실 
모T。rλTl。T → 「」욕。 (만안구보건소 회의실(5층)) 관내거주임신부 ft 031-8045-3040 

어르신 
만65세이상어르신 

전국위탁 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만65세이상어르신 
X』j죠 JA E므| 

인플루엔자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1953. 12. 31. 이전출생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 
(http://nip.cdcgo k「)에서 의료기관 확인 2018. 11. 15. η~A:j 

ft 031-8045-31기 3039 

어린이 
어린이인플루엔자 

전국위탁 병 • 의원에서 무료접종 어린이 
접종실 

인플루멘자 
예방접종지원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2006.1.1. ∼ 2018. 8. 31 
ft 031-8045-3171 3039 

예방접종 (h깐p깨nip.cdcgo.k「)에서 의료기관 확인 출생아) 2019. 4. 30. (목) 까지 

생명사랑지킴이 효택형표준지살예방교육 11. 29. (수) 14:00 ∼ 17:‘m 
관심있는시민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 
。。l:A。f→「」I。Ij ”보고, 듣고 밀F하기” (만안구보건소 회의실(5층)) ft 031-469-2989 

치매7f족 11. 20. (호” 14:00 ∼ 15:00 치매환자‘헤아림’ 
지역보건팀 

자조모임 
미술치료 

(만안구보건소 회의실(4층)) 가족교실수료자 
만안치매안심센터 
ft 031-8045-3188 

한센피부병 
피부질환자무료검진 

11.14. (수) 13:30 ∼ 15:00 
안양시민누구나 

감염병관리팀 

무료검진 (만안구보건소 회의실(4층)) ft 031-8045-3195 

g.rr.~ 질환관리,식이요법 11. 6∼ 11. 27. (매주호”총4호|, 당뇨환자및 건강상담실 
관리교실 운동요법,발관리교육 14:0(] ∼ 15:00 (만안구보건소 회의실(5층)) 관심있는시민 30명 ft 031-8045-3465 

만성질환 만성질환자의 11. 7. (수) 14:00 ∼ 15:00 
안양시민 30명 

건강상담실 
자조모임 구강질환관리 (만안구보건소 회의실(5층)) ft 031-8045-3037 

금요일에 즐거운 걷기동아리 스트레칭, 11. 2. ∼ 11. 30. (매주금) 
안앙시민누구나 

건강상담실 
함께걸어요! 산보등 2개지역에서운영 10:00 ∼ 12:00 (박석교, 보건소앞) ft 031-8045-3043 

재활운동교실 근육경직완화운동 11.1. ∼ 11. 30. (상새 
보행가능한ε빼인 

으L!...여0 신체밸런스운동 1500 ∼ 17:00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 

방문재활 수동관절운동 ft 031-8045-3047 

서비스 보호자재활교육 
자택으로방문하여진행 거동이불편한E빼인 

덜달게덜짜게 당소금지방의올바른섭취 12. 5. ∼ 12. 12 . (매주수) 
안양시민 30명 

만안구보건소건강상담실 

덜기름지게 (이론및시연) 총 2회, 14:00 ∼ 15:00 (보건소 5층 회의실) ft 031-8045-3465 

동안구보건소 
-- --- ---- - 래상------ I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신청방법 

-검진 효택한센복지협회 
피부병무료 무좀, 습진 등 각종 피부질환 2018. 11. 14. (수) 10:00 ∼ 11 :30 

안양시민 
경기인천지부 

검진안내 진료한센병환자발견 보건소 3층회의실 -문의 길염병관리팀 
ft 031-8045-4489 

-디「르:at::과;저 2 관절 가동 범위(ROM) 증가 271 10. 10. ∼ 12. 26. -E「그조 "';:큰「 /“-긍ι“g 규 i늑」 

재활운동 및정상보행운동 (수요일 15:00 ∼ 16:00) 재활보건실(3층) 3주경과자 재활보건실 

뉴스포츠 다-~한놀이형태의 2기 10. 5. ∼ 12. 21 ft 031-8045-4832 

〈ι그- 다C그= 신체활동늘리기 (금요일 14:00 ∼ 15:00) 재활보건실(3층) 
허약노인 



a 

。휴베 CJAI H메*이 A버 l 
,,-u메롤 를 U메롤-I .,- c • 

안양시에서는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샌에 예뺨기 위빼 끊 
「청기도자동치공회전체한에 관한조혜」에 따라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률풀]톨졸김뭔뜯률 

·공회전이많은터미널·차고지·주차쟁노상,노외,민영}을공회전저|한지역으로지정하여 

공효|전제한표지판설치 
·공회전제한지역에서5불이상공회전하는치량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긴급자동차등제외 

'.•T l 자동차에서는! 

일신화탄소, 트회수소, 매언, 질소산화물등의유해물질01 배출되어 

사람의호흡기에쉽게침투하여펴|렴등호홉기 질환을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노약I빼게큰피해룰일으킴니다. 

--



안양시민을 위한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방법 요빼 

안양시복지콜센터 

Q 나에게맞는복지서비스가궁금할때 어디서상담할수있나요? 

A 안양시 복지콜센터 ft 031-80‘t 

풀어드립니다 

카카오톡상담 

Q. 생활이 정말어려운 이웃이 있어요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하죠7 

A 복지콜센터 카카오톡에 도움이 뭘요한그분의 상황을알려주세요 

복지정보찾기 

Q.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복지정보 한 번에 확인할수는 없나요? 

A 안양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추복지(복지서비스, 복지시설)에서 

검색으로필요한서비스를찾아보세요 

※ 카카오톡상담 카카오톡에서 안양시복지콜센터 검색후 

친구추가 1 :1 상담 

• 핸에 보는많시 복Aj서님l스 및 복 

서비스 개시일 2018. 7. 1. (일) 

서비스제공분야 

- 복지서비스 임신 출산·다자녀, 영유o~. 아동 청년, 노년 신중년, 

주거, 안'bFl형 복지 등 16개 분야435개 사업 

- 복지시설 ; 안양시 소재 복지시설 1,224개소의 위치정보, 연락처 등 

이용방법 ‘ 안양시 홈페이지 =추 분야별정보 걱 복지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찾기) 

문 으| ; 안양시복지콜센터 율 031-8045구979 

경제교육 프로젝트 r인성진로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일 시 : 2018. 11월 17, 24. (토) 10:00 ∼ 12:00 

장 소 센터내강의실 

대 상 ; 맞벌이가정대상 167~족(부모와자녀), 부모단독참여가능 

내 용 부모 우리아이를행복한부자로만들어주는경저|교육, 

인성지로를 알면 경제가보인다. 

자녀 신나는미니장터, 집단미술활동을통한심리적 

스트레스해소 

참가비 ‘ 무료 

접 수 ;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깐p깨anyang familynet.o「,k「)

문 의 ;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맞벌이가정지원사업팀 ft 031-8045-5476 

※상기 내용및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 

? O뻐지 교육짜녀와햄|핸O뻐지 행복학파 

| 일 
장 

시 ‘ 2018. 11. 3. ∼ 12. 8. (매주 토) 13:00 ∼ 15:00 

소 ; 센터 내 강의실 3층행복나눔방 

상 ;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 및 그 자녀 15쌍 

내 용 ; 부모교육(부모의 역할 및 감정코칭) 및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코딩활동 

참 가 비 총 6회기 5,000원 

(하나은행 405-910018-52804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접 수 ;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anyang familynet. O「k「)

문 으|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교육사업팀 

를 031-8045-5705 

※상기내용및일정은변경될수있습니다 

# 어려운이뚫기성끓기웹역 
안양사료!q눔회 (주빼피트레이딩 

기탁일자 2018. 9. 7. 기탁일자 2018. 9.10 

기탁내용 성금 15,000천원, 기탁내용 빨래걸이 행거 38개 

백미10kg500포 나눔대상 노숙인쉽터,안양시 

나눔대상 인양시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 

(주'JOI글에듀 효택중중;전tl7기|사업협동조합 

기탁일자 2018. 9.19. 기틱일자 2018. 9.11 

기탁내용 성금 10,000천원 기탁내용 :TV, 청소기l 밥솥, 

나눔대상 인양시노인종합 생팔품,백미 

사회복지관 나눔대상 안양시 조손가정 

안양동안경찰서 (램피커뮤니케이션 

기탁일자 2018. 9. 20 기탁일자 2018. 9. 7. 

기탁내용 성금 2,220천원 기특}내용 성금 300천원 

나눔대상 경기남부아동일시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보호소 

코래버 대거|나라〈인양점) 

효택전기안전공사경기서부지사 기탁일자 2018. 9.17. 

임직원 기탁내용 중식제공 

기탁일자 2018. 9. 20.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기탁내용 온누리상품권12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저소득가정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2018. 9. 28 

기특배용 사랑의도시락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ζ3 

위반하면 
어띔lil 되나요? 

£슐 흥앙선거핀리위원외 

[ 3

선거에 관하여 금풍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괴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기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메 처해집니다 

| 자總메는빠료률 까 ‘ . 감경 또능 면Xfl받을 수 있슐니다 “ > L{ 

11부행위는 
저l한시lilt 았나요? 

힌굉U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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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행위 

。

위반은무엇인까요? 

i廳혈를 
정치인 동01 선거구 요뻐| 있는 A밤OI나단체 둥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풍 둥올 

쩨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 사람01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하여도 처벌받올수 있습니다 

구호 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얼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이 

해당할llt요? 

낄E 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댄|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그 배우자 

| 기부행위톨엮 지쐐 월선하거나 
요구도 1t 수없슐니다 

ζ〕 ε3 

위반신고는 
어떻lil 하면 되나요? 

“국번없이 139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사람에게 
최고 5억월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힐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절저히 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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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i!I 0~011~ εHOi났0-1 표 l 

김산아 왕자님 
2017년 9월 26일 출생 

부모 아빠 김철, 엄마 김진히{만안구 와룡로) 

태명 축복이 

태몽 없음 

산아에게하고싶은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산O[M 

산아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해M 사랑해M 

김유안왕자님 

부모 아빠 김진태, 엄마 안지연(만안구 연현로) 

태명 샤미 

태몽 금목걸이, 고구마 구렁이 

유안이에게하고싶은말 

너가 태어나고 엄마아빠의 모든 것이 너를 중심으로 바뀌 

어서 낯선 생활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예쁘고 건강 

하게 자라는 유안이를 보면 모든 고생이 잊혀진단다. 얼른 

자라서 엄마아빠랑 나들이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자M 

정채은 공주님 
2018년 7월 30일 출생 

부모 아빠 정길현, 엄마 손이슬(동안구 경수대로) 

태명 까꽁이 

태몽 고앙이,돌고래 

채은이에게하고싶은말 

채은이∼∼ 네가 태어나던 2018년 7월 30일은 엄마아빠에 

게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어∼ 건강한 모습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너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될게! 사랑해’ 

김나은 공주님 
2017년 2월 6일 출생 

부모 아빠 김태규, 엄마 이세미만안구 경수대로) 

태명 꼼꼼이 

태몽 고양이 

나은이에게하고싶은말 

아빠엄마 딸로 태어나집서 너무 고맙고, 밝고 여|쁘게 건강 

하게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항상 웃음 잃지 

않은 아이가 되길 바랄게M Q~빠엄마가 나은이 너무 많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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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안양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페이지입니다. 

접수방법 U「ianyang@korea.k「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 오|가에서도 탄생의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분의 ‘우리안양도시락’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사진이 실린 ‘우리인앙도시락’을 선물해 보세요! 

이윤호 왕자님 
2017년 8월 23일 출샘 

부모 아빠 이호진, 엄마 최윤미만안구 소곡로) 

태명 뽕뽕이 

태몽 없음 

윤호에게하고싶은말 

복덩이 윤호o~ O빠 엄마에게 윤호는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이란다 밥도 잘 먹고 건강한 우리 윤호가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할게. 사랑한다∼∼| 

유호진 왕자님 
2018년 6월 17일 출생 

부모 아빠 유석현, 엄마 김소정(만안구 예술공원로) 

태명 행복이 

태몽 없음 

호진이에게하고싶은말 

우리 호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단다. 예 

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행복해∼ 언 

제나 건S「하고 슬기롭게 자라자M 사랑한다. 

제하윤 공주님 
2017년 7월 12일 출생 

부모 아빠 제창범, 엄마 김은매동안구 시민대로) 

태명 튼튼이 

태몽 커다란곰꿈 

하윤이에게하고싶은말 

결혼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곁에 와준 하윤아 고마워 

∼ 지금처럼 건S「하고 행복하게 지내지(μ 사랑한다 우리 

o~가〉φ 

윤은혜 공주님 
2이8년 4월 5일출생 

부모 아빠 첸겔첸데제셈, 엄마 윤수선(만안구 병목안로) 

태명 선물이(하나님이 주신 선물) 

태몽 뱀 

은혜에게하고싶은말 

웃는 모습이 사랑스런 딸 은혀|야∼ 건a하게 자라주어 고 

마원!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크기를 바란다. 

사료「해’ 엄마 아빠 딸로 와줘서 고마워? 너로 인해 기쁘 

고행복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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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 공주님 
2018년 4월 14일 출생 

부모 아빠 이동순, 엄마 조명주(만안구 태평로) 

태명 갑칠이(건죠년f게 자라나라는 의미) 

태몽 없음 

영은이에게하고싶은말 

회사를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계속 보고 싶은 사료h하는 딸 

영은아, 건~하게 잘 자라나럼 

신서아공주님 
2017년 8월 10일 훌생 

부모 아빠 신재필, 엄마 김희영(만안구 안양로) 

태명 비담(비주얼 담당) 

태몽 구렁이 

서아에게하고싶은말 

서아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고 사료꽤? 

이은유공주님 
2017년 9월 19일 훌생 

부모 아빠 이서용진, 엄마 권영은(만안구 오리로) 

태명 깨꼼이 

태몽 커다란 사과 과실 사이에서 큰 체리를 따는 꿈 

은유에게하고싶은말 

은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신기하고 재있는 일 가득이더라 

∼ 은유처럼 행복할래 우리 가족이 되줘서 고마워! 사료배. 

임서I마 공주님 
2017년 2월 25일 출생 

부모 아빠 임효섭, 엄마 서지영(만안구 창박로) 

태명 꼬꼬 

태몽 보석 

세아에게하고싶은말 

우리 딸오빠랑 싸우지 말고 01쁘게 자라럼.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주어서 정말고맙고 사랑해 

김이수 왕자님 
2017년 10월 3일 훌생 

부모 아빠 김진욱, 엄마 박진주(만안구 장내로) 

태명 지동이(지수 동생 지동에 

태몽 신비하고큰나무 

이수에게하고싶은말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 

존스지아 공주님 
2017년 10월 Z1일 훌생 

부모 아빠 다냐 존스, 엄마 김정애 (만안구 안앙천서로) 

태명 사람이 

태몽 없음 

지아에게하고싶은말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우리 착한 딸 지이야, 

엄마어|게 와주어서 고마워. 부족하지만, 열심히 키울게. 



짧다른그림찾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옆 구)터미빌 부지에 꽃동산이 개농F하였습니다. 

코스모스와 백일홍은 11월 초중순이면 그 자취가사라질 수도 있으니 

어서 빨리 만발한 꽃밭에서 가을의 추억을 남겨볼까요? 

두 그림 가운데, 서로 다른 그림 6개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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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 한국의 슬프고도 아픈 역사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 
글 손정혜 (동안구 달안로) 

가을은 사잭의 계절이라 했던가? 평촌에 이사온 지 십 년 

이 다 되었지만, 안양역은 여전히 낯설다. 마을버스를 타 

고 롯데백화점 안양점에 내려서 지하철 출구로 나오는 길 

에 ‘원태우 지샤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이토 히로부미에 

게 돌을 던져 옥고를 치렀다는 의인이었다. 총칼로 무장한 

제국주의 일본에 덤빌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곳에 

얼미-나있었을까? 

지난주에 ‘미스터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물이 났다. ‘나라 

를 위해 애쓴 이들, 의병, 그들은 모두 아무개였다’라는 대 

λ}가 머리에서 맴돌았다. 드라미를 보면서 박완l의 한국 

통샤를 읽었다. 여태까지 받F국 통샤가 한국의 역시를 통 

째로 보여 주는 책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한국의 

슬프고도 아푼 역시를 써서 ‘아플 통’자를 쓴 통사였다. 나 

의 무지함이 부끄러웠고, 좀 더 일찍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다. 

사실 나는 나의 조상이 독립을 위해 애쓴 아무개가 아니 

라,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친일을 하지 않았을까 내심 생각 

해 왔다. 일제강점기에 사업을 하고, 은행을 다니고, 관리 

를 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설사 그렇다고 쳐도 내가 

조상들이 어떻게 살이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자격은 없다. 다만 얼마만큼의 부채감을느끼면서 

역시를 제대로 알고 싶을 뿐이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 나는 많은 애국지시를 만날 수 있었 

다. 고종황제께 상소를 올리고 자결한 ‘고사홍’은 어쩌면 

‘민영환’과 ‘황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고종의 측근인 ‘이 

정문’은 을사늑익t을 거부한 호돼절’ 의병을 이꿀다 대마 

도에 꿀려가 죽은 ‘최익현’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름 없는 아무개들은 어 

쩌면 ‘신돌석’과 같은 이가 아니었을까? 

