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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지친 고라니도 노니는    

청정자연이 아름다운 곳, 양양
●2면 폭설피해 24억8,4650만원 집계 ●3면 우리군의회 ●4면 한국도로공사 제설작업 긴급 지원 

●5면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② ●6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7면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8면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9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0면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 1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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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폭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한가로운 여유가 자리하듯

청정양양의 설경은 안식으로 다가온다.

폭설의 상처를 보듬는 바쁜 손길이

여기저기를 어루만지며 일상을 되찾은

시장에는 반가운 얼굴로 온기가 가득하다.

그토록 퍼부으며 가는 길을 막아섰던

폭설도 이제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며

그 자리에 움틀 새싹을 기다린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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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기폭설로 우리지역은 지
난 19일 현재 223건에 총 24억
8,46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전행정부의 국가재난관리정

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
현황은 축산시설이 가장 많은 12
억8,900여만원, 농림시설 8억600
여만원, 산림시설 1억9,500여만원
, 주택 4,500만원 등 사유시설 23
억3,600여만원이며, 공공시설은
손양면 실내게이트볼장, 거마리

버스승강장, 전통시장 환풍시설과
아케이드 막구조, 송이밸리 야외
무대, 현북면보건지소 지붕 파손
등 1억4,700여만원이다.
이번 폭설로 우리지역은 축산시

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데 이
어 농림과 산림시설도 커다란 타
격을 받아 농가들의 복구가 시급
한 실정이다.
특히 당초 지난 17일까지 38억

여원에 육박하던 피해금액이 이처
럼 줄어든 것은 피해자 신고에 의

존하던 집계가 제설작업으로 실제
현장 확인을 통해 규모가 드러나
면서 반파 이하의 피해는 시스템
입력에서 제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접수된 피해시
설물의 정확한 검증작업을 실시하
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가 확인
되면 피해금액은 다소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설로 지난 19일 현재 우
리군의 제설비용이 총 25억여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에

투입된 제설예산이 제설장비 임
차비와 유류대, 자재비, 삽날교체
비, 군부대 지원 등 25억여원에 이
른다고 잠정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 예비비 22

억원 중 군비 1억3,100만원을 긴
급 투입한데 이어 강원도의 특별
교부세 4억원과 예비비 4억원 등
8억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원금
4,500만원 등 총 9억7,600만원을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양양군의 제설작

업에 투입된 인원은 2만4,302명,
장비는 총 2,819대다.
군은 이번 폭설로 24억여원의

피해와 25억원에 이르는 제설비

용으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조속히 특별재난지역 지
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가

크게 부족한데다, 민간의 제설장
비 임차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
기 위해서라도 폭설예상지역의
권역별 제설장비 공동관리를 건
의했다.
군은 이와 관련, 동해안 각 시군

이 매년 반복되는 산불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동해안 산불지원센
터와 헬기 공동임차 등 지원체계
를 마련해 대응하는 것처럼 폭설
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제설이 가
능하도록 중앙정부나 강원도소방
방재청 등 도 단위 이상 기관이 주
관해 거점센터를 구축, 제설장비
를 배치해 공동 관리해 주기를 바
라고 있다.

폭설피해 24억8,4650만원 집계
축산‧농림시설 가장 커…반파 이하 제외 

양양함 수병들 낙산요양원 제설작업

15명 방문해 길 뚫어…정상운영에 큰 도움  

제설비용만 25억원 달해

제설장비 동해안 지자체 공동관리 건의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해
군 제52전대 ‘양양함’ 수병들이
이번 폭설로 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산복지재단 낙산
요양원(원장 김지훈)을 찾아 제
설봉사를 하고 돌아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양양함 소속 수병 15명은 지

난 11일 이번 폭설로 제설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낙산요양원
을 찾아 제설작업을 실시해 원
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움
을 줬다.
이날 수병들의 제설작으로 낙

산요양원은 원생들의 병원진료
와 급식 재료 공급 등에 차질을

빚지 않아 정상 운영이 가능하
게 됐다.
양양함은 양양군과 자매결연

을 맺은 후 매년 낙산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양한 봉
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
데 올해는 폭설로 제설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설봉사를 실시해 고마
움을 사고 있다. 
김지훈 원장은 “해마다 정기

적인 방문으로 자원봉사를 지
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힘든
제설작업까지 해줘 정말 감사
하다”고 고마워했다. 

“장병들이 제설작업에 투입되면서
인도와 이면도로가 치워져 보행하
는데 편안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
다.”
이번 폭설의 제설작업에 역시 군

장병들의 도움이 컸다. 육군 8군단
과 예하부대, 102기갑여단, 공병대
대 등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
병들이 본격적인 제설작업에 투입
되면서 그동안 마비됐던 도시기능

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장병들은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인 제설작업
에 투입된 가운데 시내 주요 골목길
등 많은 눈으로 제설이 이뤄지지 않
은 곳을 대상으로 제설작업을 펼치
고 있다.
주민들은 대문 밖에 1m가 넘게 쌓

인 눈으로 밖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
황에서 장병들의 신속한 제설로 눈
이 치워지자, 크게 고마워하고 있다. 

