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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은 지금

익산시, 시민 가계부담 줄이기 총력

생필품과 먹거리, 휘발유에 소주까지! 오르기만 하는 생활물가에 

서민가계는 날로 팍팍해지고, ‘자식 성적과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웃픈 푸념마저 나오는 이때, 익산시가 서민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있다. 

 

6월부터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수수료 인하
익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승용차 

기준 2만 9천원에서 14% 인하된 2만 5천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 간 익산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번호판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민간업체들에게 판매단가를 낮추 

도록 강제할 수도 없고, 만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존 번호판 

제작소가 경영난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익산시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 4개소와 간담회를 

통해 인하율 14%로 최종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익산시의 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도내 

시군 중에서 제일 저렴해졌으며, 수도권의 수원시설공단이나 안산 

도시공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에 속하게 됐다. 

한편, 2018년 기준 익산시의 번호판발급 수수료는 9,252건이 부과 

되어 이에 준해 볼 때 앞으로 익산시민들은 연간 약 3,700만원의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월부터 쓰레기 봉투값 인하 실시
익산시의 서민 경제부담 줄이기는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하 정책으로 시작됐다. 인근 시군에 비해 익산시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더해 

쓰레기 봉투가격이 불법투기 현상을 부추긴다고 판단되자 익산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봉투 가격인하를 결정했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심의 절차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쓰레기 봉투

가격은 기존가격의 67.5% 수준으로 조정되어 20L기준 80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했다. 이는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기존 3L가 최소용량이었지만 혼족, 딩크족, 1인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1L와 2L를 추가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만 2세이하의 영아보육 가구에 매월 60L씩 쓰레기봉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4월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하 실시
익산시는 앞서 추진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를 선례 삼아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그 간 익산시는 ‘지방 상·

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 따라 2016년 

2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하수도사용료는 4차례에 걸쳐 전년 대비 25%씩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었다. 

익산시는 사용료 인상계획 종료에 따른 여러가지 부담을 감수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도 사용료 단가를 인하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4월 고지분(3월 사용분)부터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익산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하 정책으로 가정용 10톤 사용기준 월 1,400원의 절감 

효과를 내며 시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업종과 물 사용량에 

따른 단가구분을 고려하면 더욱 큰 폭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쓰레기 봉투, 하수도 요금에 이어 번호판 발급 수수료도 인하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용량(ℓ) 2018. 1. 1.

가연성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원))

1ℓ

2ℓ

3ℓ

5ℓ

10ℓ

120원

200원

400원

2019. 1. 1.

30원

60원

80원

140원

270원

용량(ℓ) 2018. 1. 1.

20ℓ

30ℓ

50ℓ

100ℓ

800원

1,200원

2,000원

4,000원

2019. 1. 1.

540원

810원

1,350원

2,700원

•하수도사용료 단가 조정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산업단지 처리구역

구분업종 단계별 수량(㎥/월)

1  ~ 10

11 ~ 30

31 이상

1  ~ 50

51 ~ 100

101 ~ 300

301 ~ 1,000

1,001이상

1  ~ 300

301 ~ 500

501 ~ 1,000

1,001이상

1  ~ 1,000

1,001이상

㎥당

2019. 1. 2019. 4.

690

1,030 

1,380 

1,790 

2,230 

2,680 

3,130 

3,580 

750

980 

1,200 

1,500 

790 

1,020 

200

550

830

1,100 

1,430 

1,780 

2,140 

2,490 

2,850 

600

780

960

1,200 

630

810

160

㎥당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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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20년 만에 준공
4월 30일 문화재청·전라북도·익산시 공동 준공식 개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만에 보수정비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 준공을 기념하고 그 성과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와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으로 개최됐다. 

특히, 올해는 사리를 봉안하고 석탑이 건립된 지 1,38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석탑의 해체보수가 결정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상태였다.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됐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하여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으며, 완공된 석탑은 높이 

14.5m, 너비 12.5m, 사용된 부재는 총 1,627개로 무게가 약 1,830

톤에 이른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 

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석조 

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닌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 

하여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5월 10일(금) 미륵사지 석탑의 조사 

연구와 수리 결과를 공유하고 문화재 수리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 

하기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했으며,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해체보수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해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4알림

◯ 일시 : 2019. 6. 1 ~ 6. 15(매주 토요일)

             14:00 ~ 16:00

◯ 대상 : 일반시민

◯ 장소 : 마동도서관 세미나실

◯ 강연내용

◯ 문의 : 익산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 859-3474 ~ 3475

            홈페이지(http://lib.iksan.go.kr/eng_lib)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 기념
초청 강연 빈병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9년 5월 15일부터

◯ 장소 : 익산시 인화동2가 89번지

    (인화임시공영주차장 내)

◯ 이용시간 : 14 ∼ 18시(4시간)/ 일요일은 제외

◯ 반환대상 : 소주병(음료수병) 1개 100원, 맥주 

병 1개 130원 등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으로 

반환 물량 제한 없음

  ※ 다량으로 반환하는 소비자는 소매점 대신 

반환 수집소를 이용하고 빈용기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교환이 불가.

