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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스토리

90분, 푸른 해변에서의 자유를 만나다

지난달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최북단이자 최단 거리의 고속도로가 열렸다. 서울∼양양간 운

행 거리는 기존 175.4㎞에서 25.2㎞ 단축돼 150.2㎞, 주행 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40분이 줄어 90분이면 도착한다. 또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를 조성해 영동고속도로에 편중했던 교통량 분산 효과로 이어져 동

해안으로 오는 길은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졌다.

서퍼들의 천국으로 손꼽히는 양양 해변을 찾는 서퍼들은 당일 여행이 가능해졌다며 반가워하고, 주민들은 서울을 오가는 길이 훨

씬 수월해져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나들이하기 편리해졌다고 한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양양이 또다

시 뜨고 있다.

양양장날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고속도로 개통 후에

양양전통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장날마다 과수원에

서 딴 과일을 직접 가지고 와 판매하는 남문리 유재희 씨

는 지난 9일 장날에 서울에서 왔다는 손님을 맞았다. 서

울에서 1시간 20분만에 양양에 왔다는 손님은 과수원에

서 따온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사면서 앞으로 장을 보러

양양으로 오겠다고 했다. 서울에서 양양으로 장 보러 오

겠다는 말이 서울 양양 간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또한 서핑의 메카인 양양에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

는데 고속도로 개통 후 양양을 찾는 서퍼들이 2배 이상 늘

었다고 한다. 시원하게 뚫린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2

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어서 금요일 저녁 퇴근은 양양

으로 한다고 했다. 이동거리가 훨씬 가까워진 덕분에 즐

거운 레포츠도 즐기고 여름휴가도 양양에서 보내겠다고

한다. 

양양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6살 두 자녀를 둔 권씨는 서

울 나들이 계획으로 즐겁다. 지난해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가자고 약속했던 터라 서둘러 준비했지만 결국 도로 위에

서 버린 시간이 더 많았다.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면 양양에서 서울 간 고속버스는 속

초를 경유하니 3시간이 소요되었고, 돌아오는 시간을 고

# 주말 레포츠 즐기러 금요일 퇴근은 양양으로,  이번 여름 휴가도 양양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강일 IC에서 양양 IC까지 90분,

양양으로 오는 길이 활짝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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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영서지역까지 교

통이 편리해져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큰 혜택을 볼 수 있

게 되었다. 그동안 서울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면 양

양에서 출발하지만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기 때

문에 운행시간이 2시간 50분가량 소요되었다.

하지만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난 7월 1일부터는

서울을 오가는 2개 운송사 26편 노선의  운행시간이 1시

간가량 단축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용이해졌다. 

버스요금도 강남노선이 19,600원에서 12,300원 으로,

동서울 노선이 18,700원에서 11,400원으로 7천 원가량

저렴해졌다.

또 강원영서를 완행으로 운행하는 기존 시외버스 노선

외에 양양과 춘천을 무정차로 왕복 운행하는 직행형 버

스를 하루 5회 운행한다.

버스 요금도 당초 15,300원(완행기준)에서 7,5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인하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7월 들어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는데 동서고속

도로 개통 후에는 양양을 찾는 피서객들이 눈에 띄게 늘

었다. 승용차를 이용해 양양 IC를 통과한 차량이 이전보

다 2~3배 가량 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도 늘어서 양양 터미널은 이달 들어서 부쩍 붐비고 있다. 

고속버스를 이용한 피서객들은 고속도로 개통전보다 훨

씬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

다고 한다.

2017년 여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양양의 시원하

고 푸른 바다를 만나러 오는 길이 활짝 열렸다.

# 2시간이면 도착이오!  버스 노선이 많아지고 서울요금도 7천원 저렴해졌어요~!!

테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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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서둘렀더니 노는 것보다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워

당분간 서울 나들이는 미뤄두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때 아이들과 여유 있게 재밌게 놀다가 돌아

오기로 약속했다. 드디어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모두 외지에 있는 서면의 황 할머

니 댁은 자녀들이 주말이면 더 자주 올 수 있다며 반가워

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양양으로 올 수 있으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뵈러 아들, 딸이 자주 찾아올 것

같다며 기대가 컸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가족

간의 소통도 활짝 열린 셈이다.



지난 4월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사격종목이 열린 양양군 실내사격장은 국제사격연맹

(ISSF)의 경기장 기준에 맞춰 모든 사대에 전자표적 시스템을 갖춘 도내 유일의 공인 사

격장이다. 사이클 외에 엘리트 체육부가 없는 양양군은 사격에서 4명의 국가대표 선수

를 발굴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에 황병인 총감독이 있다. 사격과 선

수들, 그리고 고향 양양에 대한 특별한 애정으로 양양의 내일의 꿈을 향해 정조준한 황

병인 감독을 만났다.  