장병들 제설 큰 도움    

8군단·11사단·예하부대·102기갑여단·공병대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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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소 식

양양∼홍천 시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
군의회,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 등 11건 의결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폭설로 연기됐던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입후
보 안내 설명회를 지난 17
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군수, 도

의원, 기초의원, 여성비례
대표 출마예상자를 비롯해
향후 각 캠프의 선거사무에
종사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입후보 선거법 안내
를 경청했다.

양양군선관위는 이날 정
당 및 예비후보자 등을 위
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배
부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와
기탁금, 선거운동 기간 등
개괄적인 선거일정을 자세
하게 안내했다.
특히 투표율 제고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행
하는 사전투표가 오는 5월
30~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소
투표자 제외한 모든 선거인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고지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

거비용제한액은 양양군수 1
억1천만원, 도의원 4,700만
원, 기초의원 가선거구
4,000만원, 나선거구 3,900
만원, 여성비례대표 4,000만
원이며, 예비후보자 기탁금
은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20으로 양양군수 200만
원, 도의원 60만원, 기초의
원 40만원으로 공고했다.  
전인원 양양군선과위 사

무과장은 “선거는 게임이
며 선관위는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하므로 불법선거로 판
도를 흔드는 세력에게는 과
감하게 레드카드로 퇴장시
키겠다”며 “이번 지방선
거와 관련해 공정한 선거관
리를 통해 자유로운 민주사
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양양군선관위, 사전투표 및 선거제한액 등 공고

농협 양양군지부(지
부장 노현화)가 이번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
고 있는 장병들을 위
로하며 폭설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양양군지부는 지난

17일 폭설 피해 최소
화와 농업인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제설장비 지원과 간식
제공 등 응급복구에
앞장섰다.
이날 농협은 폭설피

해 복구지원에 나선

장병들을 위해 빵과
우유, 음료 등 6천명
분량의 간식 1,200만
원을 지원한데 이어
현북면ㆍ서면ㆍ손양
면 일대에 굴삭기 등
제설장비 3대를 긴급
지원해 복구를 도와
고마움을 샀다. 
노현화 지부장은

“이번 폭설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
농활동을 위해 앞으로
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설장비·간식 지원 앞장

농협양양군지부 폭설피해 동참   

우리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 2월25~27일까지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양양군 장례식
장 운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11개 조례‧규칙안을 심의 의결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중단된 양양∼홍천 내면간 시
외버스 노선 재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근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강원
도에 노선 재설치를 주문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양∼

홍천 내면간 시외버스 노선 폐
지로 인해 양 지역주민들이 교
통이용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노선의 재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양과 홍천 내면은

50km 떨어져 있어 기존에 운행
하던 대한교통 버스를 이용하
면 1시간 소요됐으나, 지난
2012년 9월 대한교통이 적자
경영을 이유로 강원도와 합의
해 폐쇄함으로써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구룡령
옛길 복원과 함께 양 지역의 전
통시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교류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이 노선이 재설치 되기
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군의회는 “양양군민과 홍천군

민 모두 양질의 도로행정 서비스
를 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 만
큼 강원도는 이번에 요청한 양양
∼홍천 내면간의 시외버스 노선
이 재설치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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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둑어둑하던

새벽 하늘빛이 이제는 말간 해가 지

평선 위로 쑥 솟아 겨울과 봄 사이에

서 내일 당장이라도 노란 개나리가

필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그리게 한

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쾌함이

느껴지지만 아직 차가워 겨울의 끝

자락임을 느낀다. 

기다리는 자에겐 소식이 빠르게

오는 법! 겨우내 앙상한 가지로 마

치 죽은 양 서 있던 나무가 어느새

새 잎을 틔울 준비를 하는지 가지 끝

추위를 이겨낸 작은 봉오리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안쓰럽다.

영하의 날씨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려 쌓인 거대한 양의 눈 속에서 겨

울나무는 어떻게 버텨낸 것일까?

식물은 저마다의 생존법으로 겨울

나기에 들어간다. 일년생 식물들은

겨울이 오기 전 씨앗을 퍼트리고 자

신은 죽게 되는데 씨앗은 성장을 쉬

는 휴면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겨울

의 추위와 건조에도 버틸 수 있다.

이듬 해 봄이 와 언 땅이 녹으면서

촉촉해지고 기온이 오르면 새싹을

틔워 다시금 싱그러움을 뽑낸다.

풀과 같은 소본류는 잎을 모두 말

라 죽인 후 땅속에서 뿌리만 무사히

추위를 이겨낸다. 하지만 풀과 달리

킁 기둥과 가지들을 가진 나무는 잎

은 떨궈내도 그 몸통의 생명까지는

어쩔 수 없기에 조금 달리 추위에 대

비한다. 얼지 않기 위해 목마름을 견

뎌내야만 하는 양면적 상황을 이겨

내야만 이듬해 다시 초록의 잎을 얻

을 수 있는 것이다.

