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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을 맞아 

여성회관 안뜰에는

하얀 목련이 활짝

피어 오라 손짓한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도 목련처럼 

활짝 열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렌다. 

우리지역도 목련의 봄처럼

곳곳에서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차 희망을 알린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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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이달부터 남대천 연

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

진한다.

군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

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온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착공에 들어

가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은 총사업

비 13억9,300만원을 들여 남대천

좌안부(송이공원 끝단부~낙산대

교) 7만6,447㎡의 면적에 생태환

경을 관찰 할 수 있는 폭 2m, 길

이 658m 데크로드와 전망대 8개

소를 설치하고 2만2,100㎡ 규모

로 갈대, 물억새, 달뿌리 등 생태

식물을 식재할 계획이다.

또 남대천의 역사와 생태적 가

치, 연어 이야기, 남대천 서식어

종 및 식물 등에 대한 연구와 스

토리텔링을 개발해 다목적 체험․

휴양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화재지표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하천점

용사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로 최근 고시된 남대천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연어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이 반영돼 사업추

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

존의 남대천 제방도로 경관가로

등, 낙산대교 조명 시설 등과 조

화를 이뤄 남대천 하구 일원이 생

태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문의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670-2160

우리군이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인 행정변혁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7급 이하 공

무원 1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10년을 준비

하기 위한 양양군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직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상철 군수가 주관한 이날 공직자 토론회에서는

오색케이블카 시범지역 선정을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비롯해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각

부서별 역할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이 시급하고 사업추진에 필

요한 예산 확보방안 및 대안제시 등 발전적 의견들

이 평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렴됐다. 이어 16

일에는 6급 59명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보다 구체

화된 의견을 취합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이 최근 1실과소별 1중앙부처

맨투맨 네트워크 구성작업이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부서별로 오는 23일까지 중앙부처를 방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이번 방문에서 종합여객터미널 부지이전 협

조를 비롯해 교부세 제도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전

달했으며, 분기별로 지속적인 방문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군이 이처럼 공직자 대토론회와 중앙부처 방

문 등 적극적인 혁신에 시동을 걸면서 공직사회 분

위기도 이전의 일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참여의식

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이번에 마련한 토론회는 그동안 굳

어졌던 상명하달식 행정체제를 벗어나 군수님과 1

대1로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어 인상적 이었다”

며 “이런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행정체제는 물론 공

무원들의 마인드도 보다 높아져 경쟁력 강화로 이

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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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우수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명문교로

육성해 미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수도권, 대도시 교육환경에 견줄 교육여건

을 조성하고 교육 및 입시관련 기반을 확보하기 위

해 올해도 3억5,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역인

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23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참가한 7개 업체에 대해

제안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는 3억5,600만원을 투입해 경력이

많고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주)디지털 대성(

대성학원)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3월 22일부

터 금·토요일을 이용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공교육지원 제도를 보

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On-Off라인 교육을 지원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국어(언어), 외국어(영어), 수학(수리)과목을 중심

으로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학년별 양양

고등학교 10명, 양양여자고등학교 5명으로 3개반

45명과 중학교는 선발시험을 통하여 3개반 60명에

대해 주 2회 총 74회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중고생에 대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의

를 제공한다.

또 학생별 학력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을

실시하고 연 2회 입시전문가를 모시고 입시설명회

와 연 4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하고 비 선발(

제외)학생에 대하여도 연 2회 진학상단 컨설팅 기

회를 제공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대외협력담당 670-2451

인재양성 공교육 박차
올해 3억5,600만원 투입 내실 기해

우리군은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전체예산의

29%를 차지하는 국비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4~5월 국비신청

에 앞서 지난달 26일 ‘2013년

도 국비확보대책 보고회’를

열고 10억원 이상 중점관리

대상 27개 사업과 신규 현안

1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과 사업비 확보대책을 점검

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 

특히 내년에는 국고보조사

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급증

으로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고 판단, 관행적 국비확보 행

태를 지양하고 군정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의

국비를 확보해 군비부담을

줄이면서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

이다.

2013년도 국비지원 신청은

연례반복 사업을 제외한 10

억 이상 사업 27건에 1,087억

원이며 신규 현안사업은 오

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10

개 사업에 총 235억원이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양양종합운동장 건립 85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양양) 9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남애) 135억원 △하

수관거정비사업(양양) 108억

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

업 9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7억원 △급수취약

지역 식수원개발사업 51억원

등이다.

신규사업은 △오색케이블

카설치사업 18억원 △현남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

억원 △강현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원 △연어

과학관건립 25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0억원

△동해연안내륙관광지 연결

도로사업 50억원 △도서관-

44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40

억원 등이다.