나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한국통사에 나오는 애국지사들 

의 이름을 떠올리며 역시에 한 줄 이름도 올리지 못한 수 

많은 아무개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이노우에, 모리, 이토 

히로부미’ 등의 침략지들 을사오적, 정미칠적들을 떠올리 

면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청산할 수 없 

는 그들을 단죄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후손들이 역사 

를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통샤와 드라마를 보면서 조선이 얼마나 힘이 익t한 

국가였는지, 정치히는 이들이 얼마나 사리시욕을 탐했는 

지, 제국주의 열강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 충실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이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신채호 선생님 

이 말씀하셨다. 내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똑같은 치 

욕의 역시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으로 들린다. 우리 

는 ‘총, 영광, 슬픈 결말1 대신에 ‘자유, 민주, 행복한 결말’ 

을 맺기 위해 띠풋한 가슴과 뛰어난 머리, 그리고 강지에 

게 맞서고 약자를 살리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 



·1: 

신이 빚은安養(안양) 
글 임정봉 (동안구 경수대로) 

만안교 

효행의 길, 신이 빚은 안양 산천 

무지개은빛금빛물길따라수를놓고 

갈대숲실개천젖줄 

넉넉하게흐른다. 

삼성산 

성인의 빛, 자비의 푸른숨결 

마애종 수도의 길, 암각화 기도의 흔적 

삼막사마애삼존불상 

대우주를받들고 

인간과 

뭇, 생명이 공존히는 안양 정토 

파릇파릇상생의 물, 을긋불긋 삼매의 숲 

수리산精氣(정기) 뻗은땅 

도시가평회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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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수필 시 기행문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 k「) 또는 팩스(F 031- 8045-D501) 문의 안앙시 홍보기획관(031-8045-2018)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서|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양사랑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페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양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점포)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 | 열린 편집실 

출뤘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 . k「)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 인앙시민중 

선정된 분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양도시락을 

무료로만나보세요. 

안앙시 홈페이지(www.anyang.g。.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안앙도시락’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 2018 

스마트폰 애틀리케이션으로 

우리안양도시락을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양도시락’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올해 더위가 유뇨「히도 극심했던 여름을 보내고 나니 히루하루 가을로 항해가는 선선한 바람이 더 

없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참 더웠던 지난여름을 돌아보며 태풍 솔릭에 대한 예보가 있 

었을 때 인앙시와 구청에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신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삼덕공원에서는 현수막을 절거하며 시설물들을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고 구청에서도 나오셔서 거 

리의 현수막들을 칠거해 주시고 도로의 배수구가 덮여있거나 막혀있지 않도록 확인 작업을 하시 

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수거된 쓰레기가 날려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수거어|도 신경 써 주신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풍의 세력이 약해져서 안E때|는 피해가 없었지만 대비해 주시 

느라 애써주신 점,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하게 힘써 주실 것에 감사드리고 싶 

습니다. ’살기 좋은 안양이 그냥 있는 말01 아니라 생활하면서 실깊팅f기에, 안양시를 위해 앞장서서 

일궈 나가주시는분탈뻐| 응원의 마음보내드립니다. 

정재헌 (만안구 앙화로) 

유례없는 불볕더위로 힘들었던 지난여름이 몇그제 같습니다 그 외중에 우리안양이 도시락이라는 

이름을 추가하여 새 단εh하였더군요 그렇게도 지치지 않고 울어대던 매미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선선함을 더해 아침이먼 제법 쌀쌀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혹독했던 올 여름 무더위에 인양 

시민들 건ζ하게 버터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득히 글을 모아서 날줄씨줄 짜 맞추어 우리 

안양을 묘딴느라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러하셨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묵묵 

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 새 적응되며 더 발전된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 시장 옆의 야 

외정원은 코스모스와 백일홍의 기을 꽃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 때면 이제는 진한 향 

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눈이 오먼 눈이 오는 대로 나름의 그대로 즐기고 싶습니 

다 01저|는 아쉬운 가을이 가기 전에 넓고 멋진 코스모스 풍경 속에서 사진을 남겨 두고 싶습니다 

백소영 (동안구 관펑로) 

먼저 〈우리인양도시락〉을 유익하게 애독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좋은 정보를 게재해 주심에 감사드 

립니다. εh개 수급자가 되어 타지에서 전입해 온 지 수개월 되었고 저를 긍정적인 삶으로 변모케 

해 주신 안양시 복지 콜센터 여러분들께 고미움을 느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예전엔 일반적으로 콜 

센터란 그저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인식해 옹릅니다 허나 복지 콜센터를 접하면서 미처 몰랐던 복 

지시설 이용방법, 심지어는 교통편까지 확인하여 알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지난 

이야기, 그리고 미래 이야기까지 상대를 해 주어 오히려 남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미안함마저 느 

꼈습니다 이에 제 시선도 변호f하고 있는지를 느꼈고 이젠 소위 밀팅f는 ‘시랑의 렬레이’에 대해서 

생ζ배 보고 있습니다. 군대로 을팅f자면 ‘수색 정찰대’라고나 할까? 콜센터의 역흘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받은 저로서는 효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콜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 

다 다시 한번 콜센터의 중요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영준 (만안구 성결대학로) 

Or름다운 인앙천을 사랑하는 귀한 시민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안양 시민의 휴식 

처인 안양천을 걷다 보먼 O텀댐 백일홍이 줄을 지어 피어있습니다 저절로 저의 口}음OJ I 0텀댁 

운 口|소가 번집니다. 많은 비가 안앙천을 범료rof여 꽃들은 물에 휩쓸리어 모두쓰러졌습니다 그 

나 그녀가 씨를 뿌리고 짜고 생했기에 .Af랑of는 엄마의 요빠챈 D띔으로 대| 모두를 얼 
려 서|우고 있습니다. 엄마의 정성을 느꼈는지 쓰러진 꽃들이 다시 여|쁘게 자깅 자리를 지키고 

‘· ‘ 어 보는 저의 마음도 흐뭇합니다. 01름도 모르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한 시민의 정썽이 

을 걷고 휴식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김은옥 (동안구 시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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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알찬 내용이 가득하네요 묘지부터도 얼마 전 멋지게 조성된 마을 앞 ‘연현습지’가 떡하니 

그려져 정겹습니다 ‘인앙 만들기’에서는 매년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명품 이벤트인 ‘정조대왕 능행차’와 관련하여 ‘만안교’ 

가 테마로 나와 친축한 우리 고장 문화재를 OfOI와 함께 종이접기로 접해 볼 수 있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때마침 시민 한 

마음 체육대회도 10월 6일 개최된다고 하니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즐거운 한마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종용 (만안구 연현로) 

〈우리안양도시락〉 구독자입니다. 다달이 받아보는 기쁨, 언제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의 구석구석을 살펴주는 

유용한 정보지를 보고 의건을 드립니다 정쪽의 ‘탈모 예방 바M To?’ 코너는 계절과 잘 결부시커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 

쉬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쪽의 도서관 삽화, 징쪽의 탈모 유발 식품과 탈모 예방 식품 등의 맹목적인 지면 채우 

기식의 삽화보다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사진으로 제시했으면 좋지 잃댔을까요? 굳이 그림으로 제시할 거라면 삽화에 

성의를 들여 그려 저|시해 주세요 다음 호가 기다려집니다 

안성운 (만안구 병목안로) 

올해로 0/세 된 할머니 독자입니다. 〈우리인양도시락〉을 즐겨보는 며느리가 소개해주어 처음으로 글을 남져봅니다 매달 아 

파트 엘리베이터 옆에 꽂혀있는 책이었는데 살펴보지 않았네요 인앙시민을 위한 다~흔f소식들이 많아서 유익해 보입니다 

손자손녀들과 다니던 삼덕도서관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요즘 들어 머리카락이 많01 빠진다는 아들 때문에 탈모 예g뻐| 대 

한 글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들이 평소 술, 기름진 음식 등을 자주 먹던데 그것들이 탈모를 유빌빨다는 것도 일댔네요 그 

것들 말고 견과류, 콩, 잡곡 등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해주었습니다 인g뻐| 산 ;::1도 20년이 넘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 

다는 것을 느낌니다 젊었을 적에 이런 좋은 책이 나왔더라면 좋g댔겠다 싶어요 지금이라도 친구들에게 한 권씩 소개하려 

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좋은 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안E떼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길순 (만안구 병목안로) 

매월 말일쯤 O빠트 동 앞에 놓여있는 〈우리안양도시락〉을 꼭 챙겨오는 우리 막내. OJ번 호에는 0매|들의 흥미를 꿀만 한주 

제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O떼들이 이해하기 쉽게 효딜날 캠페인 흔달 ‘더 곱게’ ‘더 바강{|’를 보며 자연스럽게 효딜날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고 정조대왕이 만든 만안교는 학교에서 다녀왔던 곳이라서 직접 만들어보고 더 좋아합니다 다른그림 

찾기 역시 OfOI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코너이지요 우리 가족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안앙도시락〉의 매력에 매달 

묵빠진답니다. 

김수미 (동안구 귀인로) 

안녕하세요∼/\f\ 아파트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항상 비치되어 있는 〈우리인양도시락〉을 보고 지주 읽어보고 있는 애독자입 

니다 〈우리인양도시락〉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H가요 시정소식부터 의정 소식, 도서관 소식, 보건, 복 

지소식까l 많은 정보들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싸서 지금은 꼼꼼하게 정독하고 있습니Crv 이번 호에서 나무야 따 

뜻한 털옷 입재!라는 기시에서 늘 겨울에 보이왔던 벗짚 나무 옷OJ 아닌 알록달록 예쁜 털실 옷을 입혀주시는 봉사자분들 

의 이야기를 접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덕분에 지역상권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구요∼ 안양시민 파이팅, 〈우리안양도시락〉 파이팅,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화DI팅입니다!!| 

박순영 (동안구 시민대로) 

.흩 
63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앙도시락〉을 사렁H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 만들기 

캠핑텐트펴고 
주말나들이 7따}! 

r lnstructi。n. , 

l 口 ~c느= 버 J 

l L• -L- lt::I J 

단풍잎, 료팅f늘의 별, 자연의 항기와 

함께 하는 캠핑은 낭만으로 가득하답니다.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요? 

텐트를 완성해서 가을 캠핑의 감성을 느껴보세요! 

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 실선 자르기 
--- 점선 접기 * 별표 풀칠하기 

1. 나무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2. 3개으| 나무 조각을 
서로맞붙여나무를 

만들어주세요 

옳
 뽕 

3. 텐트의 옆면에 앞면과 
뒷면을붙인후앞면의 

출입구를올려주세요 

4. 출입구의 폴대는 접어서 
맞붙여주세요 

5 캠핑장바닥에이너텐트를 

붙이고이너텐트의 

윗부분을텐트의안쪽에 
붙여주세요. 

6. 나무와나무기둥도 캠핑장 
바닥에붙여주세요 



콩. 
칼이나가위를 

사용할때 

손을조심하세요! 

비
를
링
파
-
니
 
페
솜
 -
。
뻐
팍
-
으
百
 

(
빨
 

68 I 69 

잊훤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의천 주변의 사진이다. 

학의천은 의왕시 학의동 뒷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백운저수지를 이루고 포일지역과 안양시 관양동을 지나 비 

산동 쌍개울에서 안양천과 합류하는 안양천의 지류하천이 

다. ‘학고개천’이라고도 불렸던 학의천은 평촌 신도시가 개 

발되기 전, 평촌 들녘의 젖줄 역할을 하던 중요한 하천이었 

다. 주민들은 학의천을 벗 심아 삶을 일궈 왔으며, 농민들은 

학의천 물을 이용하여 풍년의 꿈을꾸었다. 

그러던 중 1970년경 실시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학의천 

주변 비~F동 일대 농경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평촌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하천 

일대가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에 온 시민이 오염된 학의천 

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아름다운 생태하천 

으로 시민흙l게 아름다운휴식공간을제공하고 있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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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첩하배l요 l ] 

2018년 훌l고틈학교 신잃햄 

i표톨럴=류딛권삐 l 핀 l룰편 표l첼 된tl빼 

2018. 3. 2일 기준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곤뻐| 입학한 2018학년도신입생 

를풀꿇갚띔듬 1인당 296,130원 
(동복 210,900원, 하복 8딛230원) 

를꿇웰흩를v 2018. 4.18. ∼ 11. 30.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안양시 홈페이지 

(http://www.anyanggo.k디 

재학증명서,통장사본 

(학교 이외의 교육기표뻐| 입학한신입생은교복착용학칙사본첨부) 

톨.흩딛푼=, 신청서류흑벤 후신청인 겨(좌로입금 

률뀔뭘률꿇홈, 지원대상재학생)으| 부또는모 
※부또는모가없는경우생계를같에|하는조부모또는 

3촌이내 방계혈족이나지원대상자(학생)본인이 신청 가능 

률플l룰륨Ir 안양시 교육청소년과R 031-8045-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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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주인되는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함께잘사는안양 

깨끗하고안전한안양 

고르게발전하는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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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의 Bl전은 
‘스마트한도시, 
챙복한시민’ 

“시민의 행복만을 보고 가겠습니다.”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안양시장으로취임한후 

초심을 앓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의례적인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대비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원인 모를 산불이 수차례 발생하여 현장에서 

직접 진화 작업을 하면서, 재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 드론을 이용한 산불감시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시민의 안전과재산을지키기 위해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취임 후지난시간들은시민이 주인이 되고, 

모두가잘사는안양을만들기 위한준비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안양호의 엔진을 새로이 정비하여,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출항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찾아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든든한 성원을 동력으로 민선 7기 안양호가 

안양의 미래발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Al장 써 -v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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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 1 3053 

전화 031-8045-2018 

기획 ·시진 · 디자인 ·제작 디자인매드 031-442-2273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민선7기 비전선포식 

i스마트 행복도시 안쩔φ 무의 

출발=을알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0월 9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시민과 함꺼|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대호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약속한스마트 행복도시 인g떨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스마트 행복도시 인양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선포식 



1 난 비전선포식에서 안양시장은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을 만들기 위한 그 간의 준비과정과 향후 비전을 아래와 

같이밝혔다. 

우선 안양시는 미래의 중심인 청년과 중 · 장년층의 일자 

리 창출 및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을 구현하고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자 청년과 인구대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관’을 설치하였 

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에 청년 

일자리와 더불어 신중년으로 대표되는 중 · 장년층의 일자 

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중년일자리팀’을 만들었다. 

또한, 안양 미래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 

업, 관양고 일원 · 인덕원사거리 도시개발 사업, 농림축산 

검역부지 개발 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 

티과’를 신설하고,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 

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4차 

산업 전담팀’도 구성하였다. 

4 I 5 

석수스마트타운에 유치한글로벌 기업 ’호리바코리아 

안--청 ~ .• , .• ·파f 씌내호인。 A 상 I 

섭련 핸7t “갱덴어|꺼| 돋f아 

청년의 소리를듣는 ‘청년 정책 간담회’ 진행 

인양창조경제융합센터 

청소년이 정책을제요h하는 ’안양청소년정책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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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복합청사 건립, 임곡공원 조성,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 등 7개 사업에 
활용될 국비 44억 원과 유이숲체험원 조성,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관내 

육교시설보수 등 6개 사업에 쓰이게 될 도비 17억 원 석수2동 행정복지센 

터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용할 국 · 도비 120억 원 등 총 181 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감시 및 예방을 함께 추진한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치밀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항공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 · 시행한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 

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대도시시ε펠의호|’으| 회장으로 당선된 최 시장은 대 

도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무 및 재정 특례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자 

치분권위원회와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박달복합청사건립부지 현장점검 

드론을활용한산불감시 만안현장시장실’운영 

소상공인 경제활성호}를 위한재래시장 방문 



안양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견 
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인 ‘안양행복1 번가’를 시 홈페이지 

에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고 

르게 발전승}는 안양을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매 

주 수요일에 안양아트센터에 마련된 ‘만안 현장 시 

장실’에서 국철 수도권 구간 지하화, 옛 농림축산 

검역본부 부지에 행정업무복합타운 조성,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석수동 제일산업 부 

지 공영개발 등 만안구 추진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듣고있다. 

otof~~복}ti~, I-

、--
앙양시 

열린시장실 

시.에게에힌다 

언앙--!엔기 

씨·얘호잉니다 

안양행복1번가 

안양행복1번가란? 

시밍이핵e11a잉징'l•>HUl'l'I얻어고 

이l시갱에잉영에는시민정찌제잉---잉니q 

용약사합 현징맹정 소를창구 

。,.~시갱i 

0 -• + _ 
'' • ·-

뺑 .>@ 활·경n;"~ 
9 . • . \;' 합 펴4 

i싫강i 행i~ 
~ 》 I 'f +협g 

·~e잉%%셰-·,빼.,.,,,,_셔‘빼 ••• 배--”빼이 *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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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보고회 

zl-0 사원 주관 ‘2018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71-' 

결과 안양시가 전국 1 위(A등릅)로 선정되는 영광 

을 안았다.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 콘테스트 

에서도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감사원 주관 총 4 

개 표창을 수상하며 시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최근 안양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 및 

동안경찰서와 협력하여 ‘복합인지기술’ 개발에 착 

수하였다. 복합인지기술은 대상자의 현재 얼굴뿐 

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행동 등 변화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연결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안양시는 이를 첨단 방범교통망인 ‘U통합시스템’ 

과 연계하여 실종아동이나 치매노인 추적 등에 

활용할예정이다. 

복합인지기술 과학기술연구원, 동안경찰서와 ’복합인지기술’ 개발 협약 



、

스마트행복도시안양은 

어떻게만들어질까요? 

<?}OJ: '-- ‘ J , 

시민이주인인도시 
시민참여 폭을 넓힌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 주도의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 

저17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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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우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의 불편도 곧 정책이 되는 ‘주민 참여 원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민의 불편저|로를 위해 시민 감사관을 운영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정헌장 평가단을 만들어 모든 시책과 

사업에 시민의 의건을 반영한다. 