햇살이 따뜻한 봄이 오면 나무는

겨울잠에서 깨어나 화려한 외출을

준비한다. 솜털 보송한 봉오리를 만

들어 가지 끝에 매달고 우리에게도

어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듯하다. 곧

있으면 꽃망울을 터트려 꽃비를 내

리고 푸른 잎을 날리며 햇빛을 가려

주다 붉은 열정으로 또 겨울을 맞이

할 것이다.

험난했던 겨울, 대견하게도 무사

히 버텨낸 나무. 몇 번의 시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봄이 오는 길목을 막

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꽃샘추

위도 늦서리도 요란하지 않게 봄을

맞이해 주길 바라본다.

봄을 기다리며
속초기상대장 서광신

1. 개  강  식 : 2014년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 3층 강당

2. 수업기간 : 2014년 3월 ~ 12월(1년제/ 8월 방학 / 뒷면 참조)

3. 문  의  처 : 양양군노인복지관 1층 사무실(☎673-2685, 673-2686)

4.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프로그램 접수 시 회원증 지참 필수.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단, 부부 및 자녀일 경우에만 대리 신청 가능)

* 프로그램은 구분별로 각 1개 강좌 신청 가능, 1인 총  2개까지 접수 가능. 

(구분-건강교육, 교양교육, 정보화교육, 취미여가교육)

*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

* 정원을 초과 시 추첨을 통하여 수강생을 선발.

* 노래교실 강좌는 열린 강좌로 진행,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

5. 접수과목

구분 강좌명 정원 강사명 요일 시간 장소 비고

교양

교육

한글교실 10 이미자 월·수 오후 
01:00~02:30

프로그램실2 교재구입

영어회화 15 김금선 월·수 오전 
10:30~12:00

프로그램실2 교재구입

일본어회화 10 고우모또
치하루 화·목 오후 

01:30~03:00
프로그램실2 교재구입

중국어기초 10 이옥란 화·금 오전 
10:00~11:30

프로그램실3 교재구입

정보화

교육

정보화-기초1
(오전) 12 이계자 화·목 오전 

10:00~11:30
정보화교육실

정보화기초2
(오후) 12 이계자 화·목 오후 

01:00~02:30
정보화교육실

인터넷활용 12 배민주 금 오전 
10:00~11:30

정보화교육실

취미

여가

교육

라인댄스 30 최은숙 월·목 오전 
10:00~11:30

강당

댄스스포츠
-초급 20 김동월 화·금 오후 

01:30~03:00
강당

노래교실 50 이상옥 화·목 오후 
03:00~04:30

강당 열린강좌

사진 20 박호상 화 오후 
02:30~04:30

프로그램실3

건강

교육

팔극권 15 이정대 화·목 오전 
10:30~12:00

프로그램실1

요가1(오전) 20 김기자 수·금 오전 
10:00~11:30

프로그램실1

요가2(오후) 20 김기자 수·금 오후 
01:30~03:00

프로그램실1

새로운 시작, 브라보 실버!

양양군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아차 폭설지원 물품 전달

제설삽 등 총 1,927점 1억1천만원 상당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폭설
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군을 찾
아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품을 전
달하고 조기복구를 기원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6일 김

종석 노조지부장과 최준영 노무
지원사업부장 등 노사 관계자 1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실천 위해 노사가 두 손 맞잡다’
는 슬로건을 내걸고 폭설피해복
구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날 군청 광

장에서 우리군에 5톤 덤프차량
부착용 제설기 4대와 쌀, 라면 등
총 1,927점에 1억1천만원 상당
을 기증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물품전

달이 유례없는 폭설로 큰 상처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 노사는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반
자로서 사랑나눔 실천에 힘쓰겠
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남대천의 연어 포
획량과 어린 연어 생산량이 모
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 연어
산업화의 전망을 밝게 했다.
양양연어사업소(소장 홍관의

)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천에서
3만3,064마리의 연어를 포획
하고, 올해 2천100만마리의 어
린연어를 생산해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이 같은 포획량은 2011년

4,753마리, 2012년 9,052마리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며, 연
어자원 증강사업이 시작된 이
래 최고였던 지난 1998년 2만
7,721마리의 포획기록도 갈아
치워 연어자원 회복의 전환점
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올해 어린 연어 생산량도 지

난해(650만마리)에 비해 3배
가 넘고, 2012년(450만마리)보
다는 5배나 증가돼 연어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양연어사업소는 어린연어

가 산란을 위해 모천으로 올라

오기까지 3∼5년이 걸리는 것
을 감안하면, 2010년 1,360만
마리에 이어 2011년 1,500만
마리의 많은 어린연어를 방류
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어연구자들은 올해

북태평양의 먹이가 풍부해
2010년과 2011년에 방류했던
어린연어가 더 많이 생존해 소
상한 것으로 진단했다. 남대천
에서 방류된 연어는 동해안∼
북해도 연안∼베링해나 북태
평양을 거쳐 남대천으로 회귀
한다. 
연어사업소는 지난달 양양남

대천에서 올 들어 첫 어린연어
를 방류한데 이어, 지난 7일부
터 남대천을 비롯해 고성 북천
과 명파천, 강릉 연곡천, 울산
태화강, 부산 일광천 등 전국
주요 연어소상 하천에서 본격
적인 방류사업에 들어갔다. 올
해 방류된 어린연어는 2016∼
2018년에 어미연어로 자라 모
천인 양양남대천에 오르게 된
다.   