군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하는 한편 월 1회

이상 국․도비 확보 전략회의

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

리를 가지고 정부예산 편성

전까지 중앙부처 및 도․지역

구 국회의원, 출향인사 등을

수시 방문해 정부정책에 반

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한

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

은 올해 보통교부세는 873억

만원으로 지난해 771억에 비

해 10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는 일반회계의 43%를 차지

해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내년에도 보통교부세

50억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

획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본격 추진
체험·휴양·관광활성화 연계

제1회 황금어축제 개최
- 4. 28 ~ 4. 29 -

국비확보 총력전

신규사업 235억원 신청…현안사업 조기해결  

우리군 행정변혁 시동
공직자 토론회·중앙부처 방문

우리군이 남대천 황어를 주제로 제1회 양양황

금어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제1회 양양황금어축제는 양양청년회의소가

주관하고 우리군의 후원으로 오는 4. 28 ~ 4. 29

일 이틀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리게 된다

황어는 연어와 함께 남대천의 대표 회귀어종

으로서, 이른 봄에 먹는 황어회는 추운 겨울 움

츠렸던 몸에 봄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입맛을 돌

게 하는 양양지역의 소박한 서민음식으로 오래

전부터 자리잡아 왔다.

이번 양양황어축제에서는 1급수에만 서식하

는 다양한 어종(황어, 은어, 산천어 등)이 양양남

대천에 서식함을 소개하고, 황어소상 하천인 양

양남대천의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인성교

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황어맨손잡이, 황어뜨기,

황어회뜨기의 체험행사와 황어탁본뜨기, 무료

솟대만들기체험, 돌탑쌓기체험, 염색체험 등의

이벤트 행사가 개최되며 황어회, 황어구이, 황어

매운탕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된다. 황어

맨손잡기 체험은 4. 10일부터 25일까지 사전예

약을 받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축제장내에 낙산배, 꿀 등을 판매하는 농

특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내 우수 농특

수산물을 홍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안 최고 청정 하천인 양양 남대천에

는 한계목을 기점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넘나들

고 있으며 봄에는 황어가 가을에는 연어가 바다

로부터 올라온다.

황어는 바다에서 생활하다 2월~4월말까지 남

대천으로 오며 이시기에는 “남대천에 황어 반,

물 반”이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 돌 정도로 황

어가 많이 올라온다. 요즘은 길이 30~50cm, 몸

통둘레 10~20cm정도 되는 황어가 남대천 하구

에서 조금씩 잡히고 있다.

황어는 잔가시가 많아 잡은 즉시 회를 떠 각종

야채와 초고추장에 무쳐 먹으면 맛이 배가 된다

고 하며 얼큰하게 매운탕으로 끓여 먹기도 한다.

2월~5월, 황어 소상기가 되면 남대천 주변의

식당에서는 1만원 정도면 황어회무침을 어디서

나 맛 볼 수 있다.

▶문의 관광문화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양양청년회의소 671-2363



양양사이클 경기장이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5

월 준공된다.

군은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 연면적 3,993

㎡ 규모로 조성되는 사이

클경기장이 벨로드롬과

축구장, 광장 등 주요 부

대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동절기에도 공사

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

안 시범운영을 통해 시공

과 노면상태 등이 안정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준공 후 곧바로 전국대회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이클경기

장 조성 후 공인인증 및

각종대회 유치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

영방안마련에 나서고 있

는 가운데 사전 예비심사

를 실시해 국제규격에 걸

맞은 경기장 건립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사이클경기장이

완료되면 준공식 기념으

로 김근우 전 한국체대교

수가 소장하고 있는 엄복

동 자전거 시연 등 다양

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

으며, 오는 6월18일부터

6월24일까지 ‘2012 양양

전국선수권대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착공한 양

양사이클경기장이 완료

되면 사이클의 고장이라

는 명성에 걸맞게 국내외

사이클경기 개최가 가능

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기부양에 도움이 예상

되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

에도 연계성이 높아져 지

역이미지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경영사업담당 670-2288

수산항 요트마리나가 올해 모

든 시설확충을 완료하고 해양레

포츠의 메카로 거듭난다.

군은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요

트수리를 위한 정고장시설 및 파

워리프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

다. 

이에 따라 수산항 요트마리나

는 2006년부터 시설확충 사업을

추진해 1만6,000㎡규모의 광장,

지상 2층 338㎡규모의 요트 클럽

하우스, 192m의 계류시설을 확

보해 35톤급 56척, 55톤급 4척

등 총 6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요트마리나

시설로 탈바꿈했다.

군은 주5일제 근무와 여가활동

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자연친

화적 관광활동에 대한 수요증가

및 체험관광 수요 급증으로 수산

항 요트마리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마지막 시설확

충 사업을 추진한다.

또 양양군요트협회는 이에 발

맞춰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년 ‘요트학교’를 운영, 새로운

해양레포츠 체험거리를 제공함

으로써 요트인구 저변확대 및 관

광자원을 창출하고 수산항 요트

마리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수산항 요트마리나가 올

해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되면 내년

부터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해

양레포츠의 대중화에 주력해 해

양관광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어업진흥담당 67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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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모한 레저스포츠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이에 따라 양양송이밸

리 자연휴양림 일대에 신종

레포츠 시설인 짚-트랙을 설

치해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관광경기 부양에 본격

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짚-트랙은 송이밸리 휴양

림 내 최정상부 산불감시탑

에서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이르는 직선코스 690m와 우

회코스 700m로 나눠 모험을

즐기는 청소년 및 단체 방문

객들에게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연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한

다는 목표다.