◯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 859-5471

             공병자원센터 ☎ 221-4146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안내

◯ 적용대상 : 익산시 북부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등 관공 

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

◯ 시행방법 :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해 토지·

건축 관련민원 상담 및 관련 업무처리

◯ 시행횟수 : 월1회 

◯ 대상업무 

    ▶ 지적민원 : 지목변경, 합병, 조상 땅 찾기, 

        토지관련 상담·접수 등분할측량, 경계 복원,

        등록전환, 현황측량 등 상담·접수

    ▶ 건축민원 : 건축신고(허가), 사용승인 등 

        상담 및 인·허가 처리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정정·변경, 부존재증명 확인

    ▶ 기타 : 시정업무 소개와 기타 상담 및 효·

        경로친화 공연

◯ 문의 : 익산시 함열출장소 ☎ 859-4674

찾아가는 지적·건축민원
서비스 실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안내
◯ 추념식 개요

    ▶ 일시 : 2019. 6. 6(목) 09:40~10:50

    ▶ 장소 : 팔봉 군경묘역

    ▶ 참석대상 :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 

                      익산시민 누구나

    ▶ 내용 : 조총발사,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낭송 등          

◯ 보훈단체회원 및 유족수송  

    ▶ 수송버스 : 시청 민원봉사실앞 → 팔봉 군경 

                      묘지(09:00시 출발)

    ▶ 시내버스 : 무료 승차(당일)

   ※ 보훈증 지참자에 한함(동행 보호자 1인 포함) 

◯ 문의 : 익산시 복지정책과 ☎ 859-5311, 5348

청아아파트 입주자 모집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 모집세대 : 잔여 세대

◯ 시설위치 : 익산시 보석로 85 (영등동)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옆)

◯ 시설규모 : 지상 5층/ 1개동 100세대

◯ 세대구조 : 13평형 (방 2, 거실), 도시가스 개별   

                   난방

◯ 임대금액 : 보증금 4만원, 월사용료 2만원 

    (1세대 2인 이하)

◯ 임대기간 : 2년 (연장 가능)/ 익산시와 계약

◯ 입주자격

    ▶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

    ▶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혼 여성

        근로자 중 무주택 단독 세대주

    ▶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 문의 :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 859-5895, 4987

보훈수당 지급범위 확대 안내
※ 지난 5월호에 실린 <보훈 수당지급 범위확대 안내>의 변경 후 지원내용에 편집상 실수로 발생한 

오기(誤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를 정정하여 6월호에 다시 한 번 게재・안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시 준비물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 

확인원,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익산시 복지정책과 ☎ 859-5348

<지원대상>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중 최하위 
   유자녀 수당 대상자
•무공수훈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중 65세 이상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보상금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유족 : 5만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 6만원

변경 전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제1호~제10호 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제3호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기존대상자 : 5만원~6만원
•신규대상자 : 2만원

변경 후

➡

-알뜰녀의 선택! 월 2만원으로 나만의 생활공간-

일 시 강 사 내 용

2019. 6. 1(토),
14:00 ~ 16:00

2019. 6. 8(토),
14:00 ~ 16:00

2019. 6.15(토),
14:00 ~ 16:00

한진희
(누리보듬)

이지영
(빨강머리앤)

윤석화
(前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

장서점검 실시로 자료열람실(종합,어린이) 

이용을 아래와 같이 일시중지합니다.

◯ 이용중지 기간

    ▶ 부송도서관 : 6.4(화) ~ 6.11(화) /  8일간

    ▶ 황등도서관 : 6.4(화) ~ 6.5(화) /  2일간

◯ 중지대상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도서반납장소 : 각 도서관 1층 안내실

 ※ 마동도서관은 정상운영함.