남대천 연어 포획·생산량 역대 최고

3만3,064마리 포획· 2,100만마리 치어 생산…지난달부터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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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에 편찬(編纂)된 양양도호부 산천조(

山川條)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에 대한 기록에서 영(嶺)은 오직 소동라

령(所冬羅嶺)만 있으므로, 이것이 후대의 기록
에 나오는 오색령(五色嶺)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나, 그 이후 자료로 보아 소동라령과 오색령
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제현(麟蹄縣)의 산천조(山川條)에도 한계

산(寒溪山)의 다음 항목으로 소동라령(所冬羅
嶺)이 기록 되어 있으며, 인제현의 북쪽에 있
는 영(嶺)으로는 소파령(所波嶺), 미시파령(彌
時坡嶺) 등이 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에 오색령(五色嶺)에 대한 기록은 없다.
(3) 팔곡집(八谷集)
1589년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

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에 한계산(
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
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지금의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장수대 인근에 위치한 절]에서 투
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
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
고 있다.
(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조 8년 임오(1462년) 8월 5일(정묘)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
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기록에 상운역(祥雲
驛)·연창역(連蒼驛)·오색역(五色驛)·강선
역(降仙驛)·인구역(麟丘驛)·청간역(淸澗驛
)·죽포역(竹泡驛)·운근역(雲根驛)·명파역(

明波驛)·대강역(大江驛)·고잠역(高岑驛)·
양잔역(養珍驛)·조진역(朝珍驛)·등로역(登
路驛)·거풍역(巨豐驛)·정덕역(貞德驛) 이상
16역은 상운도 역승(祥雲道驛丞)으로 일컬을
것. 
성종 8년 정유(1477년) 1월 24일 (계해) 이극

증의 계본에 따라 강릉·양양·인제의 공수
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르게 하다. 기록에 호조
(戶曹)에서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
李克增)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릉(江陵)의 진부역(珍富驛)·횡계역(橫溪驛
)·대화역(大和驛)·임계역(臨溪驛)과, 양양(
襄陽)의 오색역(五色驛)과, 인제(麟蹄)의 부림
역(富林驛)은 극심하게 잔폐(殘敝)하여 모든
공급(供給)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須位田)을 대로(大路)의 예(例)에
따라 20결(結)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
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세조실록, 성종실록에 오색역(五色驛)
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색령(五色嶺)이
라고 지칭한 기록은 없으나 오색(五色)을 경유
하는 대로(大路)인 영로(嶺路)가 있었음은 분
명하다.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朝鮮

王朝實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
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寧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
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받을 것입니다. 이

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
嶺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
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嶺)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양서 이광윤 선생년보(瀼西 李光胤 先生

年譜)
양서 이광윤(瀼西 李光胤 1564∼1637년)선

생연보(先生年譜)에 “1602년(壬寅) 4월 관동을
두루 돌아 한계산(寒溪山)의 승상이 빼어난 오
색령(五色嶺)을 두루 다니면서 전직 재상 절도
사들과 시를 지어 읊조리며 술자리를 베풀었
다.”라고 적었다.
(6) 곡운집 권지4(谷雲集 卷之四)
김수증[(金壽增) 1624～1701년]의『한계산

기(寒溪山記)』1691년(辛未) 5월 9일(甲午)의 기
문(記文) 중에 “살피고 나서 수백 보를 나아가,
개울가 돌 위에서 점심을 먹고서, 지나가는 스
님을 만나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곧 대답하
기를 오색령(五色嶺)을 경유하여 양양(襄陽)으
로 가는데 거리는 약 80리가 된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유곡연기(遊曲淵記) 1698년(戊寅) 2월 27일

의 기문 중에 “각형에게 물으니 지한이 설악
위를 가리키며 봉정암(鳳頂庵) 동쪽 모퉁이에
있고, 동북쪽에 있는 백연(百淵)은 남기와 아
지랑이 그윽하고 어두우니 가히 말 할 수 없으
며, 필여봉(筆如峯) 위의 오색령(五色嶺)은 동
남쪽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②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1. 오색령의 지명에 관한 기술
2. 한계령으로 지명 변천 기술
3. 오색령⋅한계령 고증 비교

Ⅲ.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과 복원절차
1.  오색령 지명 복원의 당위성
2. 현행법상 지명 복원절차

Ⅳ. 맺는 말

이번호 부터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우리고장 문화유산 되짚어보기 논문을 싣습니다.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 국군 기무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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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
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쓸까요?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동일하다 동(洞)·
리(里)는 빠지고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 시도+시군구+읍면+도로면+건물번호+동·호수
예)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 00동 00호

※ 살고 계신 동(洞)과 아파트 명칭까지 쓰시려면, 맨 뒤( )에 참고항목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 00동 00호(후평동, 00아파트)

•단독주택의 경우 : 시도+시군구+읍변+도로명+건물번호
예)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