특히 양편의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가

반대편으로 빠른 속도로 이

동하면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신종 레포츠로, 송이

밸리 자연휴양림 주변은 수

십년 된 소나무가 빽빽이 들

어서 있어 체험관광에 적지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

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

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

포츠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함

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양양송이밸리 휴양림

은 이미 휴양림조성계획 승

인을 받은 지역에다 점용부

지 모두 군유지여서 올해 안

에 설치와 시험운행이 가능

한 만큼 차별화된 마케팅 전

략과 연계상품을 개발해 경

영수익사업의 모델로 키워나

갈 방침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 670-2123

레저스포츠 구축사업 선정

우리군, 송이밸리에 짚-트랙 설치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확충
올해 모두 완료…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우리군이 계속되는 인구감소

를 막고 새로운 유입효과를 높

이기 위해 ‘내 식구처럼 감싸 안

자’는 인구관리 프로그램 운영

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2만

7,94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

비 13명이 증가했으나, 미진한

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04명이나 느는 등 고령화가 심

화되자, 현재 인구수를 유지하

며 새로운 유입에 나서기 위해

정착한 주민들을 내 식구처럼

감싸 안자는 관리 프로그램을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군정의 모

든 시책과 연계해 ‘우리 군민화

운동’과 ‘내 직장 주소 갖기’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도형

인구증가 시책을 창의적으로 발

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 1회 주요관

광지 안내, 전입자 상견 간담회,

지역특산품 제공 등 기존의 추

진사업에 문자전송 및 전화, 우

리군 바로 알리기 1대1 담당관

운영, 각종 행사정보 SMS발송

등 밀착형 시책도 강화한다.

또 신규아파트, 집단주거지 주

변 환경조성 지원사업, 집단 전

입지 생활편의 지원 등 집단이

주자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을 추진, 이전할 수 있는 근본적

인 주거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

이다.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지원담당 670-2221

“내 식구처럼 감싸 안자”
우리군 인구관리 프로그램 운영

우리군이 관내에 건설되지 못

한 채 방치되고 있는 동해북부선

철도부지의 다각적인 활용에 나

서기로 했다.

군은 3월 28일 오전 10시30분

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철도

시설공단 강원본부와 동해북부

미건설선 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우리군과 한국철도시설

공단 강원본부는 관내 철도부지

활용 시 공단의 부지활용 협력과

공단의 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

시 양양군의 인․허가 사항 등 필

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

자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동해북부선 미

건설 철도부지를 친환경 오토캠

핑장 및 주차장, 용도지역변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개발에 필

요한 활용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

획이다.

관내 철도부지 중 우선사업으

로 현남면 시변리 16-1번지일

원 3만2,814㎡, 현남면 지경리

24-3번지 일원 3만7,032㎡, 양

양읍 송암리 218-1번지 일원 6

만2,472㎡등 총 13만2,318㎡에

대해 공단은 인구정차장 부지를

오토캠핑장으로 사용허가를 추

진한다. 이와 관련, 군은 기반시

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

담하는 등 공동개발을 위해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철도부지

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철 군수는 “그동안 활용하

지 못한 동해북부선 유휴지를 최

대한 활용해 지역개발은 물론 주

민들의 소득증진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쾌적한 문화공

간으로 승화시켜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군은 철도유휴지 주변에 수려

한 해양경관자원 등을 활용해 오

토캠핑장 및 주차장, 물류시설

조성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활용개발

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는 “특별한 활용대책 없이 방치

될 경우 무단점유와 불법행위가

염려되던 철도유휴지에 대해 두

기관이 활용과 관리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개발

과 공공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670-2123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본격 활용
우리군-철도시설공단 협약체결 사업 추진

양양사이클경기장 5월 준공

국내외 대회 유치…스포츠마케팅 총력



2012양양송이축제가 추석 후인 10월

3일~7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양양송이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

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문화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해 결

산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발전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추석 연휴를 피하고 단풍철을

맞아 관광성수기인 개천절부터 일요일

까지 열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의 참여

를 유도하고 송이확보가 용이한데다

적정한 가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날 확정된 기간은 양양송이

협의회 의견이 반영됐으며, 매년 인기

를 더하고 있는 외국인 현장체험은 9월

15일~10월14일까지 30일간 동시에 진

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을 비롯해 송

이채취 현장체험, 문화예술공연, 맛 체

험, 상설행사, 거리행사 등 기존의 70개

단위행사에서 72개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양양송이밸리 개장에 따

라 남대천 둔치 주 무대를 중심으로 송

이밸리 현장에서도 체험행사가 진행돼

연계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또 현장체험행사가 그동안 한정됐던

송이버섯에서 기타 버섯도 채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버섯요리를 저

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버섯요리 음식

점의 입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송이추억남기기, 양양 인

증 샷, 목재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상설

행사가 새롭게 선보이며 송이를 주제

로 한 마임과 포토 존 제공 등 거리퍼포

먼스를 1일 3회 실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

다.

