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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_대한민국 서프시티, 양양을 조명해 본다 

지난번 기사를 통해 강원도 양양이 왜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강원도 양
양에서 서핑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예비 서퍼들에게 서핑 입문 방법과 양양 내 추천 포인트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핑은 수면 위 파도를 활주하는 운동으로서, 수영을 하지 
못하면 때때로 큰 위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수영
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서핑에 도전할 수 있지만 이는 어
디까지나 안전 확보가 가능한 강사와 함께하는 상황에 한
한 이야기다. 바다의 상황, 파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입문, 초보 서퍼들은 반드시 강습을 받아 서핑을 
시작하도록 하자.

시작은 무조건 강습으로1
검색 창에 ‘양양 서핑’만 검색해도 만날 수 있는 서프 숍의 
숫자가 수두룩하다. 앞서 말한 강사의 수준이나, 서프 숍
의 위치, 입문 강습과 렌탈에 필요한 금액, 후기 등을 꼼
꼼히 비교해서 취향과 상황에 맞는 서프 숍을 선택하도록 
하자. 

원하는 서프 숍을 선택한다.3

입문 시에는 슈트와 보드 장비들을 빌려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렌탈 장비로 수차례에 걸쳐 서핑을 경험하고, 
본인만의 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희망사항이 생기기 시작
했을 때도, 바로 구입하지 않고 숙련자들의 다양한 조언을 
참고하면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처음부터 장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4
강사들 중에도 다양한 서핑·지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
고 있는 이들이 있다.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강습은 가능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수
상 인명 구조 자격증을 구비한 숍이나 강사에서 강습 받을 
것을 추천한다.

강사의 자격증 유무를 체크2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을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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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매력의 서프 포인트를 찾아가다.

성공적인 입문 서핑을 마쳤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 희망하는 사이즈의 파도가 찾아줄지를 예측한다. 본인
의 희망 포인트와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와 장소를 맞춰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해보자. 단, 새로운 포인트에서는 
해당 지역의 숍이나 로컬 서퍼들로부터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입수한다. 

명실상부 양양서핑의 메인 #죽도해변_ 현남면 죽도해변은 수심이 일정하고 
얕아 연중 좋은 파도가 잘 들어온다. 먼 바다로부터 밀려온 큰 파도가 해변 
가까이에서 부서지기 때문에  많은 서퍼들이 찾는 양양서핑의 메인 포인트
라 할 수 있다. 오토캠핑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 죽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며, 서핑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1석 2조의 포인트이다. 국밥집
부터 수제햄버거와 펍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며, 많은 서핑업체가 저마
다의 개성을 뽐내며 즐비하게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핑마니아라면 #기사문해변_ 동호인들과 축제 같은 서핑을 즐기는 것이 진
정한 스포츠의 맛이라고 생각한다면 현북면 기사문해변도 좋다. 스웰(부서
지기 직전의 파도)시 방파제를 부딪 힌 후의 파도가 좋으며, 심지어 겨울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배럴(파도가 원통형으로 말린상태)이 생기기도 한
다. 중상급 서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걸으면 기이한 소리가 난다고 기사(奇
沙)라고 불리는 기사문해변은 겨울에도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볼 수 있다. 
 
한적한 서핑을 원한다면 #동호해변_다소 한적하게 나만의 서핑을 즐기고 싶
다면 손양면 동호해변이 좋다. 사람이 많지 않아 바다를 온전히 즐길 수 있
기 때문이다.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담한 해변으로 모래질이 
특히 뛰어나며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펜션 및 숙박시설 잘 갖추어져 있고 
여름철 가족단위 방문객이 좋아하는 해변으로 멸치후리기 등 체험행사가 이
루어져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동반하여도 여유롭게 서핑을 즐길 수 있다. 
 
최근 핫하게 떠오르는 #물치해변_ 강현면 물치해변은 수심이 깊어 태풍 등
의 영향으로 양양 및 동해안 지역에 지나치게 큰 파도가 올라와 다른 포인트
로는 입수가 불가능 할 때 좋은 파도가 밀려들어오는 대안 포인트로 최근 핫 
하게 떠오르고 있다. 일출 사진 포인트인 송이등대와 매월 둘째 주말에 열
리는 물치비치마켓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물치 회센터는 싱싱한 먹거
리를 더한다. 

본인의 스케줄과 희망 지역에서의 서핑에 도전5

서퍼들은 늘 다양한 일기/파도 예보 사이트나 앱을 통해 파도를 미리 예측하고 이동한다. 단, 파도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 추천 파도 예측 앱 : Windfinder, MSW 등  

 Tip

 현남면 죽도해변  

 현북면 기사문해변  

 손양면 동호해변  

강현면 물치해변  

양양군에 위치한 대부분의 포인트(해변)은 얕은 수심에 모래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전한 서핑이 가능하다. 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 지역에 비
해 상대적인 것으로서, 파도와 바다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이나 이 기사만을 맹신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행위는 위험하다. 새
로운 포인트에서 서핑을 도전하기 전에는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해당 해변에 위치한 
숍의 연락처나 위치를 확인하자. 또한 입문 서퍼의 경우 혼자 입수하는 일은 절대 금물. 

주의사항

  <글·사진 : ’리얼매거진 발행인’ 이원택>



 ISSUE &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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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PEOPLE - 육군 8군단 

“소대장님 메뉴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밖에 나오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때? 안 그래도 저 집이 숨은 맛집이라고 하는데, 저기로 가자.” 

5월 14일 정오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일대 식당가에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장병들로 북적였다.  

메뉴를 고르지 못한 장병 중 일부는 서로 가고 싶은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동료를 설득하고 있었다.  