또한, 문호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이 잠여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재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체된 문호뼈|술 활동을 정상화시켜 시민 주도의 문화 · 예 

술도시를만들어나간다 

‘ 주민참여 원탁회의 개최 
... 청소년 거리공연, 버스킹 공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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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가족의행복한삶을 
책임지는도시 
여성을 먼저 생ζ팅}는 도시, 

묘~MOM)이 편하게 출신하고 

보육할 수 있는 도시, 명품교육도시 

<?}OJ: 
L- v' 

모두가잘사는도시 
:•:.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모두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복지사각지대없는도시 

• 저1 2회 학생 독서토론 페스티벌 

“저123회 여성진로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산모체험행사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안전폴리스’와 ‘여성창업지원센터’ 

를 만든다. 맘(MOM)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24시간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운영하여 

출생부터 교육, 성장까지 책임지는 맘MOM)이 펀한 보육특별시, 여성을 먼저 생ζ서하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구대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출산장려, 

육N 아동보육까지 실질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또한, 고교까지 유전자 조잭GM이 

없는 완전무상 급식, 무상교복, 무상체육복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줄임으로 

써 보펀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특색 있는 공공일자리를 개발 

하여 신중년의 일자리문제도 해결하도l자 한다 

‘미래의 중심은 청년’이라는 인식 아래 청년주거, 일자리, ε법, 문화생활 등 청년의 고충 

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청년효법펀드 2fJJ억을 조성하여 정년 

스타트업에 직접투자하여 정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찾H가오는 안양을 만들 계 

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안양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하고, 테마형 재래시장 

을 조성하여 펀리한 장보기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y한 사회적 

기업 육성 ~J을 통해 공공구매율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 생활 일자리 지원과 ε빼인 복합문화관을 건립하여 장애를 ‘다름’이 아닌 ‘재능’ 

으로 인식하는 따뜻한 안앙,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안양을 만든다. 

흙? 제3~.~ 뤘。 ~!했몫했강식 :> 

• 
안앙 과천‘군포 의왕 상공회의소 저13기 CEO 아카데미 개강식 새마을회 독거노인 김장나누기 



안양, 
깨끗하고안전한도시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 

먹거리 · 환경 · 여성이 안전한 도시 

안양, 
고르게발전하는도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한 도시,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하고 

주말이 기다려지는 재미있는 도시 

지난 8월 27일 진행된 F〔안양 vs 광주FC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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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기도 재난대비훈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에 공기정정기를 설치하고 필터교처|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테마숲 조성, 빌딩옥상 녹색정원 조성 지원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 

리를 통해 도심 기온 상승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안전폴리스단’을 구성히여 환경보전, 식품안전관리, 학생 등하교 교통지도 여성 

및 노약자 안전구|가를 책임지는 안전한도시를 묘탠드는데 앞장선다 

박들낀스마트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4차 t엠혁명의 선도 도시를 만들고 원 /iJ(인공 

지능), 아갯가상현실) 등 관련 기술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증대한다 

버스노선 조정과 신설 시에는 시민의견을 빈영하고 택시 승차대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자의 펀의성을 높이며 택시기사의 권역별 쉽터도 조성하여 사용자와 운영자가 행복한 

교통 환경을 조성효바. 이울러, 경로당의 여유 공긴을 활용하여 1, 3세대가 함께하는 가 

족센터로 확대 조성하고 권역별로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여가와 일거리를 

함께 저|공함으로써 어르신을 잘 모시는 안양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안E잉동 새마을지 

구, 관~12·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역, 관앙고등학교 주변, 안E언동 냉전지구 등의 주거환 

경 개선사업을 지속하여 도시재생으로 홀랙이 넘치는 안앙시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동네 안양 



나무가 

들려추는 
[[t뜻한 

안양이야기 

평촌중앙공원과 안양예술공원에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이 

조성되었다. 

알록달록털실옷을입은 

가로수길은인앙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단풍과어우러진털실이 

전하는띠뜻한이야기를 

들으며함께걸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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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E뼈|술공원 

일곱 빛깔 무지개와 털실로 표현한 안양 

안양예술공원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자원봉시-자 200 

여 멍이 모여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털 

실 옷 작품 전시 작업과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동절기 

추위에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처음 추진 

된 이번 봉사는 석수3동 V터전 봉사단을 비롯해 연성 

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유아교육과 학생들과 충훈고등 

학교, 안양여지중학교 RCY.동아리 학생 등으로 구성 

된 자원봉사자들이 4월부터 털실 옷 뜨기 작업에 매진 

한결과물이다. 

‘일곱 빛깔 무지개’와 ‘털실로 표현한 안양’을 주제로 

봉사지들의 개성을 담아 제작한 약 230여 점의 털실 

옷이 입혀진 가로수들은 멋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시 

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i혀초주아고혹l 
;;:::-000..:: 

털실옷가로수풍경길 

지난 10월 24일, 평촌중앙공원 명소화를 위한 ‘털실 

옷 가로수 풍경길’ 조성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8개 

월간 석수3동 V터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충훈고등 

학교 학생들은 디자인에 대해 토론하고 수작업을 거쳐 

144점의 털실 옷을 완성했다. 이 중 23점은 안 쓰는 

털옷을 재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의미를 더했고, 봉 

사지들의 지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시되는 모든 털실 

옷에 봉사지들의 이름표를 부착했다. 

시민들이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도 설 

치하였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기을 정취에 흠빽 빠 

져들어 털실 옷 입은 나무들과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무를 껴안고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표정에서 따뜻한마음이 전해졌다. 



나무, 예술을입다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이 예술이다. 개나리가 화사하게 

피어나고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다. 나무 

들의 바다에서는 인어공주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동화 속 세상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털실 옷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재미있는 예술 작품이 되어 마음까지 환해지고 

따듯해진다. 

임순덕 석수3동 통장은 “잘 마무리가 되어 기쁘고 행복합 

니다. 그동안 애쓴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합니다.”라며 소 

감을 밝혔다. 지-원봉사에 참여한 김소현 학생(안양여자싱

업고등학교)은 “몇 개월 동안 친구들과 함께해 보람된 활 

동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뻐요. 오다 보니 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뿌듯하고 행복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털실 옷을 입은 나무를 안아보니 너무 포근하고 따뭇했 

다. 점점 추워지는계절. 한땀한땀정성을다해 만든털 

실 옷은 한겨울 추위에도 나무들을 띠뜻하게 감싸주고, 

시민들의 마음도 포근하게 감씨줄 것이다. 

문의 만안구 복지문화과 031-8045-3356 

동안구 행정지원과 031 -8045-4260 평촌중앙공원의 털실 옷 입은 가로수길’ 

안앙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털실 옷 만들기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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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생생한 안양 

마술012.~는 
‘특별한 언어’로 소통하다 
2018 매직아트 페스티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마술’, 분명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ζ하면서도 

익살스러운 마술사의 쇼맨십에 몰입되어 눈을 떨 수가 없다. 

지난 11월 3일, 마술에 관심 있는 어린이와 정소년, 그리고 시니어들까지 

모두 만안구청 강당에 모였다. 마술 공언이 진행되자 강당 여기저기서는 

탄성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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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아우르는 ‘마술의 힘’ 

이은결, 최현우 등 유명 마술시들의 활약으로 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이들은 TV나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마술을 따라하면서 미술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코앞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세계에 어느새 빠져들게 되는 

미술. 마술사의 유쾌함이 더해져 즐거웅을 주는 마술을 지켜 

보다 보면 한 번쯤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지난 끄월 3일, 만안구청 강당에서 ‘2018 매직아트 페스티 

벌’이 개최되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1부 ‘마솔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마임 마술·그림자극’ 등의 공연, ‘부 

문별 시상식’의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린이 

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함께 해 세대를 아우론 문화예술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 주최 측 관계자는 “지역의 다양한 문회를 확산하 

고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 

로,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시니어까지 문화예술 사 

회적 참여를 하며 소통할 수 있었다”며 “향후 미술을 기반 

으로 다%댄f 예술 장르와 콜라보하여 더 많은 이들이 참여 

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극단찰리(찰리매직) 

031-423-0561 

http ://www.cha「lies. k「

16 I 17 

• ,‘·

-

/
-
-
、



‘, 
.• ,‘
,r 

‘‘‘



--‘‘‘‘,‘,

-

-
、

;
7

-

-/·r 

-

전체 우승 연세현(17.세) 

저와같은꿈을키워나가는 

다른참가자들에게도 

고생아섰다는 말을전아고 싶어요. 

뒤에서 저를묵묵이 도와주신 어머니와 

중간중간뜻대로되지 않는 마술에 

임들어알때 극복알수 있게끔도와주신 

선생님께도 정말감사드러요. 

앞으로 더 열심이 연습해서 좋은 마술을 

많이 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활기찬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설레는 안양 

0 
l를1 

0 

0 

... ... 

0 
r、"\...__

J∼、-

------... ... 

’
으
 
샘
 

꿈
 꼬
-
-
웰
 

의
 의
 
t∞
 

여
인
닙
 
고
-
캠
 

차
。
서
。
때
 

i g잉앙셔 。ca-”

m…애
애M배
 

m
ι。
。밝
 

-
。
밥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예비 효법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진행되는 

‘2이8 안양 효법 페스티벌’에서 호h〕}보AH 

; :안앙 1 · 스타l엉 뿌|디어를 
창조경쩌| I ·스E뼈 매요이어 
융합센터 . .... 천셔 · 빼.스 

2018. 12 .07(급) I . 쐐 잊 •xt!:!'l'll 

- OB(JI.) I . -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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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스타트업 효엠 및 투자 저|품전시 

데모데이 컨설팅 체험부스 

칠법…?효법 .. .! 
‘청년 창업’의 열기가 뜨겁다. 특히 때(가상현실), AR(증강현 

실), 3D 프린터, 코딩 등의 첨단기술이 4차산업혁명과함께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이들이 늘 

고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폴폴 뭉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 

사가 우리 안양에서 진행된다. 현재 안양은 취업 · 창업 관련 

이카데미 및 토크 콘서트 청년 창업 공간 A- cube 등 청년들 

의 아이디어를 깨우고 소통을 돕는 다‘댄f 창업지원 프로그램 

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 역시 이와 같은 청 

년 창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예비창업지뿐만 아니라 직 

장인,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18 스타트업 아이디어톤’ ’4차 산업혁명 및 창업 컨퍼런 

스’, ‘창업 및 투자 컨설팅’, ‘제품전시 및 체험활동’, ‘스타트업 

데모데이’ 등을 비롯해 우수기업 전시회 및 체험 행사가 함께 

진행될예정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감(inspiration)’, 

이번 행사가 청년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기 

를기대해본다. 

18 I 19 

’2017 청년 창업 페스티벌’ 

'2017 정년 창업 페스티벌’ 당시 운영된 푸드트럭 

2018 안양 칭업 페스티벌 

기간 2018. 12. 7. (금) ∼ 12. 8. (토) 

장소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문의 070-8676-3836 

http://www.aca2018.net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한마음 한뜻 



이S벨기자 

“안앙으|새로운먼을 

많이발견했어요주위 

人람뭘1거|인양은 

‘참살기좋은곳’이라고 

더많이알리고싶어요” 

김하놀기자 

“앨뻐| 대6H 많01 안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곳이 많아 놀랐어요 아이들과 

함께우리동네에숨겨져 

였던곳뚫둘러볼수있어 
즐거웠어요” 

박영숙기자 

“안g뻐|서 오래 살았지만 

모르는 부분이 f능댔는데, 
인g뻐| 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공유하먼서 

많이배웠어요” 

이하나선생님 

“SNS관광기자단의 취지는 

시민의 ,q싣으로 함께 만들어7t는 

안양의도시관광컨텐츠 

개빌H입니다 저희는 시민 협치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다~한 시각의 

우리셈앙이야기를 
발굴하고자해요” 

전옥자기자 

“안앙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기쁜미음으로 
평소에는그냥지나쳤던 
집 근처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보게되네요” 

20 I 21 

방주혜기자 
“이사온지얼마되지 

않아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축제, 문화 예술 공연 등의 
행사정보를시민들에게 
알리면서저도알게되니 
매우유익했어요”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한마음 한뜻 

안양,‘여기어때∼’ 

문화관광과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관광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안양시 SNS관광기자단(이하 기 

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총 7명의 기자가 활동하 

고 있는 기자단은 매월 안양의 문화와 역사, 글쓰기 기 

초, 기사 쓰기, 인터넷 매체 활용, 사진 찍는 법 등 기 

본적인 교육과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안양 곳곳을 알 

리기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양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기 

자단은 각자 자기 시선에서 보는 안양의 이야기와 자 

기 삶과 밀접한 관광 정보를 취재해 공유한다. 이미 많 

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안양의 관광명소뿐만 아니 

라, 기자단이 생활하면서 지주 다니던 곳, 기자단만이 

아는 곳 등을 새롭게 발굴하여 알리고 있다. 

대부분 안양에서 오래 산 시민들로 구성된 기자단은 

활동을 하면서 안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갚어 

졌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기자단이 전해줄 즐겁고 

신나는 우리 안양의 이야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문화관광과 031-8045-2449 

안양같이놀자 

블로그. https깨blog nave「com/a「1yangt「ip

페이스북 https//www. face book. com/anyangt「IP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am.com/anyangt「IP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양에서 하루 놀기 

한파물리치는 
땀 한 방울으| ‘상쾌함’ 
호계체육관 

한파가 들이닥치는 겨울에는 집 앞슈퍼에 가는 것조차두럽다. 

하지만 우리 안g뻐|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몸도 맘도 

웅크리게 되는 겨울, 안양 ‘호겨|체육관’어|서 

땀흘리는 상쾌함을 느껴보재 

22 I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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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32레인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문의 031 389-5388∼9 

이용요금 

사용료 

평일 -「 토,일 (1 게임요금) 

성인 2,600원 I 2,800원 
초·중·고생 1,000원 

- 1 일 1 명 

- 볼링화 대여료 1 ,000원/1 회 

-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자 50% 감면 

※기타사항 

- 개인사물함 이용고객은볼링장안내데스크에서 

등록후이용 

- 어프로치에선 반드시 볼링화착용 

- 중고생들은 학생신분증을 확인하오니 

반드시학생증지참 

--- 프로 선수출신이거나 생활지도사자격증을 
- 보유한 직원들에게 무료로 볼링 강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추말에는 

줄까지설정도로선착순이라는점! 

스트라이크 성공에 날아가는 스트레스 

현재 호계체육관 볼링장에는 약 40여 개의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청소년, 주부, 직장인, 시니어 등 남녀노소를 불문한 

다%댄f 연령대의 동호회기- 운영되고 있어 볼링을 취미로 시작하고 

싶은 이들에게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안양시니어볼링클럽의 유병기 회장은“볼링은혼자서도즐길수있 

는 스포츠로 스트레스 해소에 제격이죠. 사격과 비슷한 점이 많아 

서 정신수양에도 아주 좋습니다.”라며 겨울철 스포츠로 볼링을 추 

천했다. 또한, 호계체육관 볼링장은 국제 대회 규격에 맞는 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과 ‘제17회 인천 아시안게 

임’이 진행된 바 있기도 하다. 이처럼 호계체육관 볼링장은 잘 갖춰 

진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안앙시니어볼링클럽의 회원들 



셔틀콕에 근심 담아 강스매시! 

배드민턴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달리기, 도약, 전신운동을 함께 동반 

할 수 았어 많은 이들의 시랑을 받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현재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에는 약 7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땀 

흘리며 운동의 즐거움을 맛본 후에는 땀을 씻어낼 수 있는 샤워장까지 

완비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이어지는 렐리에 사라지는 근심! 

‘핑-풍’ 작고 가벼운 공 하나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다. 

머리에 헤어밴드를 한 이들이 땀을 흘리며 쉴 새 없이 렐리를 이어간 

다. 탁구는 활동 반경이 큰 편은 아니지만 전신을 움직여야 하고 순간 

적으로 라켓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에 근력 및 순발력 향상에도움이 된 

다. 또한, 좁은 장소에서 적은 인원끼리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어 대중 

적인 실내스포츠로 꼽힌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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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월 18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사이트에서 
- 오후 10시부터 배드민턴 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달된 반에 한하여 24일부터 

말일까지 현장접수를 받고 있다! 

3 탁구장 

「 ~ t. u - P 0 N G 

폐 매 월 18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사이톤에서 

오후 10시부터 탁구강습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달된 반에 한하여 24일부터 말일까지 

현장접수섣받고있다! 

2018년 12월 1 일 토요일부터 호계체육관의 운영시간이 

변경됩니다(보건소 복지소식 57p 참고)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특별한 이야기 

7~수 김연택, 
삶을노래하다 

“안녕하세요. 만년 무명가수 김연택입니다.”라며 유쾌한 인사를 건낸 

가수 김연택.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무명가수가 아닌 ‘유명가수’이다. 

최근 그는 애S o~침마당으| ‘도전! 꿈의 무대’에서 무려 5언승을 거두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선사하고 있다. 