송이축제위원회는 올해로 16회를 맞

는 양양송이축제를 명품화를 통한 가

치 극대화하고 관광지와 특산물 등을

집약적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마케

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축제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한

중일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축제장과

재래시장 등 연계코스를 관광 상품화

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

지도록 체계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

다.

양양송이축제는 2년 연속 문화체육

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며 송이버

섯을 테마로 한 전국 최고의 특산물 축

제로 국제적인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

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67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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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올해 양양송이축제 10월3일 개최

10월7일까지 5일간…신규행사 선보여

문 화 · 관 광 · 교 육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새해 밭갈이를 끝낸 지 이미 오래고 텅 빈 논에는 올해 새로 심을 벼의 모판내기에 열심이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아 농심은 또 고되지만 가을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며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훔치고 있다. 손양면 상운리 들녘에는 올 가을 대풍의 씨앗을 심을 모판내기가 이곳저곳에서 한창이

다. 고되지만 그래도 농심과 땅의 수고가 풍성한 우리식탁을 채운다는 생각에 농심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9일 상운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판을 낼 자리를 열심히 다듬고 있다.

모판내기 분주한 ‘농심’

우리군은 오는 4월5일 제67회 식목일을

앞두고 푸른 숲 가구기를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을 가졌다. 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남대천 둔치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뒤 ‘내 나무 갖기’ 일환으로 주민들

에게 무료로 나무를 나눠줬다. 

이날 실시된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은 1

인당 우리군이 준비한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3본씩 총 3천본을 배부하고 푸른

숲 가꾸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은 올해도 나무 나눠주기 행사장이 멀

어 참여가 어려운 현남․강현지역 주민들을

위해 면사무소에서 선착순 100명에 대해

나무를 나눠줬다.

우리군이 매년 식목일을 기념해 실시하

고 있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산불피해

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며 푸른 숲 가꾸기

실천운동으로 정착돼 주민들로부터 호응

을 얻고 있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녹지담당 670-2710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우리고장의 전

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6기 박물관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군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 있게 이

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향토문화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함양시키기 위

해 ‘박물관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4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총29시간으

로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계 학자 및 권위

자들을 초빙해 문화강좌를 듣고 마지막 강

좌에는 현장답사로 수원화성과 경기도 박

물관을 답사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문의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선사유적담당 670-2548

제6기 박물관 문화강좌 운영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6월7일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전개
제67회 식목일 맞아 실시

철산마을인 서면 장승2리가 특색 있는 마

을축제 발굴로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양양철광을 테

마로 한 ‘추억의 철문화축제’를 개최해 많

은 호응을 받은 서면 장승2리를 농어촌축

제 지원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하고 2천4백

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면 장승2리 철산마을은 이번 농어촌축

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사장되던 철광문화

를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 지역특색을 살린

것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열악한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과

거 번창했던 철광생산 시기를 떠올릴 수 있

는 영화제를 기획해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

는데 많은 역할을 하며 마을브랜드를 널리

알렸다.

지난해 처음 열렸던 ‘추억의 철문화축제’

는 전국적으로 자철광을 가장 많이 생산하

던 지역으로써 폐광 후 낙후된 이미지를 탈

피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무성영화 상영 및 변사경연대회, 추억의 보

물찾기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한광물이 고품위의

양양철광 재개발에 나서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축제와 연계, 지역경제 활성

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철산마을은 올해 제2회 철문화

축제를 오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

틀간 열기로 하고 광부복 착용체험, 갱차

밀기 체험, 폐갱도 견학 등 광산체험을 비

롯해 철가루와 자석을 이용한 그림그리기,

거꾸로 가는 모래시계 만들기 체험, 카바이

트 간드레 사용 체험 등 함께 체험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족단위 체험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

는 문화예술 행사와 맛 체험 등 넉넉한 시

골인심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준비

하고 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추억의 철문화축제’ 농어촌축제 선정

올해 제2회 6월30~7월1일 개최



우리군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주민들

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2일 남대천변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했다.

군은 이날 8군단과 102여단, 8군수지

원단, 남대천 보존회 등이 참가한 가운

데 남대천변에서 쓰레기와 폐비닐, 농약

빈병, 폐영농자재 등을 수거하며 대청결

운동을 실시했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670-2180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
세계 물의 날 맞아 곳곳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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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달아치에서 다래를 따 먹고
蓮花洞에서 戀愛를 하고

배터에서 배를 타고
놀골에서 놀을 젓고

扶蘇峙에서 부서질듯 하다가
陶里에서 돌려 가지고
內峴에 와 내려서

水洞에서 술을 먹고 가다가
곰밭에서 곰을 만나

얘양으로 줄행랑 쳤다네.