인기가 있는 식당 앞에는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장병들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개중에는 식당에서 풍

기는 음식 냄새에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장병도 있었다. 이미 식당 안에 들어간 장병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기다리며 오손

도손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편 조용하기만 했던 평일, 식당에 장병들이 가득하자 상인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상인들은 디지털 무늬 군복을 입

은 손님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최선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 동료들과 커피 들고 인근 탐방·산책까지

 ‘I Love 양양 Day’ 장병들 기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린다 
육군 8군단, 지역사회 상생·협력 행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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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PEOPLE  

이번 행사에서 장병들의 호응도 호응이지만, 지역사회의 반응도 눈에 띈다.  
양양군은 ‘I Love 양양Day’ 기간 장병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대형버스를 지원했다. 또 양양군 번영회에서는 장병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높여 최근 접경지역 부대들과의 상생에 나선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양읍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만 씨는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적했는데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많이 와줘서 힘
이 난다”며 “군단과 군청을 통해 오늘 행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병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리부터 따
뜻한 인사, 음료서비스, 평소보다 넉넉한 음식의 양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군단 관계자는 “아직 부대별 예산지급과 인기식당 편중현상 등 제도적으로 보완점들이 있지만 오늘 행사에서 병사들이 보여준 
행복한 모습 속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부대 내부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많은 토의를 통해 지역
상품권 이용과 음식점 후기 공유, 친절상인 선발 등 장병들의 욕구충족과 지역사회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 얻고 있어

육군8군단이 5월부터  ‘육군 급식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평일 외출 점심식사’ 제도를 첫 시행했다.  
‘평일 외출 점심식사’제도는 먹거리 다양화를 위해 분기마다 개인당 8천원씩 현금을 지급해 병사들이 외출해 민간 식당에서 식
사를 하는 제도이다. 육군8군단은 이 제도에 침체된 지역상권 살리기라는 아이디어를 더했다. 
강원도 지역은 특성상 장병들이 면회나 외출을 나오는 주말이나 특산품 축제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손님이 적을 수밖에 없
다. 특히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평일에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단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I Love 양양Day’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대 장병 1200여 명을 14일부
터 16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양양군 내 식당,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에서 점심을 먹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병사들의 급식여건이 개선되고, 병 상호 간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게 됐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상우(소령) 8군단 보급장교는 “오늘 첫 시행한 ‘병사 평일 외출 점심식사’는 육군 급식혁신에 따라 장병
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병영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 것은 물론 ‘I Love 양양Day’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인 군 부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식사시간이 오후 3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식사를 마친 병
사들이 동료들과 함께 인근 지역 탐방과 산책, 커피 등을 즐길 수 있는 망중한이 됐다”고 말했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점심식사를 하던 본부근무대 최종우 병장은 “주말외출이나 외박 때 밖에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평일
에 부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은 것은 처음”이라며 “일주일 전부터 동료들과 어떤 메뉴를 먹을지 의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시간도 늘어나고 서로 더 친밀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 : 국방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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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여성새일센터, 길거리 음식 창업과정 요리품평회 ‘합격점’ 
연어주먹밥, 곶감호떡, 불고기·연어 핫도그, 크레페 등 다양한 음식 선보여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창업 프
로그램으로 진행중인 길거리 음식 창업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품평회가 
열렸다. 
길거리 음식 창업과정은 양양의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핑거푸드를 
연구해 완벽한 레시피 개발 및 완제품 조리 실습, 중간시식회와 평가회, 
현장 품평회, 창업준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18명이 하루 4시간씩 
30일간 교육을 받고 있다. 
20회차에 걸친 교육을 마치고 지난 5월 29일 요리 품평회가 열렸다. 

연어주먹밥, 곶감호떡, 크레페, 닭꼬치, 돈까스 등 모두 23가지 메뉴가 선보였으며  먹거리 관광, 전통시장, 농업마케팅, 홍보 등 다
양한 업무별 참석자들이 맛과 호감도 등을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맛과 비주얼 등에서 합격점을 받았으며 타겟별, 장소별로 메뉴를 선정해 시장을 공략할 시 방문객들의 호감을 얻을 것으
로 평가됐다. 군은 이번 품평회에서 호평을 받은 5가지 메뉴를 선정해 오는 6월 9일과 14일 양양시장에서 시범 운영을 할 예정이다. 
양유경 여성가족담당은 “양양의 관광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길거리음식 창업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맛과 영양, 선호도까지 갖춘 
관광 먹거리가 지역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창업단계까지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새일센터에서는 골든SNC와 연계해 교육생 14명 전원을 객실관리전문가로 취업을 연계시키기 위한 객실관리전문가 과
정과 목공 & 생활공예 지도사 과정도 함께 진행중이다.                                       문의  양양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70-2357

핫도그셋트

매콤닭강정 미소&날씬샌드위치 꽃감호떡 닭꼬치셋트

사악한돈까스&돈도그 만두튀김

베리베리크레페 훈제연어&문어주먹밥 쌈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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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건강 백세 시대!

강현게이트볼 클럽, 제52회 단종문화제기 강원도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 
“게이트볼은 나이들어 시작하는 운동이 아니라, 50~60대에 시작해서 100세까지 하는 운동입니다.” 

오는 6월말 횡성에서 열리는 강원도게이트볼 여성대회 우승을 목표로 훈련에 전념

강현게이트볼 클럽(회장 김광래)이 지난 4월말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제52회 단종문화제기 강원도 게이트볼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총 72개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강현게이트볼 클럽팀은 7명의 선수가 출전해 8전 전승의 기록을 세우며 우승기를 거머쥐
었고 금메달 7개와 부상으로 100만원의 상금까지 받았다.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현게이트볼 클럽은 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연소 회원이 56세, 최고령 회원이 85세이며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다. 명절, 공휴일 없이 1년 365일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훈련을 한다. 지난 5월 28일 찾아간 강현면 정암리 
강현면 실내 게이트볼장에는 오후 2시임에도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게이트볼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김광래 회장은 “게이트볼 훈련이 곧 즐거운 게임이자 내 몸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드는 활력소입니다”라며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서로 격려하며 팀워크를 기른 것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창화총무는 “게이트볼을 노인들이 하는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바둑보다도 더 수가 많은 지능적 게임이예요,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의 수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이 저절로 되지요.” 라며 게이트볼 자랑에 여념이 없었
다. 이번 단종문화제기 우승에 탄력을 받은 강현게이트볼 클럽은 올해 남은 6~7개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특히 오는 6월 27일부
터 28일까지 횡성에서 열리는 강원도 게이트볼 여성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팀워크를 기르며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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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자동(子東), 호는 명암(鳴巖). 숙종 7년(168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1694년 빙고별검(氷庫別檢)으로 
지내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후, 1703년 3월 응교(應敎)·수원부사·전라도관찰사·대제학(大提學) 등을 두루 거쳤다. 어
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고 특히 시문에 능(能)하여 삼연 김창흡(三淵 金昌翕)선생으로부터 천재라는 격찬(激讚)을 받
았다. 
조선 숙종 35년(1709) 2월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명암 이해조(鳴巖 李海朝)는  율곡 이이(栗谷 李珥)선생이래 대학자로 영시암(永
矢庵)에 은둔하고 있던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선생과 같이 양양의 경치 좋은 삼십경(三十景)을 두루 찾아 보고나서 느낌을 서
로 주고받으며 오언율시(五言律詩)로 노래한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 일명 양양별곡(襄陽別曲)을 명암집(鳴巖集)에 남겨 오늘에 
전하고 있다. 