1991 년부터 시작한 전국 순회 거리공연 당시 모습 

유명가수‘김언택’ 

안양 박달동 36번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안‘t중학교, 

양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안양 출신 가수 김연택의 행보기

놀랍다. 내로라히는 실력지들이 출연히는 묘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무려 5연승을 거두며 시청지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제 간절한 마옴 

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거 같아요.”라고 설명하며 눈시 

울을 붉혔다. “의족을 하기 전부터 목발을 짚고 라이브 카 

페에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제 외형이 걸림돌 

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때론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끊임 

없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지인들 덕에 버틸 수 있었어 

요. ” 그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수 인생에 있어 새로운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 

만 해도 ‘이제는 라이브 업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그만 

둬야 히는 나이가 되었나’히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하지 

만 이제는 곧 밸범 작업도 시작하고 미니콘서트로 더 많 

은 분들을 만날 예정이에요. 은인과도 같은 아침마당 PD 

님과 스태프 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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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끝에서 희망을 보다 

가수 김연택의 과거 일화도 돋보인다. 그는 자전거로 전 

국일주를하며 거리공연을진행하기도하였다. 어린시 

절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게 된 그에게 전국일주란 그야 

말로 도전이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안Oef을 목적지로 

정해두고 광주, 진주, 부산, 대구, 대전 등 국토를 따라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게 되었어요. 일주를 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걷는 길이 ‘인생과 똑같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라고 전했다. 전국을 순회하며 거리공연을 통 

해 모인 총 이천만 원의 성금은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본 

부’를 비롯한봉사 단체에 기부하였다. 그는 “신문에 소개 

된 저를 알아보신 트럭 운전 기사님들이 좋은 곳에 써달 

라며 성금을 기부해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광주에서는 

시위를하던분들이 제가거리 공연을할수있도록시위 

히는 자리를 비켜주시기까지 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 

아요.”라고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그 

를 응원한 안양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저를 

좋게 봐주신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짜로 큰 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 

해주신분들, 이른아침 시간에 제 노래를듣고저를선 

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 

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열린 꿈터 

커피와함께 
LH리는 ‘LH일’ 
북적북적 바리스타 동아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죠비|요” 

주문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빠른 손놀림이 이어진다. 

프로 바리스타 못지않은 폼으로 커피를 내리는 

청소년 바리스타들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반긴다. 

“어서 외l요, 여기는 청소년의 꿈을 응원핸 ‘북적북적 樂꽤|’입니다.” 

빠--빼빼뿔.뿔빼빼.빼빼낼ilillillrllliil뿜뿔앓월뿔;」욕」」“ζ」4;뿔월릎뿔흑붙월릎뿔불날월쏠뿔빼뿔---빼---------



재능마켓에서 음료를 판매 중인 북적북적 바리스타 동아리 

청소년들 

동아리회짙뻐|게듣는 

., _ __,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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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로바리스타 

만안청소년수련관 l층에 위치한 ‘북적북적 樂카페’는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장애청소 

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북적북적 바리스타 동아리’ 청 

소년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 

금은 북적북적 樂카페를 운영히는 장애청소년들이 생활히는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회의를 통해 선정된 기부처에 전달승}고 있다. 

또한, 북적북적 바리스타 동아리는 재능기획단에 속해 있는 정기판 

매단 중 하나로, 북적북적 樂카페 이외에 ‘재능마켓’에서도 음료를 판 

매하며 수익금을 마련하고 있다. 재능마켓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 

능을 기부하여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청소년 재능기부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끄월 24일, 북적북적 樂카페를 운영히는 청소년들은 보다 

전문적인 키페 운영을 위해 전문 강사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도 

했다. 만안청소년재단 활동사업팀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문 교육 

을 진행해 바리스타 동아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웅을 

줄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오는 12월 22일 만안청소년수련관 1층에 

서 12월 재능마켓이 개최된다. 열정이 담긴 음료 한 잔으로 아이들 

의 꿈을 응원해 보는 것이 어떨까. 

문의 만안청소년수련관활동사업텀 031 -470-4724 

http ://www.ayf.o「 |〈「

운영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a. 바리스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우연히 소개글을 봤어요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는데 저|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알고 마신다면 재미있을 거 같비가서 가입하게 되었어요 

Q, 어떤 음료가 가장 인기가 많은가요? 

A 어른들은 아메리카노 어린이와 정소년들은 아이스 초코라떼나 0매|스티를 선호해요 

a.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A 단순히 봉사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번 수익금을 직접 기부처를 선정하는 

회의를 통해 기부한다는 점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a. 가장 힘들었던 점과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오푼 시E뻐|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랄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렬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손님분들이 음료에 대해 격려나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정지연 동아리 회장(안앙여자 상업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어울림’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각자의 일을 마치고 서둘러 모 

임 장소로 모여든 회원들은 서로에게 반가운 인시를 건 

넨다.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을 비롯해 기업 최고경영자 

(CEO), 자영업자, 학부모 등 다OJ한 계층으로 구성된 

총 80명의 회원들은 정기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사안을 논의한다. 아침뜰장학회의 이 

호진 사무국장은 “저희 장학회는 2010년 발족해 지금까 

지 8년 동안 꾸준히 소외계층 후원 사업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으로 꿈을 이루지 못해 힘들어하 

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총 141명의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8500만 원의 장흐닫궁을 지급히는 

장학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죠.”라고 설명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약 1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 

인 아침뜰장학회는 재력자의 출연으로 이자에 해당하 

는 금액을 장ξL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 장희금을 지급히는 독립적인 운 

영방식을 선택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해보 

자는 회원들의 마음이었다. 또한 장학생 선정 기준은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소재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 

로근면성실하고가정 형편이 어려운학생을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내 청소년 관련 단체인 경기여자청소년자 

립생활관, 해솔학교를 비롯해 지역이동센터, 법무부 법 

사랑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문의 아침뜰장학회 

http://cafedaum.net/m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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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 

몇 달 전 장학회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노 

란색 편지지에 빨간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한 아이의 사 

연이었다. 장흐딛끊주셔서 감사하다는마음을전한아 

이의 편지를 통해 회원들은 행복함을 공유하였다. 아침 

뜰장학회 최인규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봉 

시를 이어갈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소신을 앓지 않기 위 

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장학회를 운영w하 

다 보면 기부나 봉시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저희 

들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보 

람 있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아 

침플장학회의 깊은 뭇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전하였다. 

최인규 회장은 그동안 장학회를 이끌면서 묵묵히 돕는 

회원들과 장흐땀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안양시를 위해 좋은 일에 함께 하는 것은 의무라 

고 밀히는 최 회장. 그의 환한 웃음만큼이나 아침플장 

학회의 착한 선행 또한 널리 기억되길 바란다.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따뜻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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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11n 

디음부터 

메쯤l 

텅발 힘든수환|었네 그려. 
그래도 아이들。| -활탤모습。낸에 선하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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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박J..~. 교당선냉넙 등 다양한픽업에 
흥A념t던 우리는은토|한후 。|곤어|서 。κ뚫으 

를어이 다""JI':-_;.:증 f Iκ""'"으 
1 「 I 口」-‘--。」 。」 D ~ 

무료로고쳐투고 앞다너I! 

。 tt-1 。 L보J..I오 탠f %반 발 보반.버|! 

우리가 열口 t나고냉등t논물 。 ~1-.1오? 

요즘 "J::jt난꼬빨은 턴타더|풍같。h 

공부를하면서 수리해야하다. 

다, 쿄21-느마上를 대비해서 야。|들의 당난람을 
이만큼이나 수리해 놓OJ.눈써|. 。 ~I·들에꺼| 

당 동 펀딸등H투귀|. 허허 

32 I 33 

울면 얀도H∼! 울면 얀도H∼ 
'L._1-타 헬아버i:1는 우는 인턴 
에꺼|는 선물을 얀푸딘대요∼ 

※ 실저|로 OKll들으| E반감을고쳐 주는E반감병원이 운영 중입니다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통해 

동심을치료하고물건의 소중함을일깨워주는E반감병원은후원을통해운영되고있으며, 

온·오프라인을통해 진료를 접수할수 있듭보|다 키니스장난감병원 http깨cafe.naver.com/toyclinic 



얼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 

‘도칸’으 
-『 m:;;;;;;;J 』-

‘똑한감기’가아니다 

가족 중 한 명만 ‘콜록콜록’거려도 금세 모두에게 전염될 수 있는 무서운 독감, 철저한 예방이 살길이다. 

지난 여름의 폭염만큼이나 올 겨울 한파 역시 기록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감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준비해보재 

감기 

신체접촉으로 S염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따라서예방백신 × 

콧물 코막힘 ‘목통증 등 ‘호릅기 증상’ • 

미열에서서서히고열 

싸
버
 
갚
 가
 꽤
 

감
 도
「
뭐
 묶
 

도감 

호릅71로 S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따라서예방백신 0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두통 등 ‘몸살 증상’ • 

고열이급ξ얀럽게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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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내과의원정영란원장 

현)정내과의원원장 

삼성의료원협진의사 

경희의료원협진의사 

교문리 병원 내과과장역임 

안앙내과개원의회원 

34 I 35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흔히 감기와 혼동 

하기 쉽지만,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도 있 

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만성질환자 등은 폐렴이나 심부 

전증, 뇌수막염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독감 예방법은 ‘백신 예방접종’이지만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습관을 들여놓는 것도 중요하다. 외출 후 귀가하여 바로 손을 씻고, 제철 과일 혹은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으로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백신접종’ 

어? 그럼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감기도 같이 예방되나요? 뺀
g
 반 

아닙니다. 독감과 감기는 유발하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므로 독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 

• 올해부터 만 않세 이상 어르신 및 만 12Ail 이하 어린이는 전국의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곤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또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유행이 통상 12월부터 5월ηp;:1 발생하고 있맴| 

따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예방접종 맞는 것을 권~해요 

•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zr1399)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퍼101지(nip.여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처|크해두세요! 



~ 

{
〈
때
패
꾀*
m
E
l
(놈
 

-K 

머
)때
 -
다
 

·t 

‘뽀드득뽀드득’ 눈 밟는 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눈의 여왕이 등장할 것 같은 순백의 숲이 등장한다.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채운 지작나무의 머리끝과 마주하먼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골치 아푼 생각들이 사르르 북는다. 

약 690,000본으| 자작나무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숲이다. 

er‘『r

----...- - -._ 

한편의영화같은 
한겨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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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문의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1-9696 http://www.fo「est.go. k「



빼‘ ,‘,,‘
t 
i 
l --’ 

、
、

‘ ’ 、s

t . --

/ 

/ , 

속삭이는자작나무숲 

자작나무숲은 순백으로 가득하다. ‘나무’하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갈색이 아니어서 더 특별하다. 이렇듯 일상의 

굴레를 벗어난 특별함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히곤 하 

지만 그 특별한 모습은 쉽게 마주하기 힘들다.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자리 잡은 자작나무숲은 5월 중 

순부터 10월 말,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일 년의 절 

반정도만그자태를드러낸다. 그래서인지 ‘당신을기다 

립니다’라는 자작나무의 꽃말이 더욱 와 닿는다. 서울에 

서 지-동차로 대략 2시간 남짓을 이동한 후, 원대리 산림 

감시초소에서 도보로 1시간여를 더 올라가야 자작나무 

숲과 마주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내린 눈이 얼어 미끄 

러질 수 있으니 등산화와 아이젠을 필수로 착용해야 하 

고, 스틱을 챙기는 것이 좋다. ‘대체 끝이 어디야라는 

마음을 누르며 걸어 올라가다 보면 하얀 숲의 주인들이 

고생했다며 미중을 나와 있다. 북유럽에서나 볼 수 있 

을 거라고 상상했던 모습이 눈 앞에 펼쳐지는 순간, 가 

슴이 뺑 뚫리면서 일상 속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V//U/HH/H/U..69"".U/H/H///~”------%· ----------------/ 
열려있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생활의 됩 

겨울철 
‘LH 차사용설명서’ 

운전자라면 한 번쯤 지동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히터, 시트 열선 등의 온열 E탓|를 많이 사용하고, 

낮아진 기온 탓에 배터리의 성능이 낮아져 방전되기 쉽다. 우리가 꽤딩이나 

온수매트 등을 구입하며 월동준비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만반의 대비를 

마쳐야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비
콤
 어
-
니
此μ
M
 힌
i〈
 



…%”%%%%%%””%%%%%%%%%%”%“%”%·”%%%%%¢%κ%줬”~'j 

38 I 39 

LH7~.A 
C> 「-「

전면유리 
/

리
 

기
 

관
 

기
 

놓
 

게
 

차
 
걸
 
센
 

하
 
주
 
흥
 

돋
 

끗
 
에
 

샤
 로
 

깨
 
내
 

료
 
으
 

자
 
실
 
검
 등
 

딘
 

적
 
작
 
물
 

리
 

답
「
답
 기
 O 

터
 

。
。
7

주
 
헌
 

배
 
-- • 비닐이나 종이박스로 덮어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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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압을 적정치보다 10% 가량 높게 주입 

• 스노우 타이어 교체 및 스노우 체인 구비 

• 마모상태살띠기 

---갖깃、 tip. 동전으로 확인하는 타이어 파{| 시기 
쨌)뽕l 타이어의 움묵파인 부분에 백 원짜리 똥을 거뾰 넣어 세종대왕으| 딱가 
、~ 보이지 않으면 마모상태 정생 세종대왕의 모자가 반 이상보인다면 마모상태 심객 

깨~““%%%%%“~”%“.았x”%”%“%%%%“%%--“~ ‘ 



골든o~워 1, 2 
이국종지음 | 흐름출판 I 201s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과 북한 귀순 용사 총상 치료로 잘 

알려진 외과 의사 이국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었다 

비장함을 넘어 눈앞에 선혈이 낭자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표현력과 속도감은 순식E뻐| 독자를 ‘생사의 갈림길’로 

안내한다. 저자는 중증 외상치료 분야에서 세운 혁혁한 

공{功}을 숨은 영웅들에게 돌린다 목숨을 걸고 헬리콤터를 띄우 

는 소방향공대, 묘먼ξ언겁이 일하는 의료진 보이지 잃는 곳에서 묵 

묵히 돕던 손길을 띠뜻하게 7 |억하며, 그 모두의 이름과 설명을 

책의 말미에 빼곡히 적어두었다 

나는부엌에서 

과학의모든것을배웠다 

이강민지음 |더숲 12이 7 

이 책은 물리학 화학, 생리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를 효탄한 요 

리로 접근하게 도오}준다 과학지이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저자 

는 연구실과 교단, 부엌을 넘니들며 활동해 온 경힘들을 바탕으 

로 부엌에서 일어나는 신비히고 놀라운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명 

쾌하게 설명효H二t 총 7개의 장으로 나뉘어 구성된 책의 1장은 요 

리를 식탁 위에 펼쳐진 과학의 예술로 표현하며, 새로운 요리법 

의 탄생은 과학과 연관되어 있다고 소개효H각. 이 책을 통해 음식 

에 담긴 문호빠 역사 과학의 발전과 새롭게 변호넘는 요리예술 

에 집중하다 보면 과학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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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확실한 행복 -새로운 비행 편 

일 시 2018. 12. 6. (목) 오후 19:30 

장 소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람료 전석 15,000원 

문 으| 031-687-0500 

융복합무용극 〈물속 속물〉으| ‘움직임팩토리’와 소설 아티스트 그룹 ‘이모저모 

도모소’의 새로운 비행이 시작된다 움직임팩토리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를 다양 

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몸의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모저모도모소는 지역의 특수성과 사회적 이슈가 반 

영된 사물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제작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소설 프 

로젝트 디자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이 전통 공연을 중심으로 다~한 작 

품들의 이야기가있는무대를꾸민다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일 시 2018. 12. 27. (목) 20 :00 

장 소 안양아트센터 관악홀 

관람료 R석 70,000원, 5석 60,000원 

문 으| 031-687-0500, 0501 

크리스마스 케이크보다 달콤한 ‘2018 CHRISTMAS [ ONCERT!.’ 오랜 시간 효택 

인이 가장 사료「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매년 전석 매진의 신호를 갱신하 

는 유키 구라모토와함께 가장행복한크리스마스를 만들어보자 친숙하고 서정 

적인 유키 구라모토의 베스트 음악들을 비롯해 오직 크리스마스 공연에만 들을 

수 있는 메들리 솔로 연주에 특별한 친구들 피아니스트 ‘지용’과 바이올리니스 

트 ‘대니구’의 아름다운 클래식 곡이 오케스트라와함께 무대에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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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뮤지협 

신비아파트2 
12월 l일 U:OO, 14:00, 16:30 
12월 2일 U:OO, 14:00 
안앙아트센터관악홀 

R석 55,000원 

·생 
S석 45,000원 

ft 031-687-0500 

9 

16 
낭독공연 

김애란작가의 

‘나는편의점에간다’ 
BOO, l S:OO 
석수도서관 시청각실(4증) 

무료 

앙 031-8045-6116 

23/30 

월
 

화 

2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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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년을 갇터'II 최고의 히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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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린이코딩교육 

업인벤터를 활용한 나만의 

코리스마스업 E펠기 
(12/10∼12/13) 

rn:20 
띨수 준비물 안드로이드 폰 

관앙도서관 제2종합자료실 

암 031-8045-633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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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輯靈靈훌빼 
24 

을파. 

18 
동화구연 

박달도서관동호}잔치 
16:00 
박달도서관 시청각실(4증) 

무료 

ft 031-8045-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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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뮤지협/연극 

스코루지아저씨의 
코리스마스캐롤 
lQ:lO, li:20 
안앙아트센터관악흘 
전석 10,000원 

fi 031-687-0500 

29 

활밟 

6 
다원예슐 

작지만확실한행복 
29:30 
안앙아트센터 수리흘 

전석 15,000원 

ft 031-687-0500 

7 
페스티벌 

2018 안양 효볍 페스티벌 
(12/7∼12/8) 

24:30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앙 070-8676-3836 

J .”·『 。CCI_,,
13 

2018 
아。 f언 

FESTIVAi 
i ;안양, . ... ”•W””-

장조정때 I “ 1.a11u .. 

융합앤터 1: .. 맨 ’‘k 

19 21 20 

27 26 28 

토 

음악/오케스트라 

브라보오케스트라 제6호| 

정기공연 ‘흐|망의 피날레’ 
lTOO 
평촌아트홀 

무료 

앙 031-687-0547 

8 
체혐 

순록이끼로코리스마스 
리스 만들기(1낀8, 12/15) 

24:00 
안양전생태이야기관 

l증체험교실 

3,000원 

ft 031-8045-5205 

15 /----
22 

29 

뮤지컬/연극 

로보?}폴리(12/29∼1낀3이 
12월 29일 HOO, 24:00, 16:00 
12월 30일 HOO, 24:。。
안양아트센터수리흘 

전석 40,000원 

ft 031-687-0500 



• 

얼린 구|로 듣고 진심으로 소롱하는 

안양시 열린 콜센터 031-8045-7000 

궁금한모든 것, 안양시 열린콜센터로문의하세요||! 