우리군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통 5일과 연

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연다.

군은 양양시장과 인구시장의 활성화에 따

라 봄을 맞아 두 곳의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열고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양시장 4, 9일장과 인구시장

5, 10일장에 맞춰 문화예술체험, 통기타 및

그룹사운드 공연, 국악, 마당놀이, 마술쇼,

줄타기, 품바 등 고객들과 상인이 하나 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양양시장은 월별로 테마를 정해 ‘4월

싱그러운 봄의 소리’, ‘5월 가족 장 나들이’,

‘6월 퓨전콘서트’, ‘7월 장터 추억만들기’,

‘8월 남대천과 복숭아’, ‘9월 풍류한마당’,

‘10월 송이 향 양양 장에 퍼지다’라는 컨셉

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전통시장 문화예술공연 시작
양양·인구시장…다채로운 테마로

우리군이 올해도 소나무 고장의 명성을 잇

기 위한 제2회 명품소나무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군은 상징목인 양양소나무의 체계적인 발

굴 홍보를 강화하고 송이축제와 연계한 명

품 소나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명품 소나무

및 숲을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품종과 형질이 뛰어나고 마을

의 상징과 역사성을 지닌 명품 소나무와 산

림자원으로 집중 육성할 가치가 있는 소나

무 군락지이며 이번 공모는 마을단위로 신

청해야 하고 사진(5cm×7cm), 위치도, 전설

·유래 등을 작성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산

림농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된 작품은 산림전문가 및 향토사학자

등에 의한 현장조사와 고증을 통한 사전심

사로 15곳을 선정한 후 전문 사진작가가 촬

영한 작품을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개

최되는 송이축제기간에 사진전시회를 열어

최우수(1작품), 우수(2작품), 장려(3작품)상

을 수여할 계획이다.

입상된 명품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영

양제 수간주사와, 살균·방부처리 등 전문

가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수목

이 울창한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 솎아베기 사업 등을 우선 실시해 생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입상마을은 표창장 수여와 함께 최우수

400만원, 우수 각 200만원, 장려 각 100만원

씩 총 1,100만원 상당의 묘목 및 꽃묘 지원 등

산림녹지분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녹지담당 670-2710

제2회 명품소나무 콘테스트
우리군, 8월31일까지 공모

마-23. 연 정 가(戀 情 歌) 외딴 山村 사람들이 양양 5일장으로 오가며 「양양남대천」

유역 마을 이름들을 배경 삼아 해학적 표현기법으로 도입

적용해서 노랫말로 엮어 읊으니 퍽 인상적이며 또다른 어

떤 의미 부여로 여겨 봄직합니다.

즉 달아치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아니면 달 아래 첫 고개라

해서(?) 月下峙, 배터는 舟基洞, 놀골은 ‘노루골’의 준말로

노루가 많았다는 獐里, 水洞은 水里, 곰밭은 龍泉, 그리고

얘양은 양양사람들의 특유의 발음상 襄陽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리워하는 마음, 기다리는 설레임 그

모두, 온통 티없는 진솔한 우리 조상님들의 아름다운 說

話로 높이 評價하면서 이처럼 빛을 보도록 주옥같은 의견

주신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현북중학교 전통농악대가 창단되어 전

통민속예술을 전승 보전에 나선다.

우리군은 소수의 마을 주민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우수 농악인

‘양양 쟁기동농악’을 전승하고 현북면의

전통농악을 계승 및 보급하기 위해 3월

28일 현북중학교 학생 46명으로 구성된

전통농악대를 창단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현북중 전통농악대 창단

문 화 · 관 광 · 교 육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농업인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새해 밭갈이를 끝낸 지 이미 오래고 텅 빈 논에는 올해 새로 심을 벼의 모판내기에 열심이다.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맞아 농심은 또 고되지만 가을 풍성한 수확을 고대하며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훔치고 있다. 손양면 상운리 들녘에는 올 가을 대풍의 씨앗을 심을 모판내기가 이곳저곳에서 한창이

다. 고되지만 그래도 농심과 땅의 수고가 풍성한 우리식탁을 채운다는 생각에 농심은 환한 미소로 화답하고 있다. 지난 9일 상운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판을 낼 자리를 열심히 다듬고 있다.



우리군노인복지관(관장 김지

훈)은 3월 23일 강릉아산병원의

후원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

르신들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

했다.

이날 실시된 무료 건강검진에

는 어르신 50명이 참여해 노인성

질환 등을 생활 속에서 앓기 쉬

운 질환을 검진 받았다.

강릉아산병원은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자 3개월마다 실시하던 것을

무료검진을 2개월로 변경해 하

기로 했다.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은 “정기

적으로 이렇게 진찰을 해주니 마

음이 든든하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좋다“고 고마워했다.

우리군이 산불방지를 위해 군비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유급감시원의 인건비 국비지원과 송이환경개

선사업비에 대한 국비 증액지원을 건의했다.