이해조 부사(李海朝府使)가  
  현산삼십경(峴山三十景)을 노래한 배경 

이해조(李海朝) 그는 누구인가?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   

 영혈사(靈穴寺)  하조대(河趙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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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수려한 경관을 노래한 소회(所懷)는?  

<글·사진 : 양양문화원〉

이해조 부사는 현산삼심영 서문(序文)에서 양양의 수려한 경관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도 산수를 설명할 수 없는 것
이 안타깝다며 삼연 김창흡 선생과 화답(和答)한 시문을 기록으로 남겨 널리 알리고자 함이다.  
“산과 물이 견줄 수 없이 진귀(珍貴)하게 서로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내같은 재주로 전부를 충분히 꿰뚫어 알리기는 능력이 모자
라나 비록 언덕과 골·물·돌 하나하나를 듣고 본 바가 있으나 오히려 어렵도다. 하물며 강과 산이 넓고 크며 큰 바다와 명산이 상
치(相値)하여 매우 아름답게 갖추어져 있다. (중략) 옛 고을의 기록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 틈을 내어 망루와 사찰에서 적적하고 고
요함 속에서도 시문을 지어 읊으며 다만 한 때 한지역의 경치만을 기록해서 일찍이 없던 것을 찾아내어 기록으로 밝히니 내 어찌 
기쁜 일이 아니랴. 이에 상고(上告)하여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싣는 바이다. 또 읍을 찾아 늙은이 가운데 현산삼십경의 시문을 짓고
서 각기 짧은 글을 붙이고자 간략한 좋은 글을 요구하니, 삼연 김자익(三淵 金子益)이 응하여 화답하였노라.”(중략) “내가 돌아보니 
글이 없어 사람을 만나나 산수를 설명할 수 없었는데 내가 산수를 찾아 대하였으니 곧 다행이로다. 잠시 읊기도 하고 글로 화답도 
하다가 병풍에 모두 게재하였으니 장차는 이것에 의하여 밝혀 펴질 것이다.”라 하였다. 
 

현산삼십경은 어떤 곳이며 시사점(示唆點)은?

설악산(雪嶽山)·남대천(南大川)·낙산사(洛山寺)·천후산(天吼山)·의상대(義湘臺)·관음굴(觀音窟)·계조암(繼祖庵)·비선대(飛
仙臺)·권금성(權金城)·하조대(河趙臺)·현산(峴山)·의춘암(宜春巖)·무산(巫山)·녹문(鹿門)·자지산(紫芝山)·쌍호(雙湖)·태
평루(太平樓)·동해신묘(東海神廟)·죽도(竹島)·청초호(靑草湖)·상운정(祥雲亭)·대제(大堤)·봉정암(鳳頂庵)·사림사(沙林
寺)·오색령(五色嶺)·북진(北津)·냉천(冷泉)·검달동(黔達洞)·납호당(納灝堂)·영혈사(靈穴寺) 등 30곳이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금의 인제군 봉정암(鳳頂庵)과 오색령[五色嶺,한계령]은 삼십경  시제(詩題)로 보아 당시는 양양 땅이었다.  
□둘째 북진[北津,전진2리]리 어민들은 어로작업(漁撈作業) 시 월척미만   (越尺未滿) 물고기는 어족자원보호을 위해 방생했다. 
□셋째 사림사(沙林寺)는 부(府) 서쪽에 있는 옛 절터라 했는데, 요즘 사학  자들은 선림원지(禪林院址)라 격을 낮춰 부른다.  
  현산삼십영(峴山三十詠)은 이해조의 대표적 한시로 양양 향토사료(鄕土史料)로  가치가 높다고 본다.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홍련암 관음굴(觀音窟)현남 죽도선구(竹島仙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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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뉴스 브리핑

양양군축제위원회가 2018년도 양양송이축제와 연어축제 기본
계획 등을 확정했다. 
2018 양양송이축제는 산지에서 송이, 능이 등 버섯 수확이 본
격화되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간 개최한다.  
송이채취현장체험과 송이보물찾기, 표고버섯체험 등 방문객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짚라인·목공예체험·
숲치유프로그램 등 송이밸리자연휴양림 프로그램을 연계 체험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또 송이 생산량이 매년 일정치 않아 송이 위주의 축제 운영에

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 표고와 느타리, 해송이 등 지역에서 
생산된 다채로운 버섯류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체험형 관광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송이판매업체 실명제 지속 운영과 노점상 송이 판매행위에 대
한 단속 강화로 불량송이 판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
사장 부스는 판매존·체험존·먹거리존으로 구분 배치해 관광
객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운영해온 행사장부스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해 야간 시
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어축제는 연안 해역에서 연어 포획이 가능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인 만큼 가을 행락객을 축제 행사장 내로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축제 행사장을 과거 궁도장이 위치했던 문화복
지회관 앞쪽 둔치까지 연장해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하고, 방문
객의 동선에 맞도록 체험부스 등을 재배치해 행사장 운영의 효
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연어주제관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생명자원센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메인행사장에 연어의 생태, 활용도 등을 소개
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생태학습축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
키고, 연어의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연어축제 킬러콘텐츠로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어맨손잡
기 체험은 평일인 18일과 19일은 하루 2차례, 주말인 20일과 
21일은 5차례 운영한다. 사전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2,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장 한쪽에는 포토존을 조성해 가족·지인 등이 맨손잡기
체험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좋
은 반응을 얻었던 연어열차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
다. 이밖에도 연어 소원등 달기, 연어장승깍기 공예체험과 스탬
프랠리, 달팽이우체국, 연어투호, 룰렛게임 등 가족단위 관광객
이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033-670-2723

2018 양양송이축제 9.28~10.1  
2018 양양연어축제 10.18~10.21 개최

연어축제 행사장, 문화복지회관 앞까지 확장해 다채로운 체험 행사 개최 
연어맨손잡기 체험장에 추억의 포토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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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제29호 구룡령 옛길 탐방로 정비 