•과거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로 읽었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는 ‘번’으로 읽습니다. (예, “적돌길 10”은 “적돌길 10번”으로 읽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www.juso.go.kr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눈에!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 '주소찾아'앱(App)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
소가 한 손에!
※ ‘주소찾아’앱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티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포털에서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번에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89, 

00동 00호(후평동, 00아파트)

지번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529-7 

00아파트 00동 00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ㆍ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도 개인소유 주택 내부 낡은 수도관으로 인

해 수돗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ㆍ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지원개요

❍ 대  상 : 자가주택소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옥 내 급수관에 녹물(탁수)이 발생하는 자가소유주택

※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등 모든 급수시설 해당

❍ 내  용 : 옥내급수관 갱생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공사비  

❍ 금  액 : 1가구당 220만원 한도 

※ 급수관개량(200만원) + 절수형 변기교체(20만원)

❍ 시  기 : 2015년부터 순차적 지원예정

2. 신청방법

❍ 각 읍ㆍ면사무소 및 상수도사업소로 전화 또는 방문상담 신청

▷ 지원자격 및 수도공급 여건을 고려 지원대상자 선정

3. 문의사항 

❍ 각ㆍ읍면 사무소 및 양양군상수도사업소 ☎033-670-2692

■ 사고 내용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 시청·조작 행위로  경북 의성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시청·조작하는 행위로 교통

사고가 급증, 법률을 개정하며 법규준수를 위한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 제기

■ 홍보내용 및 단속 대상

❍ (단속대상)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

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 네비게이션은 운전중 시청은 가능하나, 조작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조항으

로 처벌 됨.

❍ (처벌규정)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처벌과 동일한 차종별 3~7만원

(자전거 3만·이륜 4만·승용 6만·승합 7만)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 부과

※ 개정 법 시행(’14. 2. 14) 이전 도교법 시행령·규칙 개정 예상(경찰청)

● 기온이 상승하면서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

의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준다.

●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시는 옥내 전기

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겨울철 동안 전열기의 빈번한 사용으로 접

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새

것으로 교체 사용한다.

●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

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

지(어스)시설을 한다.

●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

부를 확인한다.

●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번

호없이 1588-7500번)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 처벌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알림

저소득층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신청 안내

해빙기, 전기안전관리 요령



생 활 정 보 72014. 2. 28(금)  제226호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戱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44-1. 농요(모 찌는 소리)

우리인간의 定住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농경문화권이 형성되겠

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자 저마다 적응했습니다만 소득의 노력은

일상 반비례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네.’가 생활

언어로 한동안 맴돌다가 오늘에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농의 수월성을 꾀하고자 ‘두레’, ‘질’이 어떤 역사적 의미

부여로 그 내면세계의 피로회복과 독농, 감농의 일환으로 장면따라

즉흥적 작사와 작곡으로 심신을 달래지 않았나 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농요의 시작이 아닌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고장의 모 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김 메는 소리, 벼 베는

소리 몇몇을 찾아 다듬어 내놓아 봅니다.

얼른 얼른 하더니

또 한 줌

그 소리

멀리 뜨기 전

나도 

또 한줌.

부지런함, 남 보다 뒤지지 않으려는 어떤 참된 숨결을 듣게 됩니다. 순진

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신용을 보였습니다. 선조님의 그때 묻지 않은 교훈적 존재가치가 바로 대

한민국의 기상이요 우리고장 양양의 오늘이 아닌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 줌 = 한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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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공공기관의 예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

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
영리법인

•규칙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은행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
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방위협의회ㆍ민방위협의회ㆍ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ㆍ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
•기타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사적행사 
❍ 선거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규근무시간에 선거
구밖에서 개최되는 사적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주된 구성
원으로 하여 개최하는 행사라면 참석이 금지됨.

❍ 후보자로서 참석하는 사적행사 -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
동을 위하여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함.

❍ 연가기간중 또는 점심시간에 참석하는 사적행사 - 연가기간중 정규근
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치행사  
❍ 정당의 후보자 선출대회 - 시기에 관계없이 참석할 수 있음.
❍ 소속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으로서 공개적인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
할 수 있음.

❍ 소속 정당의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행사 등 - 선거
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
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 등 정치행사 - 정당이 선거구 밖에서 개최
하는 정치행사,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
원인 경우에도 참석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 등 - 정당이 개최하는 정
치행사가 아니므로 사무소개소식 등 후원회가   개최하는 행사가 선거
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에서 개최   되는 것이 아닌 한 참
석할 수 있으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음.

❍ 정당집회에서의 연설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이 아닌 때에 소속 당원만이 참여하는
정당집회 또는 동 제한기간 중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ㆍ
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후보자
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의례적 방문
만이 허용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서는
지지연설을 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 방문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선거
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선거대책기구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
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나, 선거대책
기구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
니함.