지난 20일 강릉 남한진동 동해안산불관리센터에

서 열린 동해안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에 정상철 양

양군수가 참석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정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순수 군비로 운영

되고 있는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14억9천만원이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전액 국비지원을 바란다”고 요

청했으며, 이에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적극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나무 노령화로 인해 양양의 특산물인

자연송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

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송이산 환경개선사업(강도간

벌․벌채)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비보조금의 확대

지원 및 사업량 확대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돈구 산림청장은 예산 요구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양양군은 내년도 국비

지원요청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동해안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는 서규

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돈구 산림청장을 비롯해

강원도 부지사, 경상북도 부지사, 동해안 각 지역 지

방자치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해 전국에서 대형 산

불위험이 가장 높은 동해안의 산불방지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봄철 산불방지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

다.                 ▶문의 산림농지과 산림보호담당 6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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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국비지원 건의

정상철 군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요청

인구시장 활성화 버스노선 조정
우리군, 인구시장 경유토록 운행

양양읍 월리 도로확장 불편 해소
연말까지 완료계획…교통편의 증진

강릉아산병원 건강검진 호응

우리군노인복지관 이용자 50명 대상

우리군은 남대천 1급수를 미급수 지역에 물

공급을 위해 손양면과 현북면 일대에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한다.

군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로 정주

여건 개선 및 미급수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

업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성수

기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부터 가압장 3개소, 배수관로

24.6㎞에 이르는 손양면 간리~동호리, 현북면

상광정리~명지리 간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

사를 시행, 2014년까지 마무리 계획을 세워

공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4,643백

만원을 투입해 5.6㎞의 배수 관로 공사를 완

료했다.

이어 올해는 손양면 상운리~동호리간

970.5m에 이르는 송수관로를 6억2,500만원

을 들여 공사를 시행하며 현북면 상광정리~

말곡리간은 가압장 1개소, 3,029.5m에 이르는

수도관부설 공사를 7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다.

군은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

터 배수관로 매설 공사에 들어가 11월까지 배

수관로 및 가압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손양·현북면 맑은 물 공급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부활된

인구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곳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노선 일부를 조정하고 연장하기

로 했다.

군은 당초 주문진~인구초교~

죽정자리를 운행하던 노선을 인

구전통시장을 거쳐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하고 양양~지경리간을

운행하던 노선을 양양~주문진

향호리 종점까지 연장 운행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주문진에서 죽정자

리까지 운행하던 노선은 주문진

~7번국도 경유~하조대농협~인

구시장~인구초교~죽정자리를

운행, 인구전통시장을 경유함으

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노선은 인구전통시장이 열

리는 매달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운행되며 장날 외

에는 기존 노선대로 운행된다.

또 양양에서 현남면 지경리까

지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지

난 19일부터 주문진 향호리 종점

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다. 군은

당초 지경리까지 운행하던 노선

을 현남면과 주문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주문진 향호리 종점까지

운행, 현남면 주민들이 인근 시와

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으며

, 이 노선은 오전 6시50분, 오후 1

시10분, 7시10분 등 1일 3회 운행

된다.                 ▶문의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담당 670-2170

현남 지경국민여가캠핑장 본격 추진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테라피 시설도 조성

우리군이 현남면 지경리 일원에 추진하는 국민

여가캠핑장이 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군은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59,564㎡면적

에 오는 2013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양양지경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연말까

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통

해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에 들어가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캠핑장내에는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야영장을

비롯해 캠핑카 이용시설, 통나무집, 방갈로 등이

설치돼 이용객들을 유치할 예정이며 취사장, 샤

워장, 체육 및 놀이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

선다.

특히 최근 정상화 과정에 있는 워터비스 해양심

층수 취수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

해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좋은 ‘해양심층수 테

라피’ 시설도 확충함으로써 특색 있는 테마 캠핑

장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지경캠핑장은 현남IC 바로 앞에 위치해 수도권과

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깨끗한 백사장과 동해바

다가 접한 울창한 송림내에 조성될 계획이어서 캠

핑문화 변화에 따른 관광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선정된 사업으로 2년간 관광진흥개발기금 1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 미래전략과 전략사업담당 670-2123 

양양읍 월리~서면 용천교를

잇는 국도 59호선이 연말 확장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비

좁아 가중됐던 교통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우리군은 59번국도 양양구간

확장공사 구간 중 양양교~손양

면 송현리 사거리 1.05km구간은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양양

읍 월리(푸르미아파트 앞)~서면

용천 1교 왕복 2차로는 길 어깨

와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폭이 좁

아 정체가 잦았던 교통불편이 해

소되고 손양면 간리 7번 국도에

서 곧바로 양양시내로 들어가는

도로가 넓어져 운전자들의 편의

가 증진될 전망이다.