우리군이 명승 제29호로 지정된 구룡령 옛길 탐방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지쳐 갈천리 마을 약수터
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구
룡령 옛길은 예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을 잇는 중요한 상
품 교역로였다.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
거 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었던 길이었다고도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철광과 케이블카의 흔적이 남아 있고, 1989년 경
복궁 복원 당시 사용된 밑둥만 남은 황장목 흔적이 있는 등 
조선시대와 근현대사가 함께 잔존하는 역사적 가치가 큰 명
승지이다. 
구룡령 옛길은 이처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역사성과 문
화성을 겸했을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존상태까지 양호한 
점이 인정되어 2007년 12월 17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29호로 지정되었다. 
우리군도 구룡령 옛길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
광자원화를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구룡령 
옛길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구룡령 옛길 갈천리 입구 계곡 
부분에 목재형 다리를 설치(길이 24m, 폭 3m)하였고, 옛길 탐
방로의 묘반쟁이, 솔반쟁이, 횟돌반쟁이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했다.  
올해는 옛길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탐방로 안
전난간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옛길 정상부 고갯마루에서 갈천리 목재다리 입구까지 총 
2,795m 탐방로 중 위험구간으로 꼽히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정상고개~솔반쟁이 탐방로 900m구간에 높이 1.2m의 
안전로프난간을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탐방객의 이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갈천리 입구의 
목재형 다리 인근에 구룡령 옛길에 대한 종합안내판을 1개 설
치하고, 56번 국도에서 옛길로 갈라지는 도로변과 옛길 정상 
고갯마루에 길찾기 안내판을 각각 1개씩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보수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해 지난 4월 문화
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다는 방침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33-670-2728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동참합시다

우리군이 농어촌마을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소규모 연립주택 
등 생활쓰레기 배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편한 시
간대에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시설인 ‘재
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양양읍 구교리 우신연립과 조산리 마을회관, 손양면 
수산리 마을회관, 현남면 인구해변 공용화장실, 남애리 미륭
마을, 강현면 석교리 마을회관 등 총 6개소에 재활용 동네마
당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종량제봉투 쓰레기 및 재
활용품 배출지가 혼합되어 있어 효율적인 분리배출에 어려움
이 있으며, 도로·하천변에 배출된 폐기물이 바람 등에 날리
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15㎡ 규모의 개방형 시설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효율
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감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폐기물 처리
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쓰레기 종
량제 실천 우수마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종량제 실천(60점), 자원순
환(20점), 환경정비(20점) 등 3개 분야 7개 항목을 평가해 
읍·면당 1개 마을씩 총 6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
진다.            문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033-670-2183 

 농어촌·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연말 평가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지급

정상부 위험구간 900m 안전난간, 옛길 안내판 3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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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각종 범죄와 사고, 재난 등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회적 범죄 예방을 위해 공
공부문에서도 CCTV 설치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군의 경우 청사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범·교통, 재
난·산불감시 등을 목적으로 9개 부서에서 315대의 CCTV를 
운영 중이지만, 관제센터가 각 부서와 사업소, 경찰서 등에 분
산돼 있어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보안 관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은 CCTV 중복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간적·기능
적 통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마련
하기 위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287㎡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
으로 올 하반기 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통합관제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해 연말까
지 사업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관제센터에는 운영 전담팀과 모니터링 요원, 경찰 관계자 
등이 상주하며 연중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영상
정보와 GIS맵 연계를 통해 실시간 대응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033-670-2460

양양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5월 26일‘청소년의 달, 청소년 주
간’을 기념해 ‘청소년동아리 꺼리축제’를 개최했다. 
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회원 등 지역 청소년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볼꺼리와 먹꺼리, 즐길꺼리, 체험꺼리 등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자신들의 꿈
을 향한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수련관 활동을 통해 연마한 밴드·노래·댄스동아리
의 공연을 비롯해 타임캡슐, 보드게임, 키라키라 메이컵, 반지
의 제왕, 나쁜 기억 지우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됐으며, 달고나·솜사탕 만들기, 커피 핸드드립, 뻥스크림, 과
일쉐이크 만들기 등을 통해 추억의 먹거리도 제공됐다. 
특히 이번 꺼리축제에서 선보인 모든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
부터 진행까지 모두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청소년들
의 자아의식과 000가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양양군청소년수련관에는 22개의 청소년동아리가 등록
되어 있으며, 333명의 지역 청소년이 참여해 진로탐색과 자
원봉사, 학술, 문화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꿈을 하나
씩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강원

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는 양양군청소년수련관이 ‘청소
년 자원봉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 ‘페이퍼플레인’이 
최우수 자원봉사 동아리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
상하는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지역 청소
년들의 요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청소년담당 033-670-2810 

양양군 청소년 동아리 ‘꺼리 축제’ 열려

지역 청소년 300여명 참여, 볼꺼리, 즐길꺼리, 먹꺼리 체험 제공

각종 사건, 재난에 신속한 대응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청사관리, 방범·교통, 재난·산불관리 등 CCTV 315대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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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은 푸르구나~! 어린이드림페스티벌(5.5)  

2. 재난상황을 대비해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5.11) 

3. 양양에서 러시아간다~! 양양국제공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노선 운항이 재개되었어요(5.16) 

4. ‘오늘 뭐하지?’ 토요 돌봄 프로그램_ 토요일 오전이 즐거워요~!(5.19) 

5. 놀이를 통해 음식과 친해져요~!‘오감발달 노리쿡’ 영양교실(5.21) 

6. 군청 1층 민원실에 오시면 양양군 중소기업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7. 봄철 농촌 일손돕기! 풍년을 기원합니다. 

1

3

4

76

5

2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제7대 양양군의회 이렇게 일했습니다! 

2014년 7월 1일 개원 이래 32회 회기, 안건 397건 심의 의결 

양양군의회는 2014년 7월 1일 개원이래 올해 제230회 임시회까지 임시회 24회, 정례회 8회 등 총 32회의 회기를 운영해 총 

39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오색 흘림골 임시개방 건의문 1건과 CBS라디오의 “설악산케이블카, 알고 보니 최순실카?”  방

송 내용에 대한 사과요구 성명서 1건을 채택하였으며, 2017년 6월 16일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양양간 고속

도로 통행료 인하요구 건의문,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 및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양양군

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17년 11월 28일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91차 월례회에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업 면허발급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2018년 3월 29일 환경부 제도개선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반박 성명서를 채택하여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국회의장,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부장관 등에게 송부

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상반기 정례회 기간 중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양양군의회는 2014~2017년도 상반기 정례회 기간 중에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였다. 