안양시 콜센터는 자체운영, 직원이 직접상담 

운영시간 월∼금 8시 30분∼18시 

주말, 공휴일 휴무 당직실로 연결 

지방세흔답금신청안내 

신청대상 ; 흔답발생자중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자 

미흔답금조회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 wetax.go. |〈「) -흔넙금 조회 

- ARS(1544-6844) 전화 ; 주민번호 입력 조회 후 계좌 등록 

- 인터넷 민원24시 e-하나민원〈미흔답금 찾기 조회〉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우|택스(www.wetax.go. |〈「) 신청, 구청 세무과 전화신청 및 

ARS(l 544-6844)신청 

으| ; 안양시 만안구 세무행정팀 ft 031-8045-3281 

안양시 동안구 세무행정팀 ft 031-8045-4398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집 안내 

※ 「여성친호}도시」는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통해 선정되며 안양시는 

201 1년 12월 지정된 후 2016년 재지정 됨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위한다S받f활동에 참여하는안양시 주민 

• 일상생활에서 생활불편사항 발굴 및 제안 

•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및 사업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모집안내 

모집기간 ; 연중 

대 상 안양시민누구나 

참여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 |씨web/woman/ 

suppo「tlistdo)

신청 및 유선접수 ; 안양시 가족여성과 여성정책팀 ft 031-8045 2288 

다~하고 복잡한복지제도톨 
전문실밤사가 원-스릅으로 알려드리는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전화돌림 없이 복지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문안내 및 

종합상담을 one-call one-stop으로 해결 

도움이 필요한시민 누구나 

운영시간 •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12월은 자동차셰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 201 8. 12. 1. (토)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자동차소유자 

납부기간 201 8. 12. 16. (일) ∼ 12. 31. (월) 

편리한 납부방법 

-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 k「),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 

- 가상계좌늠밤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기상겨|조H개인별 부여)로 납부 

- 스마트 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 업 다운로드 후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 전화 ft 1544-6844 이용 납부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납부 안내 

-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조회 후 납부 가능 

- 대 상 정기분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록면허세 

(면허)) 

-방 법 ; 스마트폰업→경기도지방세신청 

NH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멈버스, 카카오페이청구서 

ARS 전화납부안내 

ARS 전화번호 =후 안양시 ft 1544-6844 

- 납세자의 지방세(체납액, 환급금 포함), 세외수입(과태료 포함) 확인 

가능 

-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가능 

※주으|!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부괴됩니다 

문 으| ; 안양시 만안구 세무과옆 031-8045-3292 

안양시 동안구 세무과 ft 031-8045-4470 

안양시 세정과 옆 031-8045-5545 



? 

+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안내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란? 

종전의 지방세 종01고지서를 

대체하는스마트폰고지서로 

지방세고지서, 지방세납부, 

문자상담, 지역홍보 등 다~한 

기능을포흔F하는일원화된 

지능형전자고지서 

대상세목 

-지방세정기분 ; 자동차세 

(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이용방법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검색 

-NH스마트고지서(농협), T스마트청구서(SKT), 스마트납부(네이버-

신한은행), 삼성카드, 하나멈버스 5개 중 1개의 업 다운받아 설치하고 

고지서신청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 더보기 > 카카오퍼1 0 1 > 청구서 신청 

문 으| ; 안양시 세정과 윈 031-8045-5148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요령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보온재(헌옷, 인조 솜, 보온커버)로 

채우면 동파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공동주택은 보호함의 틈을 접착 테이프로 막고 가급적 

보호함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 노출된 수도관은보온커버나헝갚 등으로 단단히 감고 비닐로 

감싸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합니다‘ 

• 영하8℃ 이하로온도급~하시 수도꼭지를조금열어 놓고수돗물을 

흐르게 하면 동파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 조치요령 

• 수도꼭지를 열어 놓고 계량기 양쪽 연결배관을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녹여주세요‘ 

~ 50℃이상뜨거운물을붓거나화기가직접닿게되면고장이발생 

하게됩니다 

• 계량기 유리가깨지면 ~념}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세요 

(시에서 검침하는 계량기) 

동파신고 ‘ 안양시 ~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ft 031-8045-2808, 2899 

-

-

2018년 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 및 성실납부 홍보 

기 간 . 2018. 11. 1. (목) ∼ 2018. 12. 31. (월) (2개월간) 

추진팀 구성 3개팀 (본청 징수과, 양구청 세무고” 

중점추진내용 

• 체납세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성실 납부홍보 캠페인 실시 등 각종 매체를활용한홍보 다S탤} 

-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안내문(체납 불이익, 납부방법 등) 발송 

• 각종 재산조회를통한 신속한채권확보 절저(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등) 

• 자동차세체납차량주·야간집중영치 및압류재산공매 

- 자동차미보험과태료 등 체납차량 주2회 이상 번호판 영치 

-2018년 번호판영치 실적 206대 2,124건 200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에 대한지방세 범칙행위 조사강화 

- 매도재~I{게 대한 매매대금사용처 및 매수자특수관계인 여부 조사 

- 체납처분 면탈, 사해행위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 생계형 체납자 담세능력 회복지원 ; 분납, 신용불량등록유예 등 

• 고의적 납세기피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 무재산 이지만호화생활 영위자 및 사업장운영자등 선별 

• 고액체납자체납실태 파악현장 방문 및 금융계좌압류등적극추진 

안양시 내비산 경로당매띨공동체 사랑방」 

프로그램참여안내 

--
사업명 교육일시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위한 12. 6, 20. (목) 
치매예방교육 및 선별검진 14: 00 ∼ 15 : 00 

어르신권익증진을 12. 5, 12, 19, 26. (수) 
위한 10 80서|대 

장소 

내비산 
경로당 

명심보감스토리델링 
16:0(] ∼ 17:00 「마을공동체 

사랑방」 

어르신과지역주민이함께 12. 6, 13, 20, 27. (목) 
하는건강증진프로그램 

교육(발마사지) 
16 : 00 ∼ 17:00 

대상자 

어-근--시L~ 
성인 

10서|대 

∼ 

80세대 

어르신및 
지역주민 
(희망재 



? 수도요금 스마트문자고지 서비스 운영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교육 안내 

시 기 연중 

신 청 ‘ 안양시쟁바도홈퍼|이지스마트문자고지신청또는전화신청 

대 상 ; 수도요금자동납부신청자 

내 용 

- 별도의 업 설치 없이 신청자스마트폰에서 매월 전송받은문자를 

통해수도요금확인 

- 종01고지서 발행 및 송달 비용에 따른 월 2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제공 

문 의 안양시 수도행정과 옆 031-8045-2445, 2446 

얀얀시민학량 
토를~71-- 장소 | 동안평생교육센터 3층 S담 

문의 | 평생교육과 031낸l045→3012 10 

이희성 | 컨디션트레이너 

컨디션이위태롭다 

2018. 12. 1. 덩 / 오후 2AI ∼ A시 

• 

에 

• ~ 

2018-2019 시즌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경기앓정 

12-01(토) 

-02(일) 

-08(토) 

-22(토) 

-23(일) 

17:00 
15:30 
17:00 
17:00 
15:30 

안~한라 vs o~이스벅스 

안양한라 vs 아이스벅스 
안양한라 vs 하이원 

안양한라 vs 대명 
안앙한라 vs 대명 

※ 1 2월 이후일정은구단홈페이지참고 
※ 경기시간‘토요일 17 :00/일요일 15:30 

창작교실 

주 제 순록이끼로 크리스마스 리스만들기 

일 시 2018.12월 8, 15. (토)14 : 00 ∼ 15 : 00 

대 상 . 5서|∼초등 4학년 

모집인원 · 15명(참가비 1인 3,000원) 

장 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겨울방학칠새탐조 

주 제 안양천의 철새이야기 

일 시 2019. 1월 5, 12, 19, 26. (토) 10:00 ∼ 11 : 30 

대 상, 초등학교 이상누구나 

모집인원 . 20명(참가비 1인 3,000원) 

장 소 안양천생태이야기관 ∼ 안양천(화창교) 

신청방법 홈페이지(h깐p //「ive「anyanggo. k「) 또는 전화 신청 

입금겨|좌 ; 농협 301 -0122-4681-31(안양시환경사업소) 

문 의 안양시 하천관리과 안양천가꾸기팀 ft 031 -8045-5210 

알뜰나눔장터 동절기 휴장 안내 

평촌중앙공원 알뜰나눔장터가동절기를 맞아시민안전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휴장합니다. 

휴장기간 2018. 11. 17. (토) ∼ 2019. 3. 30. (토) 

장 소 ; 평촌중앙공원옆「차없는거리」 

문 의 ; 안양시 청소행정과 윈 031-8045-5755 



우리시에서는 관내 기업 및 기정에서 검뮤터 륭율 빼기힐 때 

사진 공인인흥서와중요문서 동율완전 삭재하지 않고그대로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정보유훌 위헝율사전에 예농.하.:il자개인정보파기서비스톨 무료로 실시합니다. 

기 간 연중 (업무시간 내) 

대 상 시민및관내기업 

매체증류 하드디스크(데스크탑, 서버. 노트북). 550, 휴대폰동 

신청농법 @ 전화로 방문예정일 신정 

@ 신청한 방문일에 파기할 매처|률 자|고 인앙시정 8흥 정보장!과로 방문 

.}본인 확인 (신분흥) →신청서 작성 →따쇄 

담당부서 인양시 정보통신괴〈앙 031-8045-2540) 
「 .., 

i 1 미71할 매체민 분리해서 가지고 오서l요 ’ | 
"~끼}, I I 
휴ζ • 2 미기힘 매체는 한 연익 크기가 15cm DI민만 가능 I I 
톨흘F‘ I 3 훌대폰 등 배터리가 있는 경우는 배터리 운리 후 미기 7덤 | | l 。어요셔메 4 71엽은 띠기요성 잃(기엄영 시엉X흙번호 마7總명 j 

‘ i 매치|종류.수링등)필요’ | 

L_ 

문 의 안양시 정보통신과 ft 031-8045-5677 

를*· 
고혈. 

션 룰 ~:qw 찍지‘노토 흥어·, 흉어. 
를7삐찢지입깨뭘어서 빽.쭈소에잉를제거 스프링륭.거 를료.궈서 

• - --,엉뻐|.앤 
는」 내용를바우고디를찌힐g리 

. 
1 ·단1샘흥제용기 

구엉을룰어서 

__ __JI __ 

i 
룰라스팩 .랴스틱 에닝(··)· ·포g생수지·{스티료를) 

유리명 

찌훌훌 
를까. 

내용룰비우고 01를힐￥·요 스티’l~요 택잉제거 
.월.톨리 스티커제거 '~뼈용왼흥째는구입처로e법 

용용수,쇼'll 'llW 

당뼈용초를빼힐${ 

L용이싸 l버닝쿄엉된용Olfl앙고X낸징1'0.EIO모 l명ll시71!1-,•월등‘ L빼유락 거율,도지·71!1-, 
I뻐를 [lilιt .... 잭휴 J’R스뺑달oaw.뿔l빠 [스티뿔 1 ,희용.리연,도A뼈용'l 
찍---를빼펀116£1꿇떠연뼈끄려융l-'1'생 식용 •• 지째및건.용 ffil찌를샤용펀 
스티료.엉싹g잊논것 l의*}이.스g찌 

----톨톨.엉비wn에.。, •• 

- --를 W1t8P!! 일반흥앙xt••이.。,--‘e는것.‘!!-.a-~•-

문 으| ; 안양시 청소행정과 옆 031-8045-5992 

1 2018-2019 뺨KGC 인삼공사홈경기 일정 (장소 : 많실Lff체웰) 
-------……- --- -- --------…- ---- ------- -- -----…-------…---“-~--------~ 

연번 일 시 상대팀 

2018. 12. 7. (금) 19:30 창원LG 

2 2018. 12. 12. (수) 19:30 전주KC〔 

3 2018. 12. 14. (금) 19:30 원주DB 

4 2018. 12. 19. (수) 19:30 서울삼성 

5 2018. 12. 21. (금) 19:30 서울SK 

6 2018. 12. 25. (화) 15:00 부산KT 

7 2018. 12. 30. (일) 15:00 서울SK 

8 2019. 1. 6. (일) 15:00 창원LG 

9 2019. 1. 8. (호” 19:30 전주KC〔 

10 2019. 1. 13. (일) 15:00 91처치X댄H c:: 

11 2019. 1.16. (수) 19:30 

I ※ 2월부터의 일정은 안양KG〔 인많사홈페이지 참고 울산모비스 



(안양시 식품안전과 도시농업팀 추천) 

드라세나와네키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 겨울절의 건조한 실내 환경이나 빛이 잘 들지 않는 장소에 

서도잘자란다 

• 크실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제거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 
@물관리 여름 ; 7∼10일 1회 

겨울 2주내외 1호| 

공중습도 . 건조할 때 주 2∼3회 분무 

&온도관리 적정온도 : 16∼깅 
(단기간밤온도 

10℃ 정도 떨어져도 견딩) 

이달의 공기정회직물추천 

드라세나마지나타 
생활공간 배치 추천 | 거실 

• 생육속도가 느리지만 쉽게 키울 수 있으며 건조하고 

낮은 광도에서도 잘 자란다 

• 반그늘을 좋아하며 여름철에는 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 벤젠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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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기 만안 · 동안 평생교육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만안 . 2018. 12. 13. (목) ∼ 12.18. (화) 

동안 : 2018. 12. 14. (금) ∼ 12. 18. (화) 

교육기간 2이9. 1. 7. (월) ∼ 4. 26. (금) 

모집대상 만18세이상안양시민및관내직장인 

접수대상 인터넷 접수(컴퓨터)후 컴퓨터 추점 

안양시 평생교육원(http://learninganyanggo. |〈「)

의 안양시 만안평생교육센터 옆 031-8045-6066 

안양시 동안평생교육센터 옆 031-8045-6041 

시 기 연중(매주수) 

시 간 9:00 ∼ 18 : 00 

장 소 안양아트센터 1층현장시장실 

내 용 

- 형식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g받} 으|건을 수렴 

하여 직접 문제점을 찾아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만안구가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성장 

동력의 거점도시로 변모할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 동서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모두가함께 잘사는 안양구현 

문 의 안양시 총무과 ft 031-8045-5512 

지원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여력이 

없거나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 ‘ 3년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ft 031-387-3525 

지원절차 ; 경기신보 신청 =추 시 추천 ==> 경기신보 보증서발급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문 으| ; 안양시 기업지원과 ft 031-8045-2284 

「만안 현장 시장실」 운영 

’ 

* 

안양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이며,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종(524개 

업종)인관내기업 

지원한도 업체당5천만원이내 

융자기간 . 3년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얻 031-387-3525 

지원절차 · 경기신보 신청 =추 시 추천 =추 경기신보 보증서발급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시 이자차액보전금 

2.5% 지원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문 의 안양시 기업지원과 옆 031-8045-22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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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샘과격려가있어탬한정치발웹 ] 

[ 국민과 정치인율 이어주는 정치후월금 

디담롤이될니다 

찌꿋환정~I져글의 
원월한조g 

건진한민주정치 
.천의토대마련 

_ ... 념륜헬흩훨E굉tJ꾀------、 ‘-

정치자급률쟁당애기￥하려는 

깨인이선거판리워훨m에기퇴 

.정정당·갱i엔룰후원6벼농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얘 
률륙한후월회얘기후 

l캘힐뀔!ll 깨앤1 1회 1만윈또는그예짧하는1빼빼 
""'Ill 연간1억휩 또는전언도스특억1야롤의 5흥 

디액이하의금액 
.엉훌무원과샤링이R깅윈은 JfCI·많!기부.수있~ 

_,;힘파~ .. 깨인연간Z전안훨 Ota!, 
""'Ill 각5액만뭘 or하로여러후원회에나누어기부가놓 

.웰 돋훨륜흙U를얀등------

• 

신용카드포인트조회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 
----씨"'''•'•tr.…텐따많패m 

- -懶뜸헬뀔_.) 
"11111 

「- 기택훌 충양선거판리위원회 --「

[- $!Iii 정당·국회의원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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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43호| 시의회 임시회 개초|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제243회 시의회 

임시회를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열어 조례안 

및기타안건을처리했다 

2018년도 저12차 의정연수회 실시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는 10월 1일부터 1박 

2일간전북부안군일원에서 의정연수회를개최해 

의원과 직원간 일체감 조성과 사기증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과의정운영 묘반을 모색하는 

소통의시간을가졌다 



• 의회운영위원회활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건)는 10월 29일부터 

2박 3일간 하반기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충남 

태안,전북익산등을방문하여 타시의 마을공동체 

활동및축제등을벤치마킹하고의회 발전 농반뻐| 

대하여논의하였다. 

ζ~ 

총무경제위원회활동 

o 50 I 51 

~Q: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정맹숙는 저124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4일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혹벤하고 

현황을청취하는등적극적인 의정활동을펼쳤다 



• 

* 

}냐흔릎훌훌멸뭘顆醒뿔뚫聚뿔驚鍵繼寶驚廳활餐響驚醫쩔했활뿔總驗爾鍵醫鍵쫓뿔戀빨짧灣變灣擊驚뿔뿔뿔했寶賽餐警聊繼짧뼈톨훌훌훌훌훌뻐빠톨를---를.--

도시건설위원회활동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정옥)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등 3개 부서에서 상정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위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심의를하였다 

보사환경위원회활동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임영란)는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24일 안양시 자원회수 

시설과 희망사랑방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정취하고직원들을 격려하였다 



ζ~ 

。

0 52 I 5.1 
E。5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자! 