❍ 연가기간중의 행사참석 -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2006. 1. 5. 13:00
경부터 18:00경까지 연가를 낸 이상 피고인이 같은 날 당원교육 및 여
성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14:00경부터 17:30경까지의 시간대가 ‘근무시
간 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2007. 2. 23 대법
원 2006도8445)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
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
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

거, 구·시의원선거,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구
·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
선거는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
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
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

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
니다.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
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
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10.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

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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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

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

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

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
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사무원 선임

▶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
습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 5명, 구·시·군의 장선거 : 3인,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2인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고나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4.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
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
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
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6.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
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탁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7.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절반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
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수량이며, 관할 구
·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 공약집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
안을 게재한 선거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 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
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9.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며, 선
거운동기간은 5월 22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개시(5월 22일) 전까
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역시 공식적인 선거운동
개시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

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

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

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

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

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

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

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

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

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

지 가능)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

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

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

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

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

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

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

사·지지권유 가능 

◦사진·성명·주소·전화번

호·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

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

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

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

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

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

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

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통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공약집
(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

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

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

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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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가간 상호 이해 및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국가간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대
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 자격으로 상대국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문화체험, 홈
스테이, 유적지 및 산업시설 탐방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2014년 “국가간 청소년교류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할 청소년과 통역요원을 다
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가. 1차 파견 청소년 및 통역 선발 

※ 상대국의 요청에 의거, 이스라엘은 만20세 이상(‘90. 1. 1~‘94. 12. 31 사이의 출생자)
※ 현지 파견 일정은 교류국가별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동 파견 일

정은 교류국가의 자연재해, 소요사태 발생, 국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수준 등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교류국의 사정 등에 의해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 선발된 청소년의 파견 자격은 자동으
로 상실됨 

※ 국가별 인솔자는 별도 선발함(말레이시아 지도자 파견은 청소년을 선발하지 않음)
※ 하반기 파견 대표단은 2차 모집 선발 예정

나. 외국 청소년대표단 초청에 따른 통역 선발 

※ 상대 교류국의 사정에 의해 방한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특수언어 통역의 경우, 별도선발함

2. 경비 부담
가. 청소년대표단 해외파견 참가자
○ 청소년 
- 정부지원 : 왕복항공료(20%), 여행자보험료 및 방문국 체재비
- 참가자부담 : 왕복항공료(80%), 비자발급비용(국가별 상이)

※ 사전교육 비용 : 숙식비(정부 지원), 교통비(참가자 부담)

※ 파견통역 및 소외계층 청소년의 경우 전액 지원(비자 및 여권 발급비, 국내 교통비 등 제외) 

나. 외국 청소년대표단 초청에 따른 통역요원
○ 근무일수 기준 사례비 지급

3. 참가자격
가. 청소년 
○ ‘90. 1. 1~’98. 12. 31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만16세~24세)
○ 최근 3년(‘11. 1. 1∼현재)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모든 청소년 국제교류파견

프로그램 기참가자 선발 제외 
○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파견 프로그램에 중복참가 불가 
나. 통역
○ ‘85. 1. 1~’94. 12. 31 사이에 출생하고 파견 국가 및 피초청 국가의 언어 통역이

가능한 청소년 또는 청년(만20세~29세)
○ 파견 통역의 경우, 최근 3년(‘11. 1. 1∼현재)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모든 청

소년 국제교류파견 프로그램 기참가자 선발 제외.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주최
하는 청소년국제교류 파견 프로그램에 중복참가 불가  

4. 선발 계획
가.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 : 2. 17(월) ~ 3. 9(일) 24:00 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 3. 19(수) 18:00
○ 면접일자 : 3. 22(토) ~ 3. 23(일) 

2014년 국가간 청소년 교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단 1차 모집

강원도에서는 “도민에게 편의를,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합니다.
1. 공모기간 : 2014. 3. 3.(월) ~ 8. 31.(일)
2. 참가자격 : 강원도내에서 거주하거나 생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

※ 도내 소재 기업 및 학교, 기관·단체 종사자, 공무원 등 포함
3. 공모내용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 및 기업활동 관련 불합리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
▪보건·의료,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도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 제출방법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 도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행정 ＞ 규제개혁공모전

▪우편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규제개혁공
모전 담당자

※ 접수일은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제안서는 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 법무통계담당관실 팩스 (033-249-4015)

5. 심사기준 : 창의성(30점), 실현가능성(30점), 효과성(40점) 
6. 수상자 발표 : 2014. 10월 중,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시 상 : 2014. 10월 중, 상장 및 시상금(장려는 전통시장 상품권) 수여

- 시상등급별 시상내역 : 총 18명, 5,000천원

* 심사결과 등급별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등급 조정으로 당초 계획된 수
상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예; 금상1, 은상2→금상0, 은상3)

*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

※ 기타 문의 사항은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033-249-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강원도 규제개혁 공모전 공고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수상인원 1명 1명 2명 4명 10명

시상내용 상장 및 
100만원

상장 및 
80만원

상장 및 
각 50만원

상장 및 
각 30만원

상장 및 
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 면접일정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공지 후 날짜 및 시간 조정 불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3. 26(수) 18:00
○ 합격자 사전교육 및 발대식 : 3. 29(토) ~ 3. 30(일) 
※ 사전교육 불참시 합격취소 처리(예외인정 불가)

○ 교류 후 사후 평가회의 : 8월 중 실시
나. 합격자 발표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 청소