매년 추진 중인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

정사업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발전과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과 인력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하였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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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
(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
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대 양양군의회,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며

 2017년 1월 12일 제2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비상특위)를 

구성·결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양양군의회는 1월 12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면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오한석 비상특위 위원장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개최한 ‘설악산 오색케이

블카 관련 군민보고회’에 참석하여 재심의에 앞서 문화재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였다.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이기용 의장을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청의 오색케이

블카사업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재심의 가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는 장석삼 강원도의원도 함께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원정 집회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앞에서 양

양군민 3000여명의 참여 속에서 열린 가운데, 양양군의회는 삭발시위에 동참하는 등 강도 높게 항의 하였으며,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하 군수 등과 함께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을 통해 양양군의회와 집행부는 문화재청에 공정한 절차로 재심

의를 마련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였다. 

 2월 14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이양수, 추혜선 국회의원과 면담을 가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

다. 그리고 이정미 의원실의 박항주 비서관과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 케이블카의 경제성 논란 

및 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으며, 케이블카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의 염원을 

전달하였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정준화)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1인 시

위를 진행하였다. 

4월 28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때 군청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국민권

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앞에서 우리 군민들과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의 인용재결 순간을 함께 하였다.  

8월 2일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였으며, 8월 30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집회에 

참석하였다. 8월 31일에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조현중 국장과 비공식 면담 후, 인용재결 이후에도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9월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이재구 과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경복궁 고궁박물관 상경시위에 참

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보류 결정에 아쉬움을 삼켰지만, 10월 25일 드디어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조건부 승인한다는 결정에 500여명의 우리 군민들과 기쁨을 함께 하였다. 강원도와 양양군, 나아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속에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승인을 위한 우리 군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보완, 자기반성을 통해 드디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14가지의 이행조건을 치

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환경단체 주장 등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갈 길은 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역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도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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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SNS 기자단 소식

SNS기자가 알리는 양양 소식

날씨가 더워지면서 머지 않아 시원한 동해바다를 찾아 멋진 피서를 즐기는 계절이 다가 옵니다. 
동해안 피서지 중 가장 멋진 곳 중 하나인 양양의 낙산해변도 어김없이 많은 피서객이 방문하게 될 텐데요, 
혹시 낙산해변 마을인 전진리에 멋진 벽화골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이번에는 낙산해변 전진리에 있는 벽화마을을 소개합니다. 
벽을 뚫고 나올듯한 트릭아트와 천사가 될 수 있는 포토 존, 낙산사하면 떠오르는 해수관음보살상 등 아기자
기하고 예쁜 벽화들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전진리 벽화골목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또 다른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글·사진 : SNS 홍보기자단 이돈출

18

양양 낙산 전진리 벽화마을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답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건강한 먹거리로 행복을 만들어요~!

Tip
■가격_뚝딱 취나물(4gX4봉) 6,500원 ■뚝딱 우거지해장국(10gX5봉) 5,800원 ■뚝딱 얼큰시래기 된장국(10gX5봉) 4,600원 
■뚝딱 시래기(7gX3봉) 7,200원 ■뚝딱 곤드레(4gX4봉)6,500원 ■뚝딱 곤드레된장국(10gX5봉)4,600원 
  ·구입방법_포털사이트에서 ‘뚝딱 시래기’,‘뚝딱얼큰시래기된장국’등 제품명 검색 
  ·문의_설악산그린푸드 080-672-8787

양양의 산채로 만든 곤드레 가공식품이 온라인에서 핫 하게 소비되고 있다. 곤드레에 이어 이번에는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뚝
딱 시래기’가 소개되었다. 시레기를 건나물 조리 시 불편했던 조리과정을 해결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존의 삶거나 불리는 번거로
운 과정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 했고 맛과 영양도 그대로 유지한 제품이다. 양양군 포월 농공단지에 소재한「(주)설악산 
그린푸드」가 개발한 곤드레, 시래기, 취나물 등 가공식품은 혼자사는 직장인 또는 주부 등을 겨냥해 만든 건강 밥상으로 ‘뚝딱’이라
는 이름에 어울리게 바쁜 시간에 손쉽게 조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뚝딱 시래기’는 건나물을 물어 불린고 삶아서 4단계로 세척
하여 나물의 깨끗함을 유지한 후 동결 건조가공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한 제품으로 HACCP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처리되어 믿고 먹을 수 있다. 

손쉽게 다양한 요리로 변신, 캠핑 등 야외 활동 필수품.

1인분씩 블록화하여 만들어진 ‘뚝딱 시래기’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요리에 사용 할 수 있다. 시래기밥은 쌀을 앉힌 후 제품을 뜯어
서 넣기만 하면 시래기밥이 완성되며 제품을 이용한 나물볶음, 영양죽, 생선조림, 피자 토핑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건강고 맛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뚝딱 얼큰 시레기된장국’은 뜨거운 물만 부어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캠핑 및 야유회 등 야외 활동 시 챙겨나가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맛과 영양에 편리함까지 더한  
                             초간단 가공식품이 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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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이게) 최고자니

이번에는 시래기다. 뚝딱 시래기

1년 전 곤드레가공식품으로 간편곤드레와 곤드레된장국이 홈쇼핑 등에 인기몰이를 했다. 
바쁜 일상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곤드레밥과 된장국으로 한끼 든든히 해결 할 수 있다. 이번에는 곤드레에 이어 ‘뚝딱 시래
기’를 선보였다. 
시간이 없다. 인공의 맛은 싫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싶다. 이럴때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스피디하게 사시사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양양의 가공식품을 즐겨보자. 



문득,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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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점심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시원한 물회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운 
후 12살 아이인양 설레임을 안고 해담마을로 향한다. 해담마을에서 우리
는 람보가 된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숲을 달리고 물살을 가르며 시냇물을 
건넌다. 여덟 개의 바퀴는 돌 언덕길을 달리며 빠른 속도로 급커브를 돈
다. 비명이 절로 난다. 하천에 진입한 다음부터 차는 쾌속정으로 변신하여 
물살을 즐기며 숲을 누빈다. 수륙양용차를 타고 달리며 보는 숲은 마치 동
화 속 나라에 들어 온 듯 한 느낌을 준다. 지난 몇 년의 스트레스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린다. 해담마을 방가로에서 1박을 선택했다. 박진감 넘치
는 체험 뒤에 휴식처럼 다가온 해담마을의 방가로는 유년시절 친구들과 함
께 하였던 수련회의 향수를 불러온다. 우리는 지나간 추억이야기를 꺼내
며 밤새는 줄을 모른다. 다음날 낙엽송으로 만든 뗏목을 타고 강물위에서
의 여유를 즐겨본다. 가만히 앉아 좋은 이들과 하늘을 볼 수 있는 이시간
이 고맙고 소중하다. 