얀양시일자리채용정보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조건 근무예정지 문의 기타 

정우실업 용접원 학력무관, 경력무관 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031 -463-3885 용직무내용 정우실업 배관용접원 

(1 명) 74 특수용접, TIG용접 월 330만원 /주6일 
8:00∼1 7 :00 식사제공{1 식), 명절, 하계 
휴가비 30만원 별도지급 

보경실업 건축설비 기술자 고졸∼대졸{4년), 경력 1 년 안양시만안구안양로 031-8045-2398 휴직무내용 연성대학교 벤처센터 시설 
(1 명) 이상 111 , 언성대학교 관리 월 198만원 /주6일 9:00∼18:00 

벤처센터 토, 일 당직근뭐주,주,댐9따익일 
9:00,)비) 

배정서|무회겨|사무소 회계사무원 학력무관, 경력무관 안양시 동안구관악대로 031 -8045-41 28 융직무내용 세무회계 사무소 일반업무 
(1 명) 353 연 1,900∼2 ,500만원 / 주5일 

9 : 00∼18:00 중식비 지급 

인양샘터요g뭔 병원급식조리사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양시 만안구 인앙5동 031-8045-때47 용직무내용 요양원 주말근무조리사 

(1 명) 627-255 구인 월 45만원 /월 6일 근뭐토요일4, 
일요일2) 9:30-18:30 중식비 지급 

뜸)덕산메텍스 저|조단순종,q원 고졸∼대휠4년), 경력무관 인앙시동안구인앙천동로 031 -8045-21 06 ·직무내용 금속소재 수입(일본에서) 
(1 명) 126번길 2 가곰납품판매 금속절단,금속슬러팅 

및 현장보조. 배우면서 일 히실 분환영 

연 2.400만원 / 주5일 9:00∼18:00 

청춘닭갈비삼겹살 일반음식점 학력무관, 경력1년이상 안양시 동안구포도원로 031-463-3884 용직무내용 닭갈님|음신점홀서빙,주방 

서빙원(2명) 보건증소지필수 12 보조각1명 
시 7,많0월/주6일 17따22.얘시간협의 
가능)식사제공{1식) 

리체파마주식회사 영업기획관리지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앙시 동안구 경수대로 031-8045-4198 ·직무내용 병의원 제품영업 및 
원사무원 613 거래처관리 
(3명) 연 2,400만원 /주5일 09:00∼18:00 

중식비지급 

사랑샘재가장기요양 간호사 학력무관, 경력2년이상 안앙시만안구안앙로 031-8며5-2508 %직무내용 파트타임 방문간호사 

센터 (1명) 간호사자격증필수 211 업무,안양시관내방문 

월 140만원 / 주5일 9:00-13:00 

퓨)세라트론 점토제품생산기 고졸∼대휠4년), 경력무관 인양시만안구덕천로 031 -8045-2508 *직무내용 세라믹 제품혼합 및 소성 

계조작원 72번길 72 (별도연장근무없음)월 190만원 
(1명) /주5일 9:00∼18:00 식사제공{1식) 

진풍전자 전기전자분야단 학력무관,경력무관 안앙시 동안구펑촌대로 031 -8045-4963 용직무내용 전기전자부품산소용접원 
순종사원 401번길 36-13 월 200만원 /주6일 9:00-18:00 
(2명) (토∼13:0이 식사제굉1식) 

문의 안양일자리센터 ft 031-804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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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도서관 만안도서관 

주효내흥- ---1- 일Ai(:작최 - “‘- - ‘ -“ -‘- --‘--“ 
행사명 대상 신청방법 

‘ - - - - - · - - - - --- -- - - --

굉사텅 T요내용 일시(작소) 대상 시청방법 

12. 12(1 (층수) 문 16 :화 0교0실 ∼) 17:30 
유아 

독즐기서르거습운기관 북책아에트갖 대를게한활 함흥용미하를여 
6-7서| 

15명 

12. 19(1 (층수)문16 :화O교O실∼)1730 
二」i;二c。=

저15학명년 
선 i,16착 3시순0부D (금터f감) 

12. 12(, (층수) 문 14 :화 3교O실 ∼) 1630 
유아 

다g뻗f재료를활용 
6구세 

크리스마스 15명 

소품만들기 
하여크리스마스 

저二 4;」학.~년 소풍만들7 
12. 12(1 (층수)문16 :화3교O실∼r30 

15명 

감가스S족D념t과스논영함크화께리 〈폴라익스프레스〉상영 
12. 26. (수)16 :20 ∼ 18 :00 인시앙민 

선착순입장 
(4층시청각실) 

100명 

책의 제포목ε과핸내f 용을알수 
(2층 1관2월외대중출실) 청성소및인년 자료실방문 

비밀의책 없도록 책을키워드 대 (출선증착순지j잠) 
만으로대출하는행사 

30펜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 
12. 22. (토) ; 」;ι~ 1홈4페 6~이 5. ∼지 선 (수 접착)수순 

30펜체험 14: 00 ∼ 16 : 00 4-6 
하기(재료비 5,000원) 

(지하1층문화교실) 학년 ft 031-8045-6164 

부모님과함께 크리스마스 12. 15. (토) 
어린이 ftl홈:0;어 1”\~ 지선:혁5 접칙'.수순 64 

슈가머핀 
슈가머핀만들기 14:30 ∼ 1600 

+부모 만들기 
(재료비 10,000원) (지하1층문화교실) 

~홈:3머 ↑r,'o:∼ 지여(선화5접착-)히수순64 아이스 부모아님이과스함쿠께킴 크 만리;스마스 12. 15. (토) 
어린이 

쿠킹 13 :00 ∼ 14:30 
+부모 

만들기 (재료비 10,0 만O들0원기) (지하1층문화교실) 

스토교리실텔링 어린이들에게우수동화 매주(1 (목층)문 15 :화 3교0 ∼실 ;6:10 유아 
선착순입장 

ft 031-8045 

대독책한서을토흥습움웅관n을때1유을주주알형고고성잊지독E을힘서뜯바에예른 
5∼7서| 

6134∼5 

책할원어머주니는 매주층 ( 어금린) ~00 ∼ 11 :40 2 유구아세 
전화및방문접수 

(1 |실유아방) 
ft 031-8045-

6134∼5 

코딩으로문제르 해기결력과 12. 22. (토) = 」;c。= 1홈O페 6~이 5. ∼지 ( 선수 접착)수순 언플러그드 사고력기 10:00 ∼ 11:30 4-6 
코딩 

(재료비 3,000원) (지하1층문화교실) 학년 ft 031 -8045-6164 

방과후 
우수영화S염 (지 매하주1층(일문) 1화4교 00실) 안시양민 선착순입장 

극장 

체험동화 3펼치주쳐원인지의공는이 가동상 되호공는f나ζ체라뻐힘|속서 매μ주층(멀금~1600 ∼ 16:30 어 5∼린9서이| 
도서관홈페이지 

마을 |미디어체험실 
(도서관서비스 

-〉문호}행사신청) 

어린이극장 우수어린이영화상영 매(4주층( 시목청) 1각6실 o~ 안양 
선착순입장 

시민 

어린이인7 I 2018년한해 가장많이 (1충어 12린월이 웅자료실) 어린0 | 자유관람 
도서전시 대출한어린이책 30권 전시 

「-------------------

점자타자기로자신의 
1217. (웰∼ 1220. (목) 

자유이용 
내이름 

9:00 ∼ 18 :00 어린이 
만져보기 이를이나원하는문구인쇄 

(1충어린이자료실) 

수요영화 
안녕I 헤이즐 1~4층 26. 시 (수청)각 14 :실 ~o 인시양민 선착순입장 

~。d

인문글판시민공모를 

(1, 2 1층2월도한서달관간로비) 안시양민 시화전 통해선정된우수 자유관람 
창작시 30여점전시 

영어동화 영어 동호}를읽DI어주는 ii ·자 :O 3료O (토실 (1층) 유 10: 어아 3린방0이) ∼ 어 5∼린9세이 선착순입장 
나라 다~한놀O 활동 

박달도서관 -{- “--
삼덕도서관 ‘사명 ..,..q니;R 칠시rrL •.) 대상 신청방립 

헬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대상 신청방법 
-- -- - --- -- -

이할야머기니책 매주(금)1100 ∼ 11 : 30 
어린이자료실 단체 전호}접수 

율동동진과호행f하구손는언유희 봉재가사미단있가는이미된 유어 4∼아린7서이 및| 
ft 031 8045 

매주어(토린) 11 :00 ∼ 11 :30 6353 
그림책세상 

이자료실 
동호}구연진행 

엄마의 2.4주 (수) 
개인 선착순입장 

동호}책 11:00 ∼ 11:30 

키즈시네마 우수어린이영화~영 매주|(청수각)실 인시앙민 선착순입장 16:00).. 

계단극장 우리는동물원을샀다 매월 마종지합막자주료(수실) 인시앙민 선착순입장 19:00 

색연필 드로잉의기본방법을 12. 11 (화) 
성인 

카크드드리로스만잉마들스기 배우그고리카는나드만크만의리들스 이기마야스기로 
10:00 ∼ 1200 

12. 1l (화) ; 」i;」;~그= 

16 : 00 ∼ 1800 4-6 

12. 8. (토) 二"..;二」。t::: 1127. (호h 

겨미울니크케동리익호스}를D 만f스들읽기고 
13:00 ∼ 14:30 1-2 초등 10 :00 

미니케익 
유아 

유아성인 1400 
만들기 12. 8. (토) 선착순모집 6-7 

15 : 0(〕 ∼ 16:30
+부모 

스미트니링트아리트 미 수스니의트트링 규리아칙를트을만를학들활습어용하보한고기 12. 8. (토) = 」」;'~

만들기 
10:00 ∼ 12 :00 1-3 

샌드아트 바「팔람죽이할 들멈전려과래주호동는화랑모이래」공극연장 12. 8. (토) 
안시앙민 -도〉(도문서서호관}관행홈사서페비신이스청지) 12:30 ∼ 13:30 

공연 
시청각실(4층) 

크모만리스스들트기마리스 
12. 11 (.화) 

6.7;;ι세I。및 도(도서서관관홈서페비이스지 모스액(M자OS형s)로 트만리드는 15:00 ∼ 1600 (6,7서|) 

16 3문0화 ∼교 17:실3~층 (초)등) 학생 -〉문호}행사신청) 

반도짝서공관방 슈 오링열용후클E쯤스3 는이μ열 도 부 정소서터식 고관5 민리A곰들 인 까생기들지1 지 12. 13. (목), 12. 19. (수) 
안시앙민 15 : 00 ∼ 17:00 당일선착순접수 

1충로비 

동호공}잔연치 멀티 손동인화형, 캐국,롤 동연극주, 등 
12. 18. (호” 5∼7서| 도(도서서관관홈서떼비이스지 

1600 ∼ 1700 
어린이 

시청각실(4층) -〉문화행사신청) 

X-ma얘|브 온종영일화S홈※영페S이되H영지는표 잠크도고리서스관마스 12. 24. (월) 
안앙 

온종일 10:00 ∼ 22 :00 선착순입장 
영호|관 시청각실(4층) 

시민 

O터I웃이크북 사도증서서이가들가을직료뻐접테|이 큐 담크레아아이제웃션공북한 (주명. 2일일휴흥t증0빌O앙~(지긍 ∼ - 0제2실O 0외이0 안앙 자료실방문 
시민 (대출증지참) 

매주(수) 유어 4∼아린7서이 및| 개인 선전착호순}접입수장 책읽어주는 재미있는율동과손유희가 
1100 ∼ 11 :40 

8:체 
엄마 가미된동호}구연 

(4층시청각실) 
ft 031-8045-

6184 

꼬그--맹1ζ그이 } 매(4주층 ( 시토청) 1각4실 。。) 매(4주층 (토) 1400 시 안앙민 선착순입장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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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청방법 

11127. (화) 10:00∼ 
12.14. (금) |유아 및| 마감 시 선착순 

18:30∼19:30 I 어린이 | 홈페이지 접수 
(3층 시청각실) 1 100명 I ft 031-8045-

6255 

일시(장소) 주요내용 

솜사탕을활용한 
관객참여 미술 
퍼포먼스 

A’ ;ii:~ 닙}닙{ 」 0 「 t::I 

11. 21. (수) 
12.1. (토) | 3세 I 11:00 ∼ 

14:00 ∼ 15:00 I 이상 |홈페이지 사전접수 
(3층 어린이극장)| 100명 I ft 031-8045-

6285 

씨
찌
 
얘
 앵]
 

지
 

스
」A
 
-

차
「
저님
 

선
 

뺀
 

매주(금) 
1040 

유아등을 
대상으로 
동호F큐연 

12. 9 
아이스에이지 

(94분) 

:':H 
-「

읽어주기 

당일선착순입장 
ft 031-8045-

6334 

선착순입장 
ft 031-8045-

6334 

시척반번 CHξ} 

아
 께
 명
 

유
 ε
x
 --------T--------· 

매주(수) 
15:。。

(3층문화교실2) 

안양 
시민 

우수어린이영화 
S영 

우수영화 
人}。1
00 

선착순 
(사전접수 X) 

양
 민
 명
 

안
 시
 K 

2,4주(일) 
15:30 12. 23. 

아더크리스마스 
(97분) 

30 입체 
영호밤영 

11. 26. (월)∼ 
홈페이지접수 
윈 031-8045-

6334 

12.10. (월) ∼ | 우I 
12. 13. (목) | 」」。

I 5-6 
1 8 : 20 ∼ 19:50 I | 등}녀 

(4호|) | 
I 10명 

(제2종합::q료실y 

업인벤터를 
활용한나만의 
크리스마스업 
만들기 

어린이 
코딩교육 

벌말도서관 

흐 、10 -주요내용 -1 겔시(장소) 대상 신청받번 

11. 29. (목) 

12. 10, 12.17. (월) 유아및 
10:00 ∼마감시 

송년의달 크리스마스소품 {:」.{~「h2 
행사 만들기 

15:20 ∼ 18 :00 ~;」 cξ~

이터|네 λ‘ 저 닙-λ「 
(문화교실) 15명 

ft 031-8045-
6303 

우수영화 
유아·초등학생 12. 5. ∼ 12. 26. 일반 A」:!~「~f도= 。노J~ 

~。C그j 
대상 매주(수)15 :30 ∼ 시민 ft 031-8045-

애니메이션~경 (문화교실) 20명 6303 
---t- 」----- ·-

12. 6. ∼ 12. 27. 
5∼7서| 서차수" 。는d자 0 

동호}구연 유아를대상으로 매주(목) 
동호}꿈터 하는동호}구연 15: O〔〕∼ 15 :40

유아 옆 031 -8045-

(어린이자료실) 
15명 6303 

12. 13. (목) 

초등 1∼2학년 
12. 23. ∼ 12. 30 二」L;」二 ~그= 10:00 ∼ 마감시 

영어동화 
대상으로하는 

매주(일) 1∼2 선착순 
구연 11:0(] ∼ 12 : 00 등-「fL=l 」- 인터넷접수 

영어동화구연 
(어린이자료실) 20명 ft 031-8045-

6303 

호계도서관 

낼사명 | 

-
」
타
。]1
 트
 

콤
 
시
 W 
서
 

다
근
 소口
 
口

코
」
 

※ 더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l 

※ 문의 1층 어린이자료실 얄 031-8045-6218 대상 

세
1
 ι
4
 

겨
」
 

첸
 사μ띔
 밍
 

니
시
 그
-
-
-
ο
I
 

=g 

즉
 내
리
 싸
며
 
m맏
 

아E
 파맏
 
활
 멘
 

온가족 
방울방울 
버블쇼 

관양도서관 

행.‘}。 이시낀j-A,.) 

매주(목) 
16 : 0(〕 ∼ 16 :40

(어린이자료실) 

임시(잣소) 
· ‘ - -

랭사명 주요내용 대상 까|척박범 
-- { 

우수영화 우수어린이 
매주(수) 

안양 
서차λ7「이 닙자ζ〉 

사0여ζ〕 영화S명 
16:00 

시민 
ft 031-8045-

(4층시청각실) 6232 

二」4;」二CI二그 
11.14. (수) 

모래가 
샌드아트 

12. 1. (토) 
2∼4 

10:00 ∼ 
들려주는 

체험공연 
14: 00 ∼ 15:30 

하-「녀L」 
홈페이지사전접수 

OIOP I (4층시청각실) 
30명 

ft 031-8045-
6232 

12. 7. (금) ∼ 
12. 21. (금) 6∼7서| 

11. 21. (수) 
15 : 00 ∼ 16 : 00 10명 Fun Fun 영어동호}와 
(4층시청각실) 

10:00 ∼ 

영어 미술활동을통해 홈페이지사전 
스토리 영어표현력 

12. 7. (금)∼ 二」i듀;~ 
X는,-j「、

텔링 기르기 
12. 21. (금) 1∼2 

ft 031-8045-

16:00 ∼ 18:00 학년 
6232 

(4층시청각실) 20명 

행사명 | 주요내용 [ 인 .. qr장소) 대상 신청방법 
--」

「우리아이 
12. 8. (토) 어린이 

12. 1. (토) 10:00∼ 
2층문화교실 

‘송년의달 
천연크레파스 

※시간은추후 안양 
선착순마감 

특별행사 
만들기」 

공지 시민 
인터넷접수 

「내 마음에동호h 12. 19. (수) 
유아 누구나입장가능 

특별동호}구언 15:30 ∼ 16 : 20 

즈요내용 

유아등을 
대상으로 
동호}구연 

비산도서관 

• 

* 

? 