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iye.youth.go.kr)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다. 선발 기준
○ 청소년은 만16세~24세 이하의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의 청소년으로 국

가간 청소년 교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자
- 최근 3년 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기참가자는 선

발 제외.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중복참가 불가
○ 통역 요원은 파견국 및 피초청국 언어 통역이 가능한 만 20세-29세의 청소년(

청년)으로 통역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소외계층 청소년은 전체 인원의 20% 범위에서 우선 선발됨
○ 청소년 참가자 중 10대(만16세∼19세) 청소년 40% 이상 선발
○ 참가계획 및 사후활동 계획, 교류 국가의 언어(또는 영어) 구사능력, 문화 예

술(예·체능분야) 기능보유,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참여 경험, 단체활동 참여의 적극성 및 투철한 책임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 선발시 성별, 지역 및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개인 사정 등으로 미 참가자 발생시 예비 합격자순에 따라 대체 참가

5. 참가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온라인 신청양식)
○ 참가계획서(2,000자 이내 온라인 신청양식에 의거 자유기술)
- 참가동기, 파견국 관심사항, 교류 참가 후 활동 계획 등 포함

○ 자기소개서(2,000자 이내 온라인 신청양식에 의거 자유기술)
○ 개인이력서(통역 요원에 한함, 통역 경력 위주 기술)
○ 소외계층 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면접심사시 제출) 
※ 소외계층으로 지원서에 표기후, 면접당일 아래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종 심사에서 제외됨 
※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저소득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자(북한이탈주민증명서), 차상위계
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장애인, 차상위자활증명서) 등

6.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1단계 :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iye.youth.go.kr) 개인회원 가입 및 로그인
- 2단계 : 초기화면의 “공지사항” 중 “2014 국가간 청소년교류 모집공고” 클릭
- 3단계 : 해당 모집공고 하단의 “참가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

성(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자기소개서 모두 온라인 작성)
- 기타 첨부서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심사시 제출 

월 국가명 날짜 총인원
선발인원 통역 

선발 
언어통역 청소년

5
브루나이 05.01~05.10 10 1 8 영어
베트남 05.13~05.22 20 - 18 -

이스라엘 05.20~05.29 10 1 8 영어

7
몽골 07.15~07.24 10 - 8 -

불가리아 07.22~07.28 5 1 3 영어

8

말레이(지도자) 08.05~08.14 15 1 0 (지도자 별도선발) 영어
아제르바이잔 08.12~08.21 10 - 9 -

말레이(청소년) 08.11~08.20 15 1 13 -
튀니지 08.26~09.04 10 - 8
모로코 08.26~09.04 20 - 18

월 국가명 날짜 초청인원 선발 통역 
인원 통역 선발언어

4 불가리아 04.30~05.06 5 1 영어

5
칠레 05.14~05.23 5 1 스페인어

멕시코 05.21~05.30 12 1 스페인어
6 브루나이 06.04~06.13 10 1 영어

7
폴란드 07.09~07.18 10 1 영어

싱가포르 07.09~07.15 10 1 영어
콜롬비아 07.23~08.03 10 1 스페인어

8 핀란드 08.18~08.23 5 1 영어

9
일본 09.11~09.25 30 2 일본어

말레이(청소년) 09.22~10.01 15 1 영어

10
말레이(지도자) 10.15~10.24 15 1 영어

인도 10.15~10.24 20 1 영어
이스라엘 10.18~10.27 10 1 영어

11 인도네시아 11.02~11.11 35 2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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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 지원센터 이용안내

⇒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노인인력을 적재

적소에 연결하여 주므로서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구직희망 노인에 대한 상담/접수/알선과 구인업체방문/노

인고용 권장,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도와 노인취업 정보네트워크 구축으

로 정보제공

■노인취업 지원센터

⇒ 보건 복지부 지정 노인취업 전담기관으로 전국 284개소 운영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2항 : 노인일자리 점담기관 설치운영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19조 : 무료직업 소개소 등록

■구인/구직 대상

⇒ 60세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나 구인을 원하는 개인,업체,기관

※구직신청시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자격증 

■주요 알선직종 (민간취업)

⇒ 단순노무 : 일반노무원, 현장보조원, 가정도우미, 주유원, 청소관련

⇒ 수위/경비 : 건물관리인, 주차관리원,공장 또는 아파트 관리원

⇒ 공동작업장 : 설치,운영,지도

■상담 및 문의처

⇒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취업지원센터 (양양읍 남문1길14)

⇒ 연락처 : ☎ 전국대표전화 1577-6065번, 033)672-7277번,

- 월 최대 38,250원으로 전년대비 2,700원(7.6%) 상향 -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배경

○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

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

■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 기준소득월액 850,000원 미만 : 본인보험료의 1/2 정률지원

○ 기준소득월액 850,000원 이상 : 월 38,250원  

※ 2013년 최대 월 35,550원에서 2014년 38,250원으로 2,700원 인상

※ 기준소득월액이 850,000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신고하

여야 인상된 국고지원금액 받을 수 있음     

■ 농어업인 확인 신고 절차

- 농지원부상 세대주 : 농지원부 제출

- 농지원부상 세대원 :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또는 농어업인확인서

■ 부부가 농어업에 협업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강릉지사 가입지원부(☎ 640-9351~5) 