꿈과 낭만의 나라로 모험을 떠나자  
해담마을(양양군 서면 서림리)

농촌에서 모험과 추억만들기, 양양농촌체험마을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보고싶다”는 한마디에 30년지기 친구들이 뭉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설렘과 두근거림을 안고 낭
만과 모험이 가득한 어릴 적 동심을 만나고 싶어 문득, 양양으로 여행을 떠난다. 

 



문득, 양양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동심으로 떠나는   
송천떡마을(양양군 서면 송천리)

아침 일찍 먹은 섭국이 소화가 되어 출출한 참에 송천떡마을에 도착한다. 아이
들이나 하는 체험을 뭐하러 하냐던 친구들은 쿵덕 쿵덕 떡을 치고 조물 조물 떡
을 만들며 마냥 신나한다. 만드는 족족 입에 넣으며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더 맛
있다며 칭찬에 입이 마른다. 그것도 그럴것이 일반 떡들은 쌀가루를 빻아 만들
지만 송천떡은 쌀로 밥을 짓고 밥을 다시 떡메로 친다. 정성으로 치댄 떡은 쫄깃
하고 부드러우며 담백한 맛으로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체험하고 나오는 
길 송천떡마을 입구에서 집의 가족이 생각나는지 한다발씩 떡을 산다. 금방 산 
약밥을 한 입 물었다. 들기름향이 입에서 맴돌며 쫀득하니 유년시절 할머니가 
떠오른다. 헤어짐이 너무 아쉬워 한참을 송천 떡마을 앞에서 옛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집으로 오는 버스에서 1박 2일 동안의 행복한 시간을 떠올려본다. 익사이팅한 
수륙양용차,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뗏목, 추억이 소록 소록 돋아나는 방가로에
서의 하룻밤. 할머니가 생각나는 맛있는 송천떡 만들기 체험. 문득 떠난 양양에
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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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마을_(양양군 서면 영덕리, 033-673-3808) 
·체험 및 숙박 : 자전거 발전기 쥬스 만들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양양 에너지월드 체
험 / 펜션 및 야영장 
■설악산오색마을_(양양군 서면 가라피리, 033-672-0462) 
·체험 및 숙박 : 허브화분심기, 허브교육 프로그램, 당나귀체험, 물놀이체험 등/ 원룸
형 펜션 
■황룡마을_(양양군 서면 서림리, 033-671-5559) 
·체험 및 숙박 : 짚풀 공예체험, 다슬기잡기, 먹거리체험 등 / 황룡마을한옥체험관, 산
촌휴양 체험관, 피톤치드 체험관  
■치래마을_(양양군 서면 갈천리, 033-671-5880) 
·체험 및 숙박 : 갈천계곡 물놀이, 갈천약수터 숲길체험, 갈백두대간 구룡령 옛길 산행
코스/ 펜션, 방갈로, 야영장 
■탁장사고을_(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010-4248-6746) 
·체험 및 숙박 : 탁장사놀이체험, 목공예 체험, 전통 도자기 물레체험 등/ 탁장사체험

관, 마을 민박 
■원일전리 금풀애마을(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033-671-3166) 
·체험 및 숙박 : 친환경 나물 도시락 만들기, 김치 담그기, 짱아찌 담그기 등/ 금풀애 체
험관, 녹색농촌 체험관 
■명지리 앵두마을_(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010-8725-1350) 
·체험 및 숙박 : 우리의 한과를 찾아서, 재미있는 다육이밥상 등/ 농촌체험관, 마을회관 
■38평화마을_(양양군 현북면 ,033-672-0305) 
·체험 및 숙박 : 38선 숨길 걷기체험, 사륜바이크체험, 해변 야영장 체험 등 / 마을체험
관, 다락방펜션 
■수동고을_(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033-673-0707) 
·체험 및 숙박 : 캠프파이어, 캠핑체험, 물놀이체험 등/ 펜션, 수동고을 센터 
■달래촌_(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033-673-2201) 
·체험 및 숙박 : 달래길 힐링코스체험 , 백선토 찜질방 / 달래촌 몸마음 치유센터 

키워드로 보는 Tip_양양의 체험마을 

<글·사진 : 편집부>



책 이야기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과학과 친해지면 삶이 조금은 편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를테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키
는 훼방꾼이 아니라 산소를 공급해주는 귀한 존재라는 과학
적 사실을 통해 문제 많은 조직에 왜 바른말을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한지를 지적하고, 작은 꽃들이 큰 꽃보다 먼저 피는 전
략으로부터는 빽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의 연대를, 자신의 것
을 버리면서 빛을 발하는 원자와 태양을 통해서는 낮아지는 
것의 어려움을 논합니다. 장내 세균, 늦잠, 모기, 매미, 항생제 
내성, 조류독감, 전자레인지 같은 현대생활에 밀접한 사물과 
현상에서부터 촛불집회, GMO 식품, 사이비 종교, 인공지능, 
지구온난화, 동물 쇼 등 사회적 현안과 정치적 이슈까지 아우
르고 있습니다. 저자는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게 아니
라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 실패를 통해 잠정적인 해답을 찾아
가는 과정이며, 우리 일상의 다양한 것들을 과학적 태도로 바
라본다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62개의 짤
막한 에피소드를 통해 거창하게만 느껴졌던 과학적 원리와 
사고를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책 속 밑줄 긋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온다. 
전자레인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헤어드라이어는 
거침없이 사용한다.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전
자레인지에 코를 대고 들여다볼 때 쬐는 전자기파보다 10배

가량 에너지가 높다. 전기장판은 말할 것도 없다. 전기장판에 
3센티미터 두께의 요를 깔고서 온도를 미지근한 정도로 맞추
면 전자레인지에서 30센티미터 떨어져 있을 때보다 10배 정
도 높은 전자기파가 측정된다. 가습기에서는 전자레인지보다 
14배나 많은 전자기파가 나온다. 더 놀라운 것도 있다. 화장
실에서 쓰는 비데다. 비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기파는 헤
어드라이어 보다 두 배가 많다. 그러니까 비데에서는 전자레
인지보다 20배나 많은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이다.』(p. 145)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이정모 지음 