야양사람

7월 13일 낮 최고 기온이 37도로 올여름 가장 무더웠던 날, 양양군 실내사격장을 찾았다. 무

더운 날씨지만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 두꺼운 사격복을 입고 이마에 땀이 흐르는데도 표적

을 향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연습하고 있었다. 

공기소총 종목은 10m거리에서 표적에 사격하는 스포츠로, 남자경기는 2시간 내에 60발을,

여자경기는 1시간 30분내 40발을 사격해야 한다. 그만큼 집중해야 하니 사격장안은 긴장감

이 돌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차근차근 소근 대듯이 선수들과 이야기 나누는 황병인 감독과 장인춘

코치의 목소리와 ‘따각 탁, 따각 탁’하고 울리는 총소리뿐이었다. 오는 9월 21일 전국대회인

‘경찰청장기’ 꿈나무 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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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사격연맹 황병인 총감독

# 양양, 사격선수의 요람.

양양의 내일을 향해 쏴라!



황 감독은 중3때 사격선수가 되었는데, 공용으로 쓰는 총 대신

더 좋은 성적을 내기위해 개인 총을 마련해야했지만 집안 사정

이 어려워 끝내 고3 때 꿈을 접어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 후 두 달분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총’을 샀고, 포

기했던 사격의 꿈을 다시 키웠다. 

집 마당의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사격연습을 하다가, 중학교 때

사격 선수였던 부인도 경력을 살려 부부가 함께 사격연습을 했

고, 동생들도 함께 연습하며 1998년 여자 소총 권총 1팀과 남자

팀 모두 8명으로 된 가족 사격단을 만들어 그해 도민체전에 출

전해 동메달을 땄다. 

“ 처음에는 혼자 연습하다가 아내와 동생들, 그리고 부모가 사격

을 하니 아이들이 신기해서 해보겠다고 해 자연스럽게 우리 아

들과 조카 4명이 오락실을 가는 대신 사격을 배우게 된 거죠. 그

렇게 꿈나무 사격단이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2003년에 ‘봉황

기 사격대회’에 나가서 단체, 개인부문에서 금메달을 모두 싹쓸

이 했어요. 그때 양양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사격장을 지어 주

어서 비닐하우스가 아닌 제대로 된 사격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

게 되었죠. ”

동네 아이들에게 사격을 가르치면서 황병인 감독은 주경야독의

빠듯한 생활을 해야 했다. 공직자로 퇴근 후 훈련 지도를 했고,

대회가 있으면 집안 대소사도 상관없이 부부가 선수들과 대회

에 출전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과 학부모들

의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에 견뎌 낼 수 있었다.

야양사람

# 포기했던 사격의 꿈을 다시 키우다  ‘사격은 나의 운명’

55세에 공무원을 퇴임하면서 황병인 감독은 딱 5년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격감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30년간 공직에 있

었으니 지역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5년간 양양의 꿈나무들을 키

우겠다고 다짐했다. 

“하하하, 누구한테 약속한 것도 아니고 5년만 봉사하자는 것은

저와 아내의 결심이자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저렇

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년이 되었다고 그만둘 수 있나요? 최선

을 다해야지요. 그리고 언젠가 저와 훈련했던 선수 중에 누군가

가 고향으로 돌아와 이 사격장을 맡아서 지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

사격장 한편 벽에는 그동안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의 유니폼이

태극기가 선명하게 박혀 걸려있다. 국가대표로 첫 대회 때 입은

유니폼을 사격장에 걸어둔 것이다. 이 벽이 선수들의 유니폼으

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200명이 넘으

니 그 가운데 누군가가, 연어가 양양 남대천으로 회귀하듯이 양

양에 돌아와 사격의 꿈을 이어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그의 단

하나의 목표이자 바람이다. 

양양의 내일의 꿈을 키우는 황병인 감독의 고향에 대한 무한 애

정이 뜨겁다.

# 연어가 돌아오듯이,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와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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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대표 선발전이 국가대표가 되는 첫 걸음이지요. 올해는

4명의 꿈나무 대표선수를 선발하는데요, 랭킹 1,2,3위를 모두 우

리 양양군 선수들이 하고 있어요. 꿈나무 대표로 선발되면 국가

대표감독이 직접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

후 청소년 대표가 되고 국가 상비군으로 선발되는 겁니다. 그러

니까 꿈나무 대표선수가 된다는 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황병인 감독이 지난 2003년부터 사격을 지도하면서 양양출신의

꿈나무 대표 10명, 청소년 대표 1명, 국가대표 후보인 국가상비

군 2명을 배출해 양양은 사격의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

만 교육청의 엘리트 체육 육성종목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지원없

이 양양군체육회와 학교,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도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은 감독과 선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

과이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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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벽과 조사(趙師)를 배향한 연유는?