이번 공사는 도로 폭이 협소해

각종 축제와 행락철에 교통체증

이 발생하는 지점을 도로 구조에

맞게 개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

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

움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2009년 주민설명회

를 갖고 실시설계를 거쳐 지난해

7월 편입 토지보상을 완료한 가

운데 총 75억원을 투입, 연말까

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도 59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양양대교 방향에서 월

리로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

통 흐름은 물론 월리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도 교통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문의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 67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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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관광지 및 국도변의 미관을 해

치고 있는 방치된 불량건축물에 대한 환

경정비사업과 낡고 불량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건설경기침체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산불피해로 완전복구

가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에 대해 공사재개 및 안전시설 설치를 요

구하고 있으나 부도․자금 난 등으로 개선

되지 않아 불량건축물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과 동시에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관내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2동(아파트 1, 연립주

택 1), 상업용 시설 7동(근린생활시설 4, 숙

박시설 3) 등 9동과 2005년 산불피해 건축

물(상업용 시설) 1동으로 대부분 10년 이

상 방치돼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관광지

및 도로변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건축주의 자발적인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자금

사정 등으로 환경정비가 어려울 경우 소

유주의 동의를 얻어 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출입구 가림막, 도색정비,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기로 하했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지난해 6동

을 철거하고 현재 남아 있는 167동의 빈집

중 올해는 9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위험요

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지역 이미

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670-2165

불량건축물 대대적 정리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실시

우리군은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약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군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양양읍 청

사 태양광 발전시설과 군청사 LED 고효

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포함하여 공공시

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양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

설 5천5백만원과 군청사 LED 고효율 조

명기기 교체사업 1억9천3백만원을 투입,

기존 고전력 형광등을 친환경, 저전력 고

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연간 3천4

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고, 노후

된 청사를 친환경 녹색 이미지로 전환한

다는 전략이다.

또 작년에 착공한 환경자원센터 소각시

설 폐열회수 발전시설이 금년 3월에 준공

됨으로써 120kw 용량의 증기터빈 발전기

1기를 설치해 환경자원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증기 열을 에너지원으

로 전력을 생산하고 소각장내 전력으로

다시 이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환경자원센터 소각장의 전기

사용량은 현재 시간당 264kw로 연간 1억

6,000여만이 소요되지만 증기열을 이용해

시간당 120kw의 전기가 재생산되어 소각

장내 전력으로 환원되어 실제 필요한 전

력은 시간당 144kw로 감소해 연간 전기사

용량의 45.4%의 절감효과로 에너지 절감

및 자립화를 이루게 되며 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종합운동장, 하수종말처

리장, 사업소 등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시설별 에너

지 자급율을 50%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

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

우리군,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검진사후관리 대사증후군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 1월부터 「검진사후관리 대사증후군 대상자 상담사

업」을 실시합니다.

■ 대사증후군이란? 

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란 아래의 위험요인 5가지 중 한 사람이 3가지 이상 보유하

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체질량지수(BMI) = 체중(kg)/신장(m²) 

■ 국민건강보험 대사증후군 사업이란?

❍목적 : 대상자의 생활습관개선

❍사업내용 : 건강검진 결과 유선상담, 자가관리지침서 등 건강정보 제공

❍사업시기: 2012년 1월 1일 ~

※ 2012년부터 건강검진을 받으신 가입자는 (hi.nhic.or.kr) 「건강검진/검진

결과조회(공인인증 로그인)/맞춤건강서비스」를 신청하시면 6개월 동안 건강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12.3월부터 가능) 

건강검진 수검 시 작성한 「검진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자」는 보건소를 통
한 건강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 진단 기준

복부 비만 복부둘레 남성 90cm이상, 여성 85cm이상 또는 BMI 25이상

높은 혈압 수축기 혈압 130mmHg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85mmHg이상

혈당 장애 공복 혈당 100mg/dL이상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 150mg/dL이상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mg/dL미만, 여성 50mg/dL미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으로 새희망 열어
- 연 40%대의 고금리를 10%의 저금리로 - 

대부업체의 고금리로 고통 받는 저소득·서민층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

림론’을 통해 고금리 이자부담을 낮추어 새 희망을 열고 있다

바꿔드림론 이용을 원할 경우 신용회복기금 콜센터(1588-1288)나 홈페이지

(www.c2af.or.kr)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한국자산

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또는 춘천지방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640-3412,3414,3419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하나대투증권 3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춘천지방사무소 ☎ 033)269-1520,1522,1523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대한교직원 공제회 강원회관 9층)

<바꿔드림론 신청조건>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모두해당)

신용등급 6~10인자, 또는 특수채무자 대출금액 최저 50만원∼최고 3천만원

연 금리 20% 이상인 고금리채무 보유자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직업ㆍ소득이 있으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대출기간 5년 이내

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자 대출이율 연 8.5~12.5%(평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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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무엇인가

요?

○ 풍수해, 지진·지진해일 인적재난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난대

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입

니다.

Ⅱ 금년 훈련은 언제 실시되고 내용은 무

엇인가요?

○ 훈련 기간 : 2012. 4. 25 ~ 27(3일간)

- 4월 25일에는 풍수해 훈련이 실시되고,

- 4월 26일에는 지진·지진해일 훈련으

로 오후 2시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

어 주민 대피 및 절전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 4월 27일에는 인적재난 훈련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Ⅲ 재난 위험 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해

야 하나요?