바틀비 / 2018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피터 홀린스 지음/ 포레스트북스 / 2018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을 상담한 결과를 바
탕으로 인간의 성격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복잡한지를 밝혀내 심리학계의 주목을 받은 
저자는 사람의 성격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욕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
신을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여겨져 왔다면 이 책을 
통해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내일을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 
시릴 디옹 외 지음 / 한울림어린이 / 2018

이책에서 제시하는 실천방법은 어렵거나 거
창하지 않습니다.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들
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쓰지 않는 전등
이나 전자 제품 꺼 두기, 수돗물 틀어 놓지 말
기, 실내 온도는 19도로 맞추고 추우면 스웨
터를 하나 더 입기, 분리수거하기 등이 그 예
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작은 행동에 익숙해
지면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지구는 지금보
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
은 적지만, 그 힘이 한데 모이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털보 과학관장이 들려주는 세상물정의 과학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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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의 양자 공부 
    김상욱 지음, 사이언스북스, 2017 
□ 과학자를 울린 과학책 
    강양구 외 지음, 바틀비, 2018  
□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 
    션 코널리 지음, 생각의길, 2017 



정보꾸러미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5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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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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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꿈을주는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주5일 
08:30~18:00

월 180만원 
이상

가마솥추어탕 1명 주방보조 및 서빙원 주6일 
11:00~13:00

월 160만원 
이상

힐하우스모텔 1명 룸메이드 주6일 
09:00~17:00 면접후 협의

쑤와리질러 1명 주방보조 주6일 
17시30분~20시30분(선택)

시급 8천원 
이상

이솝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주5일 
08:30~18:00

월 170만원 
이상

선영유통 
(양양농협하나로마트) 1명 물품진열원 주6일 

09:00~18:00
월 175만원 
이상

㈜휘찬

1명 사우나청소원 주6일 
20:40~22:00

월 50만원 
이상

2명 웨이터,웨이트리스
월8회휴무 

6시30분~15시30분 
12시~21시

연봉  
1,970만원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설악환경산업(주)
1명 25톤덤프트럭운전원 08:00~17:00 월200~230만원 

(협의)

1명 단순노무자 
(폐기물분리선별) 08:00~17:00 월170만원이상 

(협의)

푸른하늘환경(주) 2명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전기기사)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협의)

스위트호텔낙산 1명 객실청소원 08:30~17:30 
(월6회휴무) 월170만원이상

양양파인비치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6일) 월160~200만원

하나철강(주) 1명 자재배송원 07:00~18:00 
(주6일) 월180~230만원

서피비치 
그릴드칸쿤 3명 패스트푸드 조리원 

(수제버거,피자)
시간협의 
(주6일)

시급 8,000원 
~8,500원

㈜동양기전 2명 배전공사 현장대리인 08:00~18:00 
(주5일)

월200만원이상 
(협의)

양양자동차공업사 1명 자동차검사원 09:00~18:00 
(주5일) 협의

디엠면세점 1명 면세점 판매원 
(베트남어,영어가능자) 스케쥴근무 협의

지중해풀빌라 1명 펜션 청소원 
(수영장청소 및 관리)

09:30~16:00 
(주6일) 1일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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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양양예술제
예술의 향기로 다가오다
｜일시 : 2018년 6월 7일(목)~7월 2일(월) 
｜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일원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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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조사기간 : 6. 20. ~ 7. 24.(35일간)  

□ 조사대상 

    - 1개월 이상 조업실적 및 12월말 종사자수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인터넷조사 병행)  

□ 조사항목 : 종사자수, 출하액, 유형자산 등 13개 항목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기분 자동세는 매년 6월1일 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가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됩

니다.  

�  과세표준 및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영업용 및 그 밖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 이하 소형차의 세율

은 고지서를 참조 바라며, 개인별로 차종, 년식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으로 자세

한 세액은 문의(☎670-210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  과세기간 및 납기 

※ 연세액(과세기간 : 1월~12월)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1기분

에 한꺼번에 부과합니다. 

  ※ 연납신청(1월, 3월, 6월, 9월) : 선납기간의 10% 차감한 세액 납부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지방세수납시스템, 금융기관의 현금입출

금기나 공과금 수납기등을 통해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군청 세무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  문의 :세무회계과(부과) ☎033-670-2107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6세(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군민 

- 양양군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소재지가 위치해 

   있는 법인 및 기업 

�  신청자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지원보조금 (전기이륜차 1대당 지원 기준액)                             

 ＊ 일반형 경형·소형 이륜차는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  문의 : 환경관리과☎033-670-2181 

「2018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보급대수 : 5대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순(선착순) 

�  신청기간 : 2018. 4.10.~2018. 11. 30. 

�  신청방법 : 판매점에서 구비서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psh121@korea.kr) 

�  구비서류 :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 

�  지원차종 : 전기이륜차  

강원도가 최저임금 사업장에 4대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  접수기간 :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말일까지,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읍면사무소신청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 원칙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제외) 사업장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  문   의 : 경제도시과 ☎033) 670-2978

배기량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초과
cc당 세액 80원 140원 200원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납부(신청에 의함)

제1기분 1월~6월 6. 16. ~ 6. 30. 연세액의 1/4씩을 3, 6, 9, 12월에 
각각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제2기분 7월~12월 12. 16. ~ 12. 31.