사림의 향론으로 동명서원을 창건하면서 조인벽을 봉사(奉祀)

하게 된 것은 이 지방의 문향(文鄕)을 열은 인물로 평가되는

데다가 고려 말엽에 양양으로 낙향한 것이 계기이다. 조인벽

의 본관은 한양으로 중국에서 귀화한 조원수(趙元壽)의 5세

손이다. 그는 여말 충목왕(忠穆王)대 이래로 홍건적의 퇴치와

왜구의 격퇴에 공헌을 한 무관이었으며, 아울러 학문과 덕망

을 갖춘 문인이었다. 그는 처남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가담하였다. 그의 봉작은 순성익위협찬보리공신삼중대광용원

조선 인조 6년(1628)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조위한(趙緯韓)은 이 지역에 서원(書院)이 없어 젊은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전의 양양읍 조산리에 소재한 대포영의 군용건물이 방치되어 장차 헐리게 될 것을 발견하고 이곳을 학사로 전용토록 한

것이 서원 건립의 단초(端初)가 되었다. 그 후 서원 건립을 위해 숭모(崇慕)의 상징이 될 만한 선현을 물색하던 중 전 정언(前 正

言) 노경복과 사림 최정립, 이현일 등의 향론(鄕論)으로 양렬공(襄烈公) 조인벽이 추천되었으며, 이에 조 부사(趙府使)의 협조로 강

당 뒤편에 사당을 건립하여 충현사(忠賢祠)라 명명하고 조인벽을 봉향(奉享)하였으며, 동명서원으로 현판(懸板)하였다. 아울러 조

위한 부사는 학도들과 유생들의 식사 제공을 위해 전답과 소금 굽는 가마와 어선 한척을 지급 전속시켜 서원 운영을 자급하도록

하였으며, 서원의 재산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학생들에게는 부역과 병역까지도 면제해 주어 공부에만 전념토록 했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동명서원(東溟書院)은 조선중기

조위한(趙緯韓) 부사가 세운 사학(私學)이다!



정조 10년 순흥 와란(臥蘭)에서 196년 만에 돌아오다. 

동명서원의 소실(燒失) 연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력의 부

족으로 복구되지 못하였다가 정조 10년(1786)에 순흥 와란(順

興卧蘭)으로 옮겨서 재건되었다. 와란은 봉화군 봉성면 동양

리로써 과거 조인벽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던 봉화와 양양 등지

의 사람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의 동명서원에

는 당시 봉화의 숭모상징인 조정(趙貞)이 추배(追配)되었다. 조

정은 조인벽의 6세 손으로 정암 조광조(靜菴 趙光祖)의 문인

이다. 고종 8년(1871) 3월 20일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전국 700여 서원중에서 사액서원(賜額書院) 47개소만 남기

고, 모두 훼철되었다. 광무 2년(1898) 강원도 관찰사 조종필이

동명서원을 창건하였던 조산리 옛터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

다. 그 후 1982년 양양의 유림들과 한양조 문중(漢陽趙門中)

이 중심이 되어 196년 만에 사당과 강당을 조산리에 복원하

였는데, 그 기쁨이 체 가시기도 전에 2005년 4월 5일 대형 산

불로 사당(忠賢祠)이 전소되어  2010년 복구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고 2011년 4월 22일 사당복원 고유제(告由祭)를 올린

후부터 매년 3월 둘째 정일(丁日)에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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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 양양문화원〉

동명서원 춘향제

부원군(純誠翊衛協贊輔理功臣三重大匡龍源府院君)이었다.

조인벽은 이처럼 고려 말 신진세력의 중심부에 있었으나 이후

신진세력이 분열하면서 그는 양양으로 낙향 한 이후 이곳에

해월정(海月亭)을 짓고 산수간을 소요(逍遙)하면서 대자연과

함께하는 시예(詩藝)로 소일하였고 특히 후진을 양성하면서

학문과 도덕을 일깨워 이 지방의 풍속 순화에 심혈을 기울였

다. 동명서원이 창건된 이후 얼마 안 되어 양열공(襄熱公)의 넷

째 아들 조사(趙師)가 배향(配享)되었는데, 조사는 정몽주의 문

인으로서 양열공을 따라 낙향하여 지성으로 봉양하였으며, 양

열공의 사후에는 치악산 가치천(嘉致川) 근처의 원천석(元天

錫)과 교유하였다. 조사는 사적으로 이태조의 생질이었던 관

계로 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通情大夫僉知中樞府使)에 제수

(除授)되었으나 이를 사양하여 고려조에 대한 절의를 보였으

며 이에 후인의 사표(師表)가 되었음으로 배향(配享)될 수 있

었다.  