▶ 모집과정 및 인원

▶ 입학자격

○ 학위과정 : 전문대이상 졸업(예정)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일반과정 : 만 15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직업(위탁)과정 :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예정자

▶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인터넷접수(홈페이지),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전형방법

- 서류 및 구술 면접

▶ 입학특전

○ 전원(100%) 취업알선

- 수료 후 전국 52,000여개 대한상공회의소 우수 회원기업체 전원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 교육훈련비 전액 국가지원

- 교육훈련수당 및 교통비 지급(월 최대 25만원), 기숙사 및 식비 전액 국비지원

○ 교육훈련기간 중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기숙사 입사 희망자 전원 배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 가능

○ 교육기간 중 전원 안전보험 가입

○ 주말 귀가시 교통편 제공(서울, 춘천, 원주 방면)

▶ 입학상담 및 문의

- 전화 : (033)430-9720~3 / FAX : (033)434-0274 / http://kw.korchamhrd.net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2012. 2. 22. 제정)”을 제정 시행하

고 있으니 아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분들은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

◇ 적용지역 : 전국일원

◇ 적용대상

- 공유토지(2인 이상 공동 소유의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함 

◇ 수혜사항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부서(☎ 670-2152, 2151)로 문의 바람

우리나라 최초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흡연자 130만명을 9년추적관찰)한 연

세대학교 지선하 교수의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은 35개질

환에 1조7천억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규명 되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

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속초지사 윤리경영 및 청렴실천 과제 선정 지속추진

❍ 1부서 1청렴 실천  “국민에게 신뢰받는 속초지사” 이행 운동전개

❍ 전직원 윤리경영 실천 및 청렴도 향상 캠페인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속초지사
(☏1577-1000 www.nhis.or.kr)

모집분야 지 원 자 격 

국가·기간전
략산업분야

○ 학위 과정 : 고졸이상 또는 동등학력자 
○ 일반과정 : 만 15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직업(위탁)과정 : 일반계고 3학년 재학생 

원서 마감 현재 접수 중 ( 2014년 2월 27일 까지 )

입학 특전

○ 전원 대한상공회의소 우수기업체 취업알선 
○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국가 지원 
○ 월 20만원 교육훈련장려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취득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가능(학위취득과정) 
○ 귀가차량 운행    (매월 2,4주 금요일 서울, 춘천, 원주방면)

- 접수 : 강원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 문의전화 033)430-9720~3  http://kw.korchamhrd.net

구분 분야 과정명 인원 구분

1년 과정

기계분야

의료기기설계제작 30

학위과정3D형상모델링 및 설계 30

3D CAD/CAM시스템 30

3D모델링 및 정밀가공실무 30 직업(위탁)과정

3D 컴퓨터응용설계제작 30

자동차분야 그린 카 정비 30 일반과정

전기·전자

분야

의료기기전자 30

일반과정전기스마트배전 30

태양광전기에너지 30

IT융합 자동화 시스템 30 직업(위탁)과정

정보통신

IT분야

스마트기기 UX&UI 디자인 30
직업(위탁)과정

멀티미디어콘텐츠 30

스마트정보시스템 30 일반과정

구 분 원서접수 면접 합격발표 등록 입학 

수 시 ~14.2.13 14.2.13 14.2.14 ~14.2.20

2014년 3월 5일정 시 ~14.2.27 14.2.27 14.2.28 ~14.3.5

추 가 결원 발생시 추가 선발

국비 지원 신입생 모집 안내

농어업인 국고지원금액 상향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노인 취업지원센터  운영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국비)취업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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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육군부사관(민간 5기, 남군) 모집
“당신의 꿈이 조국의 미래입니다”

접수기간 : 2014. 3. 10(월) ∼ 4. 11(금)

문의 : 1588-6953, 033)672-6113

www.goarmy.mil.kr

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수수료 금액표

시행일 : 2014. 02. 27부터
2014. 2. 6

이사장
www.koroad.or.kr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

항        목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현 행 변 경

1. 운전면허증 교부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제3항 6,000 7,500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제85조제2항 3,000 3,500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자동차 운전면허 6,000 7,500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4,000 5,000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제83조제1항

가. 제1종 대형면허 15,000 17,000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다. 제1종 소형면허 3,000 3,000

라. 제1종 특수면허 15,000 17,000

마. 제2종 보통연습면허 15,000 18,500

바. 제2종 소형면허 6,000 7,500

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5,000 6,000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제83조제2항 21,000 25,000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제106조·제107조

가. 제1차 시험 10,000 10,000

나. 제2차 시험 21,000 21,000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제106조․제107조 10,000 10,000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제106조․제107조 5,000 5,000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제86조 6,000 7,500

10. 정기적성검사의 판정 제87조 4,000 5,000

11. 적성검사 연기 
(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1호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동항 2호,동항3호, 동항
제4호 군복무 중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제87조 2,000 2,500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제88조 5,000 6,000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31조 별표 36 개정
후 시행)

제98조 7,000 8,500

2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금년 6.4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

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