평촌도서관 

그림책과 
놀자 



만안구보건소 

행사명 주요내용 

7-Pl-.A.l-Cl-.A.I 
L00D2 

으여 
L」 ι」

비만,대사증후군, 
고지혈증등상담 

12. 5. ∼ 12. 12. (매주수)총 2회, 

14:00 ∼ 15:00 (보건소 5층 회의실) 
덜달게덜짜게 당소금·지방의올바른섭취 
덜기름지게 (이론및시연) 

금요일에 즐거운 걷기동아리 스트레칭, 
함께걸어요! 산보등 2개지역에서운영 

체력측정실운영 
신체구성검사체력측정 

6가지상담및운동처방 

메텍스 메텍스장비를활용한 

허라튼튼운동교실 허리근력강호변동 

재활운동교실 근육경직완화운동 
으L.!... 여〈그 신체밸런스운동 

일시땅소) 대상 신청방법 

연중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안양시민 
만안구보건소 건강상담실 

| 용 031-8045-3465 

안양시민 30명 
만안구보건소 건강상담실 

ft 031 -8045-3465 

안앙시민 건강상담실 
누구나 ft 031 -8045-3043 

성인 
체력측정실 

ft 031-8045-3041 

허리근력강화희망자 

보행기능한 물리치료실 

E빼인 ft 031-8045-3047 

방문재활 
서비스 

수동관절운동 
보호자재활교육 

노인 불소도포 | 스켈링, 불소도포 
스켈링사업 | (치주질환 및 충치예방) 

12. 7. ∼ 12. 28. (매주금) 
10:00 ∼ 12:00 (박석교, 보건소앞) 

연중 
(보건소 3층 체력측정실) 

12. 3. (월) ∼ 12. 31 (월) 
9:00 ∼ 11:00 (물리치료실) 

12. 3. (월) ∼ 12. 31. (월) (상시) 
15:00 ∼ 17:00 (물리치료실) 

자택으로방문하여진행 거동이불편한ε버H인 

기간 . 연중 (예약제 운영) 
장소 구강보건실 

만 65세 이상관내 어르신 
구강보건실 

ft 031-8045-3206 

만안구관내초등학생 
흐드학생불A 

’ _,_ I 충치예방을위한불소도포 
도포사업 

2019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모집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모집 

기간 연중 (예약제 운영) 
장소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실 
옆 031-8045-3206 

12. 5 (수) ∼ 12 . 7. (금) 
13:00 ∼ 15:00 건강상담실 3층 

만안구에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 

(만66개월미만까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가구(홈페이지참조) 

건강상담실 
ft 031 -8045-3037 

-대상 만 65세 이상 (1953 
어르신 전국 위탁 병의원에서 무료접종 12. 31. 이전출생자) 만안구보건소 

인플루엔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접종기간 2018. 11. 16 ∼ ft 031-8045-3039 
예방접종 (http://nip.cdcgo k「)에서 의료기관확인 백신소진시 (신분증 지참하여 3208 

보건소에서접종) 

어린이 I I 전국위닥병의빼무료접종 I c , 2006. 1 ∼ I 만안구보건소 
인플루엔자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2018. 8. 31. 출생자 ft 031-8045-3039 
예방접종 (http://ni cdc k「)에서 의료기관 확인-접종기간 2018. 9. 11 ∼ 2019. 3208 p. go. 4. 30 (우|탁의료기표뻐|서 접종) 

- I ------------------------•-------------------------- --- I ------------------------」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만안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대상 1958-54년생 안양시민 

-당뇨,뇌졸중, 만성 펴|/심장/간/ 

신장질환, 혈액종양질환자 
-접종기간 2018. 10. 11. ∼ 
백신소진 시 (신분증, 처방전 
지효년때 보건소에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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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 -

어르신 
인플루맨자예방 

접종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여|방 

저t:::l조ζ〉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 
저t:::l조C> 

노인불소도포스 

켈링사업 

대사증후군동행 

프로젝트 

5樂운동 

고혈압당뇨 

표준화교육 

올바른혈당계 
사용법교육 

뇌졸중슬링 
운동교실 

근골격계 
재활운동교실 

주요내용 
~----~~ -

어르신 
인플루엔자예방접종 

만성질환자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어린이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스켈링,불소도포 
(치주질환 및 충치예방) 

8종건ζ벼|크로 

대사증후군판정, 
영양운동고위험군등록 

관리(6,12개월) 

스쿼트, 푸시업등체중부하및 

맨손근력운동그룹지도 

질환,영양,운동교육(3주차) 

일대일 혈당측정방법 교육 
스트립제공(SOT) 

슬링, 폼롤러를 이용한 균형 
유지와 신체중심강화운동 

관절의 가동범위(ROM)증가와 

토구,밴드등을이용한 
근력강호운동 

재활순환운동재활운동기구(10종)을 이용한 
| 개별순환운동 

a 

일시(장소) 대상 신청방법 
~-- --

-대상 만 65세이상 예방접종실 

9 : 0(〕∼ 16:00 (1953.12.31. 이전 출생자) ft 010-8045-4400 4861 
예방접종실(1층) -접종기간 2018. 11. 16. ∼ (신분증지효념때 

백신소진시 보건소에서접종) 

| 대상없년생땅시민 
-당뇨l 뇌졸중, 예방접종실 

9:00 ∼ 16 : 0(〕 만성 펴|/심장/간/신장질환, ft 031-8045-4400 4861 
예방접종실(1층) 혈액종양질환자 (신분증, 처방전 지짙념때 

-접종기간 보건소에서접종) 

2018. 10. n ∼ 백신 소진시 

전국 위탁 병 의원에서 무료접종 
-대상 2006. 1.1. ∼ 

예방접종실 
2018. 8. 31. 출생자 

※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접종기간 

ft 031-8045-4400 4861 
(http I「iip. cdc.go kr)에서 의료기관 확인 

2018. 9. 11. ∼ 2019. 4. 30 
(위탁의료 기관에서 접종) 

연중(예때|운영) 
만65세 이상관내어르신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실(2층) ft 031-8045-4860 

사전예약 
연중(오전) 20 ∼@세시민누구나 

(금식필요) 
대사증후군관리실(1층) (건강검진결과서 지참환영) 

ft 031-8045-4571 

화목/12주 (15:00 ∼ 16:00) 
대사증후군관리대상 

연3기/사전예약접수중 

건강운동실(지하) ft 031-8045-4404 

매월 (수) (10:00 ∼ 11:00) 
고혈압, 당뇨환자및 가족등 

연중수시접수 

건강교육실(지하) ft 031-8045-4571 

매월(수)14:00 ∼ 16:00 
당뇨환자및가족등 

상시방문환영 
대사증후군관리실(1층) ft 031-8045-4571 

화목/12주 (10 :00 ∼ 11 3이 
뇌졸중환자등 

연3기/.A.~전예약접수중 
재활보건실(3층) ft 031-8045-4404 

화요일/12주 (14:00 ∼ 15:00) 어깨,무릎등수술후 연3기/사전예약접수중 

재활보건실(3층) 3주경과후가정재활단계 ft 031-8045-4404 

주중어00 ∼ 1~ :00 또는 1~:00∼펀l ε버H인및허약노인등 
연3기/사전예약접수중 

재활보건실(3층) ft 031-8045-4404 



2이9년 저11기 만안 · 동안노인복지회관 컴퓨터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18. 12. 10. (월) ∼ 12. 14. (금) 

교육기간 2이9 1. 7. (월) ∼ 4. 19. (금) 

모집대상 만 60세 이상 안양시민(1959년생까지) 

접수방법 . 만안노인복지회관·동안 평생교육센터 사무실 

※신분증지참 

의 안양시 만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77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 윈 031-8045-6043 

2019년 상반기 만안 · 동안노인복지회관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 2019. 1.14. (월) ∼ 1. 18. (금) 

교육기간 2019. 2. 18. (월) ∼ 7 20. (토) 

모집대상 만 60세 이상 안양시민(1959년생까지) 

접수방법 ;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신분증지참 

의 안양시 만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77 

안양시 동안노인복지회관 ft 031-8045-6043 

박달1동 어려운 이웃에게 6년쩨 이어진 따뜻한 마음 

박달시장깨구리반찬’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 전달 

박달1동 박달시장 안에 위치한 깨구리반찬’에서는 2013년 

부터 6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을 지원해 주고 있다 

박달1동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안양시에서 가장높은 

15.4%로,그중독거노인 비율이 30%어| 달해 일상생활 

유지가취약한 가구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홀로사는 노인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청장년층독거가구 

에게 밑반찬 지원은 가장필요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2013년 이후로 평균 주 3회 이상 1호|당 5가구에게 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벌써 6년째 계속되어 약 4,320가구에게 

혜택을주었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은 매일 다른종류의 반찬을 먹을 수 

있고, 혼자살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표했다 

개구리반찬윤은용,박계월사장님은“작은정성이지만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기변다”며 “앞으로도 가능할 때 

까지계속지원할생각’이라고말했다 

。

-

-

접수기간 2018. 12. 5. (수) ∼ 2018. 12. 7. (금) / 3일간, 13:00 ∼ 15:00 

접수방법 구비서류지참후방문접수(신청하고자하는분모두방문) 

• 현장접수 신장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할인서(최근 3개월분) 또는 고지서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해당자에 한함 임신부(산모수접), 으|료급여 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증명서류) 

접 수 만안구보건소 상담실 3층 ft 031-8045-3037 

신청자격 . 만안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 혼합수유부, 영유아 

(만66개월미만刀~Al) 

• 기준 중위소득으| 80%01하가구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건죠보협료 본인부담금(원) 

71 093 I 28,306 I 71.729 

92.s34 I 66.634 I 93.488 
113.289 I 96,ooo I 114,676 

133.780 I 121.332 I 135.529 

2019 영g탤플러스사업 대상자 접수 (1채 

2인 

3인 
4인 

5인 

※육아휴직 

-휴직기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0원 고지된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제출기능 

-휴직기간 6개월 미만 휴직 전 건강보럼료 납부한 내역을제출 

※ 건강보험료금액OJ 0∼49%일 경우 전액지원, 50~80%일 경우 지원 

금액으| 10% 본인부담금 있음 

신청방법 대상자선정 시 가구당최대 2인으로제한(임신부의 경우, 

태어날 아기 포함 2인으로 간주) 

.선정인원;약40명 

• 방 법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적용하여 선정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힘 

요인이 클수록 결과는 개별 통보 

월1 T웰쇄필긍순우l 
이.A.I 닙 
口〕T’ | 산후여성 

I 닙 | 유아 I. 
| | 냉앙위험 

π | 영아 | 부적절한「 |으 
경앙위험 | I I : 

|으 | 부적절한 | 식생활 I ~ ~2 I I I : ~진자 〕므 | 식생활 | 양상으 ! , 
f진자 I I 2 I (6개월 

I 양상을 |보OJ는 :;q J 
| | 까지) 

보이는자| | 

※ 대상자 결정 후 관리 이행조건 (이행조건 불참여 시 대상에서 탈락 
됩니다) 월 1회 영양교육 또는 상담, 1회 가정방문 

문 으| · 만안구보건소 상담실 ft 031-8045-3037 

가구원수 

7순위 6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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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시브 
의료급o~ I ~;;녀 
λ그TL I ITT-「,
T닙이 | 역아 
~~QF으|등4 | ) ’ 
00~:~ 1 영양우|험 
A〕근 | 요이음 
가진자 I '""'= 

l 가진자 



。 호계체육관운영시간조정안내 

2018.12. 1. (토)부터호계체육관의운영01 다음과같이변경조정됩니다 

운영시간 

(안)토 9: 0[] ∼ 23:00 
。근| 그 d-r등T;。~ 

9 :00 ∼ 22 : 00 

정기휴관 매월 셋째 월요일은 [시설정비의 날] 정기휴관합니다 

_c‘「~ 의 호계체육관 윈 031-389-5382 

새로운링기 
.안양소방서 

3대격울용품 

안전하게 
사용합시다. 

펴 
전기a1터전기장판 전기얼선 화옥보일러 

※ 최근3년간화재발생 건수 : 총 2,515건 발생 

E탤랩휠웰를훨흘휠룰훨E훨률렐랩훨훌훨흩훨l 

힘필탤훌휠활휠흩훨흩휠흩훨흩탤웰훨를-

흩휠훨뿔멜를훨E휠률E렐활뀔흩탤훨꽉렐훨핍-

U로훈g기 

인앙쇼빙서 

.빼觸 소화기와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호}재걱정뚝| 

화재조기 소방차 1대 효과 ·소화기’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 

빠대 서-~ 
를훌홉1’ 

。 박달Z동해당화경로당개소식 

58 I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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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 12. 12. (수) 14:00 ∼ 15:00 

장 소 ; 만안구 삼봉로 19번길 13-6(박달2동) 

참석대상 ; 경로당 회원, 도 시의원, 노인지회장, 지역주민 등 

주요내용 

- 식전행사 현판제막식, 내빈소개 

- 개 소 식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 식후행사 시설 순시, 축하시루떡 커팅, 다과회 

문 의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깜 031-8045-2243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내역 

(주때|프알텍 

기탁일자‘ 2018. 10. 26. 

기특tt-H용 . 성금5,000천원 

나눔대상 인앙시 지정기탁 

강00 

기탁일자 : 2018. 10. 19. 

기특}내용 ; 성금 3,000천원 

나눔대상 ; 인양시 지정기탁 

사회복지법인 평호}복지재단 

기탁일자 2018. 10. 18. 

기특}내용 성금 3,0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삼지회계법인 

기탁일자 2018. 10. 23. 

기탁내용 성금1,0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노무법인공감프로젝트 

기탁일자 : 2018. 10. 23. 

기특}내용 ; 성금 1,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메트로병원 

기탁일자 : 2018.10. 23. 

기탁내용 · 성금 1,000천원 

나눔대상 ; 안양시 지정기탁 

범양냉난방 

기탁일자 2이8 10. 22. 

기탁내용 . 성금500천원 

나눔대상 안양시 지정기탁 

코래버 대거|나라〈안양점) 

기탁일자 ; 2018. 10. 22. 

기특배용 중식제공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이마트평촌점 

기탁일자 2018.10. 31 

기탁내용 사랑의도시락 

나눔대상 안양시 독거어르신 

-------r 
l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쭈~I 이·oil~ 

김대룰 왕자님 
2이8년 4월 20일 출생 

부모 아빠 김기복, 엄마 강연숙 (동안구 관악대로) 

태명 축복이 

태몽 없음 

대호에게하고싶은말 

대호야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이 늘 대호 덕에 넘 고맙다. 

앞으로도 건:ye하고 씩씩하게 자라자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자.사랑해 

황하율 왕자님 
2017년 12월 27일 출생 

부모 아빠 황성재, 엄마 앙소현 (동안구 관평로) 

태명 봄이 

태몽 새하얀강아지 

하율이에게하고싶은말 

아빠 엄마의 삶에 최고의 선물이 되어준 하율아! 너로 인해 

매일 매일이 신비롭고 감사해∼ 항상 건:yo~고 따뜻한 사 

람으로 자라길 매일 기도할게, 너무 사료때 

εHoi났o-t .B. ! 

이진아 공주님 
2이8년 6월 21일 출생 

부모 아빠 이승흐|, 엄마 이용선 (동안구 경수대로) 

태명 콩콩이 

태몽 알밤 

진아에게하고싶은말 

사랑스러운 딸 진Of야, 엄마 아빠는 녀로 인해 울고 웃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단다. 진아가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줄게 사람해’ 

부모 아빠 이선용, 엄마 서리진 (동안구 평촌대로) 

태명 축복이 

태몽 큰호랑이꿈 

예랑이에게하고싶은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보석들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건걷i하게 자라나xr-.-∼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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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는 

이제갓안양가족이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하고싶은 말,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먼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3만원 상당의 상품권)를 드립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안앙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아기) 

여러분의 참여로 채워가는 

퍼101지입니다. 

접수방법 urianyang@korea. k「 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아이의 친가와 외가에서도 탄생의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분의 ‘우리인앙도시락’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이의 사진이 실린 ‘우리안앙도시락’을 선물해 보세요! 

전우주 왕자님 
2018년 2월 8일 출생 

부모 아빠 전시영, 엄마 우첸첸(만안구 병목안로) 

태명 사랑이 

태몽 없음 

우주에게하고싶은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둘째 아들 우주Of"V\ 벌써부터 책 

을 좋아히는 우리 우주,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얼른젖도끊으럼 .. 『『 사랑해’ 

하주안 왕자님 
2018년 8월 29일 출생 

부모 아빠 하승현, 엄마 김나래 (동안구 달안로) 

태명 축복이 

태몽 포도알이 투명 그릇에 담겨져 있는 꿈 

주안이에게하고싶은말 

주안o~.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행복하게 자라렴 

문유하 공주님 
2이8년 7월 5일출샘 

부모 아빠 문수장, 엄마 김지현 (동안구 동안로) 

태명 꼭딸이 

태몽 없어요 ππ 

유하에게하고싶은말 

시랑스런 우리 유히야 언제나 밝고 건a녕대| 자라럼∼∼ 

아빠 엄마는유하가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고맙단다 

사료배 

아이싱이든 공주님 
2018년 3월 15일 출생 

부모 아빠 앤드류 아이싱, 엄마 송은비 (만안구 창박로) 

태명 새싹이 

태몽 아쉽게도없네요 

이든이에게하고싶은말 

언제나 우리를 웃게 하고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온 이든아 

사람해∼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앙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1-J-뜯 왕자님 

2이7년 7월 21일 출생 

부모 아빠 이경석, 엄마 문설흐| (동안구 동안로) 

태명 새벽이 

태몽 눈이 크고 사람 크기만한 커다란 노란 오리가 엄마 

한테와서안기는꿈 

광현이에게하고싶은말 

애교쟁이 예쁜 아들 광현Or. 얼마 전에 많이 다쳐 Of폈지 

만 항상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씩씩하게 견뎌주고 금방 

나아서 엄마아빠는 정말 고마워 앞으로 항상 건죠년f고 행 

복하자사랑한다· 

진다온 공주님 
2016년 12월 5일 출생 

부모 아빠 진형칠, 엄마 한승언 (동안구 경수대로) 

태명 복순이 

태몽 아기호랑이 

다온이에게하고싶은말 

막둥이 우리 셋째 다온아∼. 너에겐 엄마아빠 외에도 든 

든한 오빠들이 항상 지커줄테니 걱정일랑은 하지 말거라!|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은 삶의 원동력 그 이 

상이란다. 건강하게 자라짐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살아요∼ 

’.._..... ’.._..... ....._...... ....._.... ‘........... ....._...... 、.._... ... 