이달의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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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7.14~8.26) 조기 예약 마감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시원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피서지로 각광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호젓하고 청량한 산림휴양 피서

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다목적강당과 바비큐장 등 부족한 편의시설이 일

부 보완되고, 객실, 야영장과 같은 숙박시설이 추가로 조성되

면서 휴양림에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초에 이미 7월 ~ 8월 숙박시설 예약률이 70%를 상

회했으며 성수기인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조기에 예

약이 마감됐다.

짚라인 정상부까지 올라가는 솦속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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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장 7개소, 야영데크 5개소 등 숲속 야영장 운영

푸른 숲 위를 한 마리 새가 되어 날다! 

익스트림형 짚라인 새로 도입 운영

숲이 주는 여유와 힐링공간을 창출하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숲속야영장이 준공돼 7월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휴양림내 습지원 인근 5,326㎡에 야영데크 12개소와 소매점,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조성됐다. 

야영데크 12개소 중 7개는 35㎡의 글램핑장으로, 나머지 5개

힐링캠핑장은 25㎡의 데크시설로 조성됐으며 야영데크를 이

용할 때는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직접 가져와 설치하거나 임차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은 복합숙박시설

인 산림문화휴양관  14개 객실과 독립펜션 형태로 조성된 숲

속의 집 8동, 야영장 12개소 등 34개로 확충됐다. 

와이어를 이용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최정상부에서 하부관

리사무소에 이르는 580m 구간을 비행하는 양양송이밸리 자

연휴양림 체험시설인 짚라인에 새로운 익스트림형 짚라인이

도입됐다.

짚라인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디아이는 기존 앉아서

하강하는 방식인 일반형 짚라인 외에 몸체 회전이 가능한 익

스트림형 짚라인시설을 도입해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익스트림형 짚라인은 와이어에 매달려 하강하는 단조로운 일

반형 짚라인에 비해서 하늘을 나는 듯한 스릴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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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메카 동산항 및 동산해변 진입도로 3m → 8m 준공, 400m 2차선으로 확포장

해수욕장, 항포구 등과 접해있어 관광객과 주민 통행량이 많았

던 지역임에도 수십 년 동안 구불구불한 3m 마을안길을 주 도

로로 이용해왔던 동산리에 2차선 도로가 개설됐다.

동산리 도로정비사업은 폭8m, 길이 400m로 조성됐으며, 토지

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해 16억 1,900여만원이 투입됐다. 

마을을 관통하는 주도로 개설로 주민 편의가 크게 개선됨은 물

론, 130여 가구가 밀집해 있으나 소방도로 미확보로 재난대처

능력이 낮았던 점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7번 국도에서 서핑메카인 동산항, 죽도해변의 해안도로

와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완성됨으로써, 해수욕과 서핑, 낚싯

배 등 해양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조성된 동

산항 해양레저활성화사업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입 위해 

군 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서핑메카 동산리 마을안길 개설

북양양 IC 강선교 주변도로 

군 보건소 진입로 정비 및 파리바케트 앞 인도 설치

어시장 입구 노면 정비공사 

동산리 군 계획도로

이달의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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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양IC 인근 강선교 주변도로 개선사업 준공, 교통안전 시설물 추가 설치

북양양IC 접속도로인 군도1호선 강선교 주변도로 교통안전시

설 개선사업이 준공됐다. 

이 일대는 지난해 11월, 양양~속초간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

면서 북양양IC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아져 교통량이 크게 증

가한 구간으로 농촌마을인 강선리 주거공간을 관통하고 있어

교통 혼잡과 함께 사고위험이 높았던 구간이다.

군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강현면 강선리 970-5번지 일

원 160m 구간의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교차로를 확장해 운전

자의 시야를 넓히는 한편 도로변에는 인도를 별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도모했다.

또 마을 진입구간 등에 신호등 12개소, LED투광등 8개소, 보행

신호기 6개소, 도로표지판 4개소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 했다.

보건소 진입로 개선 및 인도 설치, 어시장 입구 노면 정비 및 비고임 막기위한 스탬프 패턴 포장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 진입도로가 좁고, 파리바게

트 버스 정류장에서 보건소까지 인도가 설치돼있지 않아 안전

성 위험이 높음에 따라 보건소 진입로 60m를 폭10m로 확포장

하고 파리바게트~보건소간 인도 160m를 설치했다.