 ※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 해당도서관 장서 

    점검 기간중 이용중지 

 ※ 자유열람실(공부하는 곳), 영등도서관 전자 

    자료실  : 정상운영

◯ 문의 : 익산시립도서관 ☎ 859-3731

             홈페이지(http://lib.iksan.go.kr)

시립도서관 자료실 이용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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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방역 (연무) 소독 안내
익산시는 올해부터 위생해충방제사업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합니다. 친환경 연무소독은 희석 

제를 경유 대신 물이나 확산제(식물성기름)로 희석 

하여 경유에 희석하는 연막소독에 비해 연기와 

냄새가 없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시민건강에 

기여합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 

    를 둔 전국대학생

 ※ 전국 어느 대학에 다니든지 모두 지원가능 (단, 졸업생과 

    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제외) 

◯ 지원내용 : 2017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학자금의 1학기 대출이자 

    ▶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1학기 : 2019. 1. 1 ~ 6. 30일까지 발생이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출 상환

    (8월 지급)

◯ 신청접수 : 2019. 5. 1(수) 10:00~6. 10(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 

      www.iksan.go.kr → 통합예약 → 인터넷접수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 공고일(‘19. 4. 9.)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전입일 포함)과 재학증명서

     스캔 첨부

◯ 문의 : 익산시 교육정보과 ☎ 859-5152

2019년 상반기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 경유차 :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

    ▶ 휘발유&가스차 : 19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

  ※ 자동차 등급조회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시행시기 :‘19.7.6일부터(전북지역)

  ※ 자치단체별 시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10만원/회(1일 1회 부과)

◯ 단속제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지역업체(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운영

◯ 신 고 자 : 익산시민 누구나

◯ 신고대상

    ▶ 시 산하 전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 용 

역)에 대해 익산시 소재 업체에서 공급이 

가능함에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거가 제 

품을 구매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지역 

        제품 우선계약 위반 신고센터

◯ 신고자 : 비공개로 비밀유지 및 핸드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문의 : 익산시 감사담당관 ☎ 859-5017

◯ 처리 절차

연막소독
(살충제+경유)

연무소독
(살충제+물 또는 확산제)

▶1회 방제 영역이 넓음
▶단시간내에 방제 가능
▶가시적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방제 원가가 비교적 높음
▶기압과 풍속에 영향을 받음
▶환경에 영향을 미침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임
▶교통장애가 없음
▶살충제의 긴 잔류효과
▶연막에 비해 친환경적임

▶가시적 효과가 없음
▶1회 방제영역이 좁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듬

구분

장점

단점

낚시금지구역 안내
익산시는 저수지 주변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 1차·2차·3차 위반 시 각각 300만원

낚시금지구역 위  치

당하저수지

왕궁저수지

금마저수지

용동면 대조리

왕궁면 동용리

금마면 동고도리, 서고도리, 신용리일원

과세 대상 세액(원)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11,000

55,000

55,000~550,000

2019년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 변경 안내

◯ 과세 기준일 : 종전 8월 1일 -> 개정 후 7월 1일

  ※ 지방세법 제 79조 (19.1.1. 시행)

◯ 부과 시기 : 8월 (종전과 동일)

◯ 세액 변동 : 없음

◯ 문의 : 익산시 세무과 ☎ 859-5636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19. 6. 1.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

◯ 납부기한 : 2019. 6. 16. ∼ 7. 1.

◯ 과세내용 :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배기량별로 cc당 80원 

       ∼ 200원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승합자동차(비영업용): 소형 65,000원, 대형

       115,000원

    ▶ 화물자동차(비영업용): 적재적량별로 

       28,500원 ∼ 157,500원 

    ※ 적재적량 10톤 초과시 마다 비영업용의 경우

       30,000원 추가

    ▶ 125cc 초과 이륜차 등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 인터넷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 금융기관 : 전국 은행 CD/ATM기 이용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

   ※ 타사 발행 카드 이용시 기기이용료 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 앞면에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 기재, 계좌이체 납부

◯ 문의 : 익산시 세무과  ☎ 859-5632, 5631

제8회 익산둘레길 
독서마라톤 신청

◯ 참기기간 : 2019. 5. 7. ~ 10. 31 (6개월)

  ※ 독서마라톤 기간 중에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도서관회원증이 있는 익산시민 

    (초등학생 이상)

◯ 사업내용 :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시켜 1m를 1

페이지로 환산하여 독서량을 완주하는 독서 

운동으로 홈페이지에 책을 읽은 만큼씩 독서 

일지 기록 (전 종목 개인부문으로 신청)

 ※ 참가자는 2019 한권의 책 및 계층별 권장

     도서를 필독해야 함.

◯ 참가종목 : 함라산길 (4.3km=4,300쪽)

                