유리아 공주님 
2017년 12월 18일 출생 

부모 부모 아빠 유영헌, 엄마 황아름 (만안구 병목안로) 

태명 한방이 

태몽 없어요 

리아에게하고싶은말 

미란언니도 울고 갈만큼 힘이 센 우리 아가 리아 너무 밝 

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원∼ 그래두 무거운 건 이제 

그만 좀 들고 다니자∼ 팔에 벌써부터 근육 생길라∼AA 

엄마, O빠 그리고 리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 리아를 사랑 

한단다∼ 알라뷰 

드~ 고흐니 
i一 o-rc 

2017년 3월 23일 출생 

부모 부모 아빠 박재석, 엄마 김선영 (만안구 삼봉로) 

태명 꼼꼼OI(꼼꼼히 잘 챙겨서 나오라고 지어 주었어요·) 

태몽 친구가 우리 부부와 호변의 예쁜 자수정을 보러 간 

꿈을꾸었대요 

소율이에게하고싶은말 

사랑스런 애교쟁이 딸 소율아! 엄마아빠의 딸이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워.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게 자라길 바라며 건강 

하게 잘크자∼네가 그려나갈 세상이 궁금히구나. 여|쁜 그림 

• 그릴 수 있게 끓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렁H • 



짧다른그림찾기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만난 ‘눈꽃축제&빙어축저|!’ 

눈썰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올 때의 그 쾌감!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이랍니다. 

올해는 또 어떤 즐거운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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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어l는 산타가 되고 싶다 

글 박혜원 (동안구 관악대로) 

12월이다. 올해가 끝나간다. 백화점 앞 가로수와 조형물은 성급하게 꼬마전구를 옴에 김았다. 이제 차기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리고 거리에 서면 꼬마전구들이 반쪽에고 캐럴송을 틀어 놓은 쇼핑몰에는 산타모형물이 

푸근한웃음으로사람들을반길 것이다. 거리 곳곳에서 루돌프가끌었을썰매의 종소리처럼 구세군냄비의 

모금 종소리가 울리는 12월 작은 손수건이라도 누군가와 선물을 주고받고 싶어지는 산타의 달이기도 하다. 

올해 일곱살짜리 조카의 선물을무얼 살까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제작년이었다. 할머니가서투른솜씨로 

얼기설기 고무나무에 걸어놓은 꼬마전구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니 조카가 양말을 걸고 편지를 넣었다. 조카 』.

는 편지에 산타 흥L아버지께 받고 싶은 선물이 네일아트 장난감이라고 썼는데 무심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통 

회책을 선물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口바 난리가 났다. 동첼객은 엄口싸삐까 시주는 건데 왜 산타할아버지는 내 

가 갖고 싶은 선물은 안주고 동화책을주느냐는 거였다. 

“나는 아래층 오빠 공부에 빙P해되니 뒤어선 안 된다고 해서 뛰지도 않았고 엄마아빠 말도 잘 들었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왜 내가 부탁한 선물을 안 주고 가요?” 

아이의 항변을 들으면서 웃음이 터졌다. 너무나 즐거웠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어 

히는순진함은모처럼 동심의 세계로돌아갈수 있게 해 준다섯살조카의 선물같았다. 

날씨가 춤다고 느껴지는 것은 곁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연말이 되면 불우 이웃 

을 위해 큰 선물을 기부하는 기업체의 이름이 신문 지면이나 뉴스에 자주 오른다. 자선냄비에 모여지는 작은 

사랑도 있다. 그러나 그런 소식과 더불어 유난히 12월에는 슬픈 이웃들의 소식 또한 많이 전해진다. 몇 해 전 

에 가까운 우리 이웃에도 한 끼의 밥을 지을 쌀을 구하지 못해 차가운 자취빙에서 홀로 굶어 죽은 젊은 여류 

소설가의 죽음이 있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장기 기증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맨 60대 부부의 

슬픈 이야기도 신문의 사회면에서 읽었다. 이웃에서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기 전에 따뜻하고 이름다운 크리스 

마스 선물을 준비히는 12월이 되었으면 히는 생각을 한다. 올해는 경제가 어둡고 소비도 줄었다고 한다. 실업 

인구가 역대 최고라는 통계도 나왔다. 모두가 어렵다는 현실이다. 올해는 조카의 손을 잡고 자선냄비에 저금 

통을 넣을 수 있는 12월을 준비해야겠다. 산타의 존재를 믿고 있는 천진스러운 조써l게 따뜻한 온기를 이웃 

에 나누어 주는 사람이 산타라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소녀의 성냥불이 다 꺼지기 전에 소녀의 성냥을 살 수 있는 띠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12월을 조카와함께 만들어야겠다. 



한해의끝자락에서 
글 박창수 (동안구 관악대로) 

서해도볼수 있고 경관이 좋다하여 

관악산 밍}해암에 올랐더니 

바다는보이지않고 

성급한 무술년(TX成年) 낙조만 기다리네 

과천도 시흥도 다 품었던 안양(安養)인데 

왜히필안양이 되었는가 

왕건이 창건한 안양사(安養츄)이던 

사도세자 능을 가던 정조의 만안교이면 어떠랴 

한가지분명한것은 

안양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데 

우렁이와 메뚜기만 가득하던 

그 넓은 절대농지는 평촌 신도시로 

희망과미래를키우는동안 

비포장 길 호리병 안 같은 병목안은 

안양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수리산 쉽터가 되었구나 

인적ι跳)이그리운삼막사목탁소리만 

섣달그뭄밤을붙잡고 

포도밭이던 만안초등학교 운동장에 

동심(童心)은 꿈을 그리는데 

포동이만 홀로 남아 추억의 퍼즐을 맞추고 있네 

문눈으로 지새던 수세(守歲 때문일까 

정말로 행복하자던 덕담도 미처 준비 못 했는데 

기해년(2갖年) 아침이 먼저 안부를 묻네 

안양천 변에 두고 옹 건강이나 찾으러 가-0]:지 

안앙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뽑힌 분께는 ‘안앙사랑상품권’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매월 13일 마감) 

원고 수필시·기행문 등 (공백포함 800자 이내) 

접수 이메일(urianyang@korea.kr) 또는 팩스(F 031- 8045-6501) 문의 안양시 홍보기획관(031-8045-2이8)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안앙사랑상품권 ’ 안양시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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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치 찾기 . 1.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양사람상품권’ 검색 후 다운로드) 

2. 안양시정 인터넷 홈떼이지 - 메인화먼 상단 배너 - 가맹점 현황 (다운로드) 

3. 안앙관내 5대 전통시장에 있는 다수의 점포에서 사용가능 (각 상인회 가입 접포) 



소통하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 | 열린 편집실 

출뤘 
독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메일(u「ianyang@ko「ea . k「)로 

소중한독자의견을보내주신인앙시민중 

선정된 분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월 13일 마감) 

우리안양도시락을 
무료로만나보세요. 

안앙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또는 스마트폰 애를리케이션 

‘우리인앙도시락’을 통해 볼 수 있으며, 

구독을원하시는분들에게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031- 8045--2018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선으로 

우리안양도시락을 만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업스토어에서 

‘우리안앙도시락’ 검색 후 업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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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이 넘쳐나는 현실에 특별한 정보가 있을까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안앙도시락〉 01름도 정겹고 좋은 

보약이라도 될까 싶어 처음으로 꼼꼼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민의 질을 높01고 공공의 질서를 잡 

아가기 위해 온갖 민원에 시달리며 애쓰는 안앙시공무원들의 노력도 엿볼 수 있어 감시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오가는 도로건널목 시민들의 잠깐 멈춤에도 보기 좋은 그늘막을 세워주어 

색다른 공E비| 되기도 해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월호에 실린 커피 찌꺼기 활용빙g뻐| 대한 정보 유용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아파트 베료H二뻐| 상자 텃밭을 만든 이웃들이 않은데 친환경 비료로 대신할 수 있다 

니 새롭습니다 나날이 발전되고살기 좋은우리 인앙시가 될 수 있도록저 한사람도 짙뼈합니다 

김재욱 (동안구 관악대로) 

안g뻐| 살고 있는 중3 학생이에요∼ 기족들이 보는 〈우리안앙도시락〉 책을 보고 처음으로 사언을 보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힘 준비로 머리가 아프던 즈음이었는데 캠핑 이야기를 보면서 머리를 

가볍게 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 가끔 병목안캠핑ε뻐| 가곤 했는데 요즘은 모두 바빠서 가질 못했거든 

요 사실 조금 추워서 이제 텐트 치고 자는 건 좀 어려울 듯 한데 한여름에 텐트 속에서 캠핑하던 기억 

은 정말 즐거운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숨 쉬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캠핑은 답답한 일상의 쉽표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E때|서 병목안캠핑ε뻐| 대해 자세히 알 

려주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H가요 예약 시간부터 비용까지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셔 

서요 벽에 붙여두고 언제 갈지 기족들과 상의하고 싶어요∼ 엄마 O빠 우리 다시 캠핑 가재| M 

봉준표 (만안구 병목안로)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합 〈우리인앙도시락〉 11월호를 넘기니 눈에 띄는 문구입니다 수리산 병목인캠핑장 

이 소개되며 등장하네요 우리는 초기에 이용했습니다. 상품출시 초기 사용자 소위 얼리어답터인 셈이지 

요M 처음 개ε한 지는 이미 수년이 되었습니다 올여름 집을 방문한 친척에게도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내 

년에는 캠핑장 숙박을 하겠답니다 수리산은 등t삐도 안성맞춤의 신입니다 최고봉이 4앙n 도|는 작지 않 

은 t에|지만 의외로 산세가 그리 험Q,fc하지도 않습니다 히절기엔 계곡의 수료때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내 

버스가 거의 산 입구까지 올라오니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하듯 도립공원임을 알리는 

대형 바위가 최근에 슬기봉 방향 중턱에 떡하니 설치되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의미 소확행. 요즈 

음줄곧 회자됩니다 그 단순흔뻐|서 오는 행복을 타 지역 주민들도 함께 만끽했으면 합니다 

김의석 (동안구관평로) 

〈우리안양도시락〉 두|묘지에 중앙공원 인양 비전 선포식에서 시장넘이 강조한 글이 있어 반가웠다 선포식 

에서 안앙시민인 것이 지랑스러웠고 난 행복하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생각했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안앙, 기족의 삶을 책임지는 인앙, 모두 함께 잘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인앙, 고르게 발전히는 안 

앙, 모두좋은 말01고 다 이루어져야 하지만유치원생 학부모인 난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은오늘부터 이루 

어졌으면 효봐 또 겨|속 지속되길 바란다. 나도 밝은 기운으로생휠하고 정리하여 단순한생활을해야겠다 

이혜규 (동안구 귀인로) 

금일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세의 〈우리안앙도시락〉 구독자입니다 요즈음은 갚어가는 가을 정 

취에 흘빽 빠져 있습니다 단풍철 멀리 가지 잃to~도 도로며, 화단이며, 아파트 정원이며 어디서나 울긋불긋 

옷을 길아입고 저마다 쳐다보라고 뽑내며 웃고 있지요 저는 도시락을 보면 제일 먼저 ‘어저|와 오늘’란을 

봅니다 옛날 생ζH〕 | 새록새록 나면서 옛 추억이 되쓸tof납니다. 의왕시 정계동이 고흔떼라 옛날에는 펑촌 

논밭을 가로질러 중학교 3년을 2시죠뻐| 걸쳐 걸어 다녔습니다 인g에| 제2의 고흔매 |지요 ‘어제와 오늘’란 

을 보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과 옛날의 정겨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 

다 정길에| 되쓸H〕 f나는모습, 산은그대로인데 그 사진의 g뻔∼ 어린 시절로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쪼 

록 〈우리인앙도시락〉 무궁한 발전을 위히여 파이팅| 

안희훈 (만안구 삼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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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하세요. 결혼하고 안앙으로 이사와 살게 된 지 어언 1년이 되어가는 새댁입니다‘ 벌써 〈우리안앙도시락〉을 구독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찌 보면 신혼을 안앙도시락과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너|요M 항상 경비실 한편에 월말이먼 비치 

되어 있어서 이제는 월급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꼭 잊지 않고 가져와 한 장 한 장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일고 있는 애 

독자가 되었답니다. 개인적으로 시정소식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게 필요한 수강신청도 해서 수료증도 받았고 시정에서 운 

영하는 여러 가지 특강들 빠짐없이 보고 참여하고 있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인터넷 검색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내 

용도 얼마나 알찬지 저는 칭찬스티커가 있다면 마구 붙여드리고푼 마음마저 들었어요 왜냐면 매월 기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정성 

스러운 마음을 알기에 저도 읽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웃을 보살펴야 

하는 일 이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쌀쌀한 계절에 더 따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월 만날게요 〈우리안앙도시락〉을 통해 저처럼 안앙시민 모두가 행복하시길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건.yo써|요” 

곽미정 (동안구 시민대로) 

〈우리안양도시락〉 11월호에는 친근한 사연이 실려서 더욱 반가웠답니다 비비추와 구절초가 함께 하는 아파트단지를 다루셨는데 

바로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동그렇게 자리한 비비추단지, 아무나 그렇게 조성하지 못한다네요. 게다가 가을밤을 하얄게 수놓는 

구절초 군락이라니요 무심하고 삭막한 아파트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답니다 순수한 애항심으로 자비를 들여가며 

사랑을 나눠주시는 꽃사모 회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지나치면서 자연의 선물에 주민들의 성의가 들어간 작품 
들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끼는 아지매랍니다. 

홍정화 (동안구 동안로) 

이번 11월호에 소개된 생활의 됩 ‘우리가 놓친 99.8%의 커피’를 보고 커피의 쓰임새가 다앙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름때 

제거, 각질제거제로도 좋다니 카페 가서 커띠 찌꺼기를 얻어 사용해보}야겠습니다‘ 11월 3일에는 펑촌중앙공원에서 열린 기부축제 

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축하 공연 폴 포츠의 공연과 안드레 황의 색소폰 연주로 귀가 호S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눔 룰렛 

돌리기로 7 |부도 하고 즐거움도 누릴 수 있는 체힘도 했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안앙도시락〉 덕분에 안앙을 더 풍부 
하게누랄수있었습니다 

김수미 (동안구 귀인로)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한 장을 앞둔 11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인사 올리며 짧은 이야기 올립니다. 변함없 

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M 뜻밖에 몰아친 추위에 깜짝 놀란 나무들도 온몸을 하염없이 떨며 가진 잎을 전부 내놀고 있습니다 반 

먼 저는 내놓을 것조차 없는 세월을 보낸 듯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건강히 보낸 세월을 위해 ‘감사’함을 내 놓습니다 ... M 그렇지 
만 아직 남은 한 장의 세월. 제 방면에서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정히 짚어주며 미담까지 이야기해주는 지혜와 인도(引 

導)의 책자 〈우리안앙도시락〉을 참고하여 늦었으나마 알차게 올해를 마무리해 갈 겁니다. 변치 않는 수고, 늘 감사드립니다 
최유경 

.용 
63페이지 다른그림찾기 정답입니다. 

〈우리안앙도시락〉을 사랑해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답을 모두 찾으셨나요? 

정답은총 6개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정답을 확인해주세요 



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안앙 만들기 

아이스하키의 계절 겨울! 

안양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안양 한라 

아이스하키단’은 언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화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안양 실내빙상장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러 가볼까요? 

안양한라 
아이스하키탄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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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토이를 만드는데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경우보호자의 

지도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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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몸통을 만들어 주세요 

4. 양쪽팔을 맞접어 붙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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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스마트행복도시 안양 | 어제와 오늘 

1970년대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1번가 주변 사진 

이다. 시장 및 상가가 운집해 있어 안양 중심기-로 불리 

는 이곳은 200여년 전인 1795년(정조 19년), 정조 임금 

이수원화성에 있는부왕사도세자의능행차시, 일행이 

쉴 수 있는 시설인 안-Ocf<챙궁(安養行宮)을 마련해 놓은 곳 

이기도하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광복 후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 청사가 이전해 왔으며, 안양경찰 

소, 안.OJ읍사무소, 안양교육청 등이 자리 잡으며 급속 

히 발전하였다. 호황을 누리던 안양 중앙통은 1970년대 

안양시청과 경찰서 등이 안걷떤동으로 이전한 후 침체기 

를 겪었으나, 중심 상업지구로 탈비꿈한 후 안양1번가 

지역이 안양8경으로 선정되어 안양권 젊은이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안양의 명소가되었다. 

글 · 사진 이정범(박달2동 우성@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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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 1,000원 
※ 만7세이상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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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메밭O메얀양’를 소끼H합LIC~. 

[‘休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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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얀양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13053 

전화 031-8045-2018 www.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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