또한 전통시장 어시장 입구 할머니 장터 247㎡ 구간에 노후된

노면을 보수하고 우천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스탬프 패턴 포장

을 했다. 또한 장날 할머니 장터구간과 행인이 다니는 구간을

분리시켜 도막 포장으로 마무리했다.

이달의 군정소식

북양양 IC 강선교 주변도로 개선

보건소  입구 인도설치 어시장 입구 노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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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 유적인 오산리유적(사적 제394

호)에 자리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 7월 8일 누적 관람객

수 7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2007년 7월 26일 개관이후 관람객이 하루 평균 200여

명 가량 꾸준하게 박물관을 찾은 결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활

발한 홍보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70만번째 관람객의 행운을 안은 주인공은 서울 잠실에

거주하는 박진숙씨(여, 57세)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가족 4명과 함께 양양에 들러 뜻하지 않

게 이런 행운이 생겨 선물도 받고 무척 기쁘다”며 “관광명소

라 해서 박물관을 찾았는데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개관 1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

아 더욱 발전하는 박물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양

양군에서는 박씨에게 꽃다발과 함께, 박물관 기념품 등 푸짐

한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해 주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람객 큰 폭 증가세

또한, 같은 날 일본의 나라(奈良)문화재연구소 쇼우다 신야(庄

田慎矢) 박사 등 고고학계 전문가 35명을 포함한 한일신석기

학회(회장 김건수, 목포대학교 고고학과교수)관계자 45명이

학회 공식일정으로 오산리유적과 박물관을 현장답사했다.

이들은 오산리에서 출토된 토기와 결합식어구 등 발굴유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 죠몽(繩文)시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사시대 한일간의 교류와 오산리유적의 학술적가치가 재조

명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관람객 70만명 돌파

일본 고고학계 전문가 35명 포함한 한일신석기학회 방문, 오산리유적의 학술적 가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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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조각난 토

기를 복원하라!’, ‘퍼즐 맞추기 게임’ 등 신석기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와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재로

한 박물관 캐릭터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주말과 휴일 관람객

이 60% 이상 증가하고 있어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드는 7

월 하순부터는 하루 평균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60,200명이었던 지난해 관람객수를 훨씬 상회하

는 올해 관람객 8만명을 목표로 단체 관람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각난 토기를 복원하라!’ 프로그램 인기, 올 관람객 8만명을 목표로 단체관광객 유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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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농협·농협중앙회·양양군,

㈜롯데지알에스와 상생협약

낙산해변 A지구(낙산항 인근)

공원형 주차장 준공, 

피서철 관광차량 수용

양양에서 재배·수매한 쌀(해뜨미),

버섯 등 농산물 납품하기로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하 서광농협장, 김진하

양양군수, 함병철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장, 김상형 롯데지

알에스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상생 협약식을 가졌다.

롯데지알에스(Lotte Global Restaurant Service)는 롯데그룹

을 대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기업으로 롯데리아를 비롯해

더푸드하우스, 엔제리너스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나토르

등 7개 브랜드를 통해 국내 약 2,5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과 롯데지알에스, 서광농협 3자 간 협약서에 따르면

서광농협은 롯데지알에스와 상호 협의 하에 향후 2년 간 쌀

(해뜨미)과 버섯 등 양양군에서 재배·수매한 농산물을 공

급하게 된다. 서광농협과 롯데지알에스는 우선 양양쌀 대표

브랜드인 해뜨미를 연간 3,600만원 상당을 수매가격 기준

으로 납품하기로 확정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버섯과 산

채류까지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차장 150면 조성, 조경공간 300㎡

및 주차장 데크길 274m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낙산해변에 새로운 공영 주차공간이

조성돼 7월 21일부터 개방 됐다.

이번에 조성된 송이공원주차장은 구 낙산도립공원계획상

해수풀장이었던 곳으로, 수십 년 간 계획이 실행되지 못한

채 백사장과 이어지는 공터로 남아있었다.

5,136㎡의 큰 면적으로 인해 상가와 바닷가 간 이격거리를

넓혀 해변을 오가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주

차장이 부족해 인근 낙산사와 낙산항, 수상레저시설 등을 이

용하는 차량들이 좁은 도로와 주차장에서 혼잡을 빚어왔다.

군은 3억 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 주차장공사를 착공해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준공했다. 

피서객 이동과 휠체어 이용 편의를 위해 삼각형 모양의 주

차장 가장자리 총 274m에 1.5m폭의 해변 탐방데크를 설치

했으며, 백사장과 주차장 사이에 조성한 300㎡의 조경 및

녹지공간은 해변 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7月 양양의 이모저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깨끗한 손씻기” 어린이집 방문교육 실시

7.15_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양양수산항방문, 수산어촌체험마을 운영 상황 점검

7.18_물절약 실천 어린이집 상수도 시설견학

7.11_대한 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주관 제3회 강원 한돈인 한마음대회 개최

7.14_물놀이 안전책임~!! 수상인명구조원 안전교육실시

7.24_일본 롯카쇼촌 교류청소년들을 환영합니다.