제작사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차량명

차종 이륜 이륜 삼륜
썬바이크(Ⅱ) 발렌시아 Motz Truck 

제작사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차량명

차종 이륜 이륜 삼륜
루체 DUO Z3

 (단위 : 만원/대)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대형

보조금(만원) 230~250＊ 250~270＊ 3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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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안내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1종) 

   - 시각(49종), 지체·뇌병변(19종), 청각·언어(3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80~90% 금액 지원(개인부담 10~20%)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화) ~ 6월 22일(금) 

     ※ 단,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

(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우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접수처에 반드시 확인 

   (우편신청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담당자) 

   - 구비서류(필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정

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 1부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ㆍ활용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

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제출 생략 

   - 구비서류(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

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명서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

주지 주소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과발표 : 2018. 7. 20.(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문    의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 033-249-2160) 

□지원제도 개요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등 거

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교통편의 지원기간 

·사전투표일 : 2018. 6.  8.(금) ~ 6. 9.(토) 06:00 ~ 18:00  

·투  표  일 : 2018. 6. 13.(수) 06:00 ~ 18:00  

□지원대상 

·중증·지체·시각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권자(양양군 거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13(수, 선거당일)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신청 

·신 청 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양군지회 (☎ 033-672-3811)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교통편의 제공        

※ 예약자 선착순 우선배차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e-커머스 및 마케팅’ 6월 무료 교육 

� 대상 : 강원도민, 강원도 내 중소상공인, 관심 있는 누구나  

� 일시 : 2018년 6월  

� 장소 : 춘천시 춘천순환로 613 청일빌딩 3층  

� 교육내용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심화 교육 (6월 14일) 

   -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및 활용 교육 (6월 18일)  

   - 모바일 역량강화 활용반 교육 (6월 19일~22일, 총 4일) 

   - SNS 마케팅 활용 교육 (6월 25일)  

   - 검색광고 교육 (6월 28일)  

� 교육정보 및 접수 :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홈페이지      

  ☞gangwonheemang.modoo.at 

� 문의 :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033-244-5893)

2018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 

차 수 일  정 주차 주 간 반 야 간 반

5차 6. 25. ~ 8. 3. 6 동영상편집 기초 사진편집 기초

※ 강좌별 신청자가 15인 미만일 경우 강좌개설 불가

� 신청기간 : 2018. 5. 14~6. 24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670-2462) 

                    방문접수 (양양군 정보통신부서) 

                   온라인접수 (양양군청 홈페이지)

� 문의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부서 033-670-2462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동영상 
편집  
기초

동영상 제작 준비,  
편집 S/W 설치하기

윈도우 무비 메이커 화면구성
요소, 저장하기

비디오 불러오기, 타임라인 배
치, 재생시간 설정하기

4주차 5주차 6주차
오디오 불러오기,  
자르기&연결하기

파워디렉터12 화면구성요소,  
타임라인 사용법 익히기

영상분할, 링크해제,  
타이틀, 자막넣기

과정명 1주차 2주차 3주차

사진 
편집 
기초

사진 편집의 개요, 
편집 S/W 설치하기 

포토스케이프 기본 사용법, 추
가 기능 활용

웹사이트를 활용한 사진 합
성하기 & 편집하기

4주차 5주차 6주차
포토샵CS6 화면구성요소, 기
본 도구상자 다루기

팔레트 사용법,  
필터링 메뉴 사용법 

이미지 리터칭 기법, 사진 보
정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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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투표소 안내 

□ 사전투표소 현황 : 6. 8 ~ 6. 9 

□ 투표소 현황 : 6. 13(수) 

명  칭 장 소 명 소 재 지

양  양  읍 양양군실내체육관 양양군 양양읍 남서길 49

서      면 서면복지회관 양양군 서면 들돌길 6

손  양  면 손양초등학교 체육관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202

현  북  면 광정초등학교 체육관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1길 38

현  남  면 현남면복지회관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46-84

강  현  면 강현면복지회관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3

투표소명 투표구 장소명 주소

양양읍

제1투 화일리, 거마리, 임천리, 내곡리, 서문1·2리, 월리 일출예식장 양양읍 양양로 114-5(서문리 182-1)

제2투 군행리, 성내리, 연창리, 구교1·2리 양양초등학교(급식소) 양양읍 군청길 39(구교리 20)

제3투 남문 1~4리 양양군문화복지회관(전시실) 양양읍 일출로 540(연창리 203-2)

제4투 송암리, 감곡리, 청곡1·2리 청곡2리 마을회관 양양읍 청곡길 46(청곡2리 82-6)

제5투 포월리, 조산리, 사천리, 기정리 조산초등학교(체육관) 양양읍 동해대로 3020(조산리 450-5)

서면

제1투 수상리, 상평리, 범부리, 논화리, 서선리, 송천리, 장승1~3리, 공수전리 서면 복지회관 서면 들돌길 6 (상평리 38-44)

제2투 북평리, 용천리, 수리, 내현리 한남초등학교(다목적실) 서면 남대천로 218(용천리 505)

제3투 영덕리, 서림리, 황이리, 갈천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현관) 서면 구룡령로 2115(서림리 74-1)

제4투 오색1·2리, 오색초등학교(현관) 서면 설악로 1173(오색1리 307-1)

손양면
제1투

송현리, 간리, 하왕도리, 상왕도리, 밀양리, 와리, 주리, 우암리,  

남양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상운리, 여운포리
손양초등학교 체육관 손양면 손중로202(하왕도리 140)

제2투 수여리, 금강리, 송전리, 가평리, 오산리, 학포리, 도화리, 수산리, 동호리 송포초등학교(다목적실) 손양면 동명로 321-11(송전리 22-1)

현북면

제1투 하광정리, 중광정리, 잔교리, 기사문리 현북면사무소 (1층) 현북면 하조대1길 41-8(하광정리 124-11)

제2투 상광정리, 말곡리, 대치리, 명지리 현북중학교 (3-1반) 현북면 송이로 254(상광정리 550-1)

제3투 어성전1·2리, 법수치리, 면옥치리 어성전 1리 체험관(탁장사권역센터) 현북면 어성전길 58(어성전1리)

제4투 원일전리, 장리, 도리 원일전리마을회관 현북면 남대천로 1532(원일전리 346-5)

현남면

제1투 북분리, 동산리, 두창시변리, 죽정자리, 인구1·2리 현남면 복지회관 현남면 인구중앙길46-84(인구리62-4)

제2투 광진리, 포매리, 견불리, 남애1~4리 남애항어촌체험정보센터 현남면 매바위길127(남애리2-2)

제3투 상월천리, 하월천리, 입암리, 임호정리, 원포리, 지경리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급식소) 현남면 화상천로 1634(임호정리 258-2)

강현면

제1투 물치리, 강선리, 용호리, 정암1·2리, 장산리 강현면 복지회관 강현면 물치천로 23(물치리 213-25) 

제2투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 회룡리, 석교리, 간곡리, 둔전리 회룡초등학교(다목적실) 강현면 소금재길 161(화룡리 190-9)

제3투 적은리, 물갑리, 사교리, 금풍리, 침교리, 방축리 방축리 마을회관 강현면 안골로 245(방축리152) 

제4투 전진1·2리, 광석리, 답리, 주청리 전진1리 마을회관 강현면 해맞이길 59(주청리 산1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