○ 재난위험경보는 자연재난이나 대형재

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가 필

요한 경우 알리는 것입니다.

※ 경보음의 차이(공통 : 3분간 파상음)

· 민방공 공습경보(5초 상승, 3초 하강)

→ 지하대피소로 대피

· 재난위험경보  (2초 상승, 2초 하강)

→ 지상으로 대피

○ 4월 26일 오후 2시에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지진·절전 훈련은 소등 후

지상의 넓은 공터로 대피하며, 지진해

일 훈련은 지정 대피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자동차는 갓길에 정차합니

다.

2012 양양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양양여고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안내

 모집과목 : 강좌당 20명 선착순 모집(1인 2강좌 신청 가능: 1지망 우선임)
 모집기간 : 3월 26(월) ~ 4월 6일(금)(12일간)〈 본교 홈페이지 참조 〉 
 모집대상 : 양양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함(수강료는 무료임)
 신청방법 : 학부모는 학생 편에, 지역주민은 학교 직접 접수 및 전화 상담접수 가능.
 문 의 처 : 양양여고 교무실. TEL:(033) 670-0364, 0361 (담당 : 010-8921-0101) 

양양여자고등학교장

2012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국민 참여『재난징후정보 제보』이벤트 실시

수사이의제기 신청안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돕기 위

해 2012. 4. 1. ~ 6. 30.(3개월)까지 『마

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

고,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제도를 적

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 자수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2. 자수 방법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

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

여 처리  

3. 기타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는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

저히 보장

❍자수 전화 

- 전화 : 033-630-4290  속초지청

당직실 / 033-630-4635  3호 검사

실(마약계)  국번없이 122 또는 680-

2559(동해지방해양경철청)

- 팩스 : 033-636-663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공모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

하오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2. 4. 1 ~ 5. 31 (2개월간)  

· 공모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제안 → 공모제안 

· 공모결과발표 : 수상자에 한해 개별통보(2012.7.6. 예정)

◦ 공모분야

◦ 시상 내역

※ 제안 심사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윤희성 사무관(02-2100-3032), 

김응규 주무관(02-2100-4364)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수사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

하고 객관적으로 담당 수사관 교체, 재

수사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제기 코너

(www.police.go.kr)

공모 분야 공모 과제(예시)

녹색성장 등

지역 발전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②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③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발전방안
④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실화방안 등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

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성화방안
② 마을기업 육성방안
③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정착방안
④ 기부·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방안
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방안 등

등 급 대상 시상 내역 비 고

특별상 1건 장관표창, 상금 200만원 중앙제안 추천

우수상 2건 장관표창, 상금 100만원 "

우량상 5건 장관표창, 상금 30만원 "

1.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2. 참여기간 : 2012년 4월 1일~ 5월 31일(2개월) 

3. 시상내역 

- 「우수제보자」 선정 및 시상

· 우수자 8명(매월 4명, 각 20만원 상당), 장려자 16명(매월 8명, 각 10만원 상당)상

품권 지급

· 온라인 등록자의 제보 정보는 소방방재청 「징후정보 분석회의」에서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위험등급에 포함되는 징후정보 자료 우수 등록자(소방방재청 심사기준)

순으로 선정 

※ 우수제보자를 제외한 징후정보 제보자(위험등급이 결정된 건에 한함)는 소정의

상품권(2만원상당/건당) 지급

4. 심사결과 통보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익월 중순) 

5. 문 의 :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Tel 02-2100-5280, 5282)

▣ 안전위험요소 상시관찰을 생활화하여 재난징후정보 제보를 통해「안전한국」을 만드

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구분 개설 강좌명 강사명 정원 요일 시간대 활동장소

오후
요가반 이귀자 20명내외 수,금 14시-15:30 다목적실

한식요리반 함경숙 20명내외 수 16시-18시 가사실

야간

댄스스포츠 김은미 20명내외 화,금 19시-21시 다목적실

배드민턴반 황동식 20명내외 목 19시-21시 체육관

수채화반 박동국 20명내외 월,수 16:30-18:30 미술실

노래교실반 송미나 20명내외 화,수 19시-20:30 중음악실

언제부터? 2012년 4월 1일부터

누구에게?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참여방법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자격부여

혜택은?

❶ 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30%→20%)

❷ 공단에 별도 신청하는 경우 건강지원서비스(건강파트너) 제공

건강파트너(건강지원서비스)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리는 사업으로

신청은? 인터넷(www.nhic.or.kr), 지사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혜택은? … 7월부터 본격 시행

❶ 1:1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 책자 제공   ❷ 자가 측정기 대여

❸ 질환 교육   ❹ 합병증검사 시기 알림 및 건강정보 제공(SMS) 등

※ 문의 : 일반전화 1577-1000, 휴대폰 (지역번호)-1577-1000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파트너가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 파트너”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세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