양양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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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017 해

수욕장 개장에 따른 용왕제에 참석해 태평성대와 풍농풍어를

기원하며, 사고없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이 운영되기를 기원하

였다. 

또한 10일 중광정 해수욕장 용왕제와 21일 북분리 해수욕장

용왕제에 고제철 의원이,14일 최홍규 의원은 죽도 해수욕장

용왕제에 참석해 피서객 안전을 기원하였다.

2017 해수욕장 용왕제 봉행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관내 해수욕장 점검 및 근무자 격려

지난 7월18일 양양군의회 이기용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낙산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5개소 해수욕장을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불편없는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석을 요구 하

였으며, 특히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공용주차장의 조기완공과 여름철 쓰레기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문하였다.

아울러 해수욕장을 돌아보며 더운 날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00여명의 수상

안전요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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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가 7월 20

일 양양 골든비치 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 시군의회 업무 보고 및

2016~2017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였다.

또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및 처리 등을 통해 그간 추

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당면현안 및 발전방향을 협

의하였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편도:12,500원) 인하요구 건

의문을 채택하고, 춘천~서울 민자구간에 대한 수익분석을 다

시 해 통행료를 낮출것을 촉구했다.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2017년도 정기총회

2016~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 현안사항 협의

서울양양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채택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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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

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

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

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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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신

이장통신
우리 마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마을이장님!
이장님을 통해 마을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코너, 이장통신.
우리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우리 청곡2리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을 위한 편의장비가 들어왔어요.

어떤 장비가 있나요?

우리마을 주작목이 쌀,콩, 옥수수, 잡곡등이 있습니

다. 이 작물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작업 능률을

향상하기위해 감자수확기, 감자파종기, 사다리 등

20종 251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지으실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번 편의 장비 덕분에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허리도 덜 아프네요. 앞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말 잘됐네요~!! 건강도 챙기시고, 수확량도 늘고

일석이조네요~!! 축하드려요~~^^

얼마전 우리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명품간식

을 만들었답니다.

명품간식이라면 무엇인가요?

네~고구마호두 샐러드와 바나나아몬드 쥬스 등 견

과류를 이용한 간식을 만들었습니다.~맛도 좋고 건

강에도 좋은 간식이라 어르신들의 좋아 하셨어요. 

사진을 보니 다른 활동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간식만들기 전 보건소에서 영양사선

생님이 나오셔서 어르신 질환별 영양관리도 해주시

고 식생활에서 지켜야할 부분도 설명해주시는 등 유

익한 시간을 보냈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셨습니

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장통신’ 코너에 제보를 기다립니다.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홍보부서(033-670-2103)으로 연락주세요.

양양읍 청곡2리  (박상열 이장님)~ 강현면 상복리 (김영일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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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이게) 최고자니

이기(이게) 최고자니!

맛과 건강을 한번에 여름 과일 복숭아~!

뽀송뽀송 아기엉덩이가 떠오르는 복숭아를 한입 베어물면 달콤한 향과 즙이 입안 가득 퍼진다. 생각만 해도 침

이 꿀꺽 넘어가는 이 복숭아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리가족 여름철 효자 과일이다.

우리아이 면역력 UP

알카리성 식품인 복숭아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더운 여름

산성화된 우리의 몸을 중화해주며, 감기부터 암까지 면역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잎부터 씨까지 버릴게 없어요.

복숭아 잎의 즙액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를 방지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며, 잎을 잘 닦아서 헝겊에 쌓아 욕조에

넣은 후 목욕을 하면 피부병, 습진 등의 소염효과가 있다.

복숭아씨는 심장 페 대장등에 도움을 주고 특히 어혈을 없애준

다.

여성과일 복숭아

단맛과 낮은 칼로리를 한번에 잡을수 있는 복숭아는  수분함양

이 높고 저지방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여

름철 필수 다이어트와 변비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 C, A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

해주며 기미, 주근깨 예방 효과도 있다.

타닌과 마그네슘 성분은 피부톤을 화사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양양으로 복숭아 사러오세요~!

Tip

해풍을 맞으며 자란 양양복숭아는 물빠짐이 좋은 토양과 풍부

한 일조량 등 깨끗한 자연환경과 용천 북평에 집중화된 재배환

경으로 당도 높고 즙이 많은 명품 복숭아이다.

7월이면 제철 양양복숭아를  양양군 서면 용천거리 및 양양5

일장에서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다. 직접 시장으로 나가는게

힘들다면 양양몰( http://www.yangyangmall.co.kr )에서 산지

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쉽게 구입할수도 있다.

숙취해소에도 복숭아

술 먹은 다음날 꿀물도 좋지만 달콤한 복숭아를 먹어보자. 복

숭아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은 음주 후 남아있는 알콜 성분을

분해하여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

- 구입요령 : 알이 크고 고르며 상처가 없으며 향기가 강한 것을 고른다

- 보관방법 : 0~10도 정도의 냉장실에서 보관해야 단맛이 잘 느껴진다. 

보관양이 많다면 하나씩 개별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자.

- 문의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 부서 ☎670-2704

- 구입 : 양양몰(http://www.yangyangmall.co.kr)



양양에서 데이트 할까요

22

양양의 여름에는 

아주 특별한 ‘낙(樂)’이 있다.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다. 푸르고 시원한 바닷가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름휴가! 

오랫동안 연인과의 휴가를 계획했던 터라 더욱 기대 만발이다. 

여행지를 물색하다가 문득 양양의 ‘낙산(洛山)’이라는 지명에 눈길이 멈춘다. 

한자는 달라도 왠지 그곳에 뭔가 특별한 ‘낙(樂)’을 발견할 것만 같다. 그래, 여기로 정했다. 

낮이나 밤이나 모두 즐거운 지상 낙원낙산해변

TIP

‘여름’이라는 바늘 끝에는 항상 ‘바다’라는 실이 따라온다. 그리고 이 둘의 조합

은 우리들의 여름휴가를 한결 아름답게 수놓는다. 그렇다면 낙산해변은 다채로

운 빛깔을 가진 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2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야트막한 수심

으로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은 낙산해변은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

다. 여기에 해안가 주위로 무심한 듯 펼쳐진 소나무 숲이 청량감을 더해 끈적끈

적하게 달라붙는 무더위를 말끔하게 씻어준다. 

소나무 숲과 나란히 자리한 낙산 디자인 거리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 밤이면 은

은한 조명으로 더욱 낭만적인 거리에서 연인과의 달달한 데이트를 계획해 보는

건 어떨까?

7월 마지막 주, 낙산해변에서는 DJ 클럽 파티를 비롯하여 여러 뮤지션들의 멋진 공연

을 만날 수 있는 ‘낙산비치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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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뇌를 떨치고 찾은 마음의 고요 낙산사

TIP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피해 고요하게 바다를 즐기고 싶다면, 낙산해변에서 가까운

낙산사에 올라보자. 1,300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낙산사는 일출 명

소로 알려진 의상대를 비롯하여 홍련암, 원통보전, 해수관음상 등 역사적 가치를 지

닌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년 고찰이다. 

2005년에 큰 산불로 주요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은 복원작업을 통

해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 모든 시간을 담담히 지켜봐 준 것은 어쩌면 눈 시리게 푸

른 바다가 아니었을까? 바다가 전하는 위로에 힘입어 낙산사도 새로운 희망을 품

을 수 있었을 것이다.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며 사찰을 거닐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고요하게 희망이 스며드는 것 같다. 

바다에 오면 바로 이 맛!  물회

TIP

바닷가에서 맛보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는 언제나 옳다. 낙산에는 어촌계가 운영하

는 활어회센터가 자리하고 있어 식사할 곳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뜨거

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쏙 빼고 난 뒤에는 시원한 물회가 제격이다. 신선한 횟감을

그 자리에서 손질해서 고추장 양념으로 만든 매콤하고 시원한 육수를 곁들여 푸짐

한 물회 한 그릇이 완성된다. 

오징어, 광어, 전복, 해삼 등 철마다 들어가는 횟감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재료

를 아끼지 않아 양껏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낙산에 오면 어민

들이 직접 잡은 다양한 해산물과 활어회를 맛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즐겨보자!

하루쯤은 어부가 되어 짜릿한 손맛을 느껴보세요. 낙산어촌계활어회센터가 자리한 낙산

항에서는 배낚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소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문의 : 033-672-2447 / 

낙산사 문화재구역 입장료 : 3,000원 (성인기준) / 주차장 이용료 있음



1 죽도해변에서 서핑을...

2 와~여름이다~!!! 낙산해변이 개장했습니다

3 낙산 해맞이길

4 90분이면 바다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5 양양이 가까워졌어요~ 재경양양군민 고향땅 밟기

6 신나는 동호리 멸치후리기체험

7 싱그러움가득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산책로

사진 양양군 SNS 홍보기자 

안영국, 김양희, 노화정, 이화자

1

2

3

6 7

4 5

SNS 홍보기자가 담아낸 양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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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꾸러미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7년 7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7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7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정인회식당 4명 홀써빙, 주방보조원 09:00~21:00 1일 9만원

주식회사
도림디앤비

1명
총무사무원(공무) 08:00~17:00

(주6일)
월180만원이상

(협의)

골든비치함바식당 1명 주방조리원 1일10시간근무 월250만원

스바라시 1명 홀써빙원
15:00~22:00
(월2회휴무)

시급 7000
~ 8000원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2명 요양보호사 1일근무2일휴무 월161만원

㈜한샘개발 3명 룸메이드
09:00~18:00

(주6일)
월185만원

강릉최가두부 2명 두부생산직
08:00~17:00

(주6일)
월170만원

두성건설 
주식회사

1명 토목시공기술자
09:00~18:00

(주5일)
연3,000만원

이상

청곡정미소 1명 농업관련단순노무
08:00~18:00
(월3회휴무)

월170만원

㈜월드와이드
써비스코리아

1명
영양사

(7/28일 접수마감)
09:00~17:00

(주6일)
월167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강원송이산영농조합 2명 생산직
주5일

09:00~18:00
일5.5천원

몽카페 1명
바리스타

매장관리업무보조
주6일

09:00~18:00
시급6,470원

백설실업 10명 세탁원
주6일

09:00~18:00
월160만원

㈜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근무)

8명 룸메이드
주6일

09:00~18:00
월170만원

밥풀 1명 홀서빙원
주5일

10:00~14:00
시급7,500

이솝어린이집 1명 조리사
주5일

09:00~16:30
월135만원이상

㈜골든에스앤씨

1명 사우나관리
주6일

09:00~21:00
월185만원

4명 룸메이드
주6일

08:00~18:00
월185만원

2명 서빙원 교대근무 월180만원

코레일낙산연수원

1명 룸메이드
월6회휴무

09:00~18:00
월155만원

1명 주방보조원
월6회휴무

0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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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매년 8월1일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납  기 : 2017.8.16 ~8.31

 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수납 시스템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

기나 공과금 수납기 등을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군청세무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786

8월 주민세(균등분)납부의 달입니다

❍ 일산백병원(인제대학교)
 우대대상 : 양양군민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선택진료비 20%      - 비급여(일부) 10% {MRI, sono(초음파)}

- 종합검진비 10%      - 입원시 병실 우선 배정 등 필요시 별도 협의

※ 국가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일산백병원 원무부 수납창구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의뢰서 발급(기관확인)

- 문    의 : 원무부(Tel 031-910-7456) 

총무부(Tel 031-910-7515), 양양군(Tel 033-670-2213)

❍ 경희 의료원
 우대대상 : 양양군민 , 양양군 출신 향우

 진료비 및 편의제공 내용

- 동서건강증진센터 기본검진 20% 

- 비급여 감면

․ 선택진료비(특진비/외래․입원) 10% (1회상한 50만원까지)

․ 의대병원 : 비급여 일부 10%(MRI,초음파,로봇수술)

․ 치과병원 : 비급여 일부 10%

(양악수술 입원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미백시술료)

․ 한방병원 : 비급여 일부 15%(한약,침 - 일부품목제외)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40% 

(빈소 및 안치실에 한함) - 상조 가입시 제외

 등록안내 (우대혜택은 등록 후 적용, 소급적용 불가)

- 등록창구 : 경희의료원 서관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 구비서류 : 우대 대상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

(Tel 02-958-2997,8/ Fax 02-958-2999)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양양군민 진료 협력병원안내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간 : 2017년 8월1일~9월30일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

(‘16.1.1~12.31)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 아내가 만

44세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인 : 아내명의 신청원칙(배우자, 직계존속 대리가능)

○ 제출서류

-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1부

- 주거비용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아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각) 1부.

- 신청인(아내명의) 통장사본 1부.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14만원(차등지원), 3년간 지원.

□ 문      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 033-670-2162

※여성 타시도에서 전입(국제결혼 미해당)한 경우 매월 2만원 추가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신청안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군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살림살이 운영방향 등에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

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 2017. 7. 10 ~ 8. 20(42일간)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 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설문서 게재

- 서면 조사(7. 31일까지) : 읍면 배포

 조사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

 조사항목 : 20개 항목

-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기재

- 군 재정 운영방향 및 개선의견 수렴

 결과조치 : 2018년도 예산편성시 설문결과 반영

구분 세  율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 50,000원

법 인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0,000원 ~ 500,000원

소득구간별 지원액        

기준중위소득 지원액
(월)기  준 소득금액(2인) 

100%이하 ~2,814 120

100%초과~150%이하 2,815~4,222 80

150%초과~200%이하 4,223~5,629 50

(단위 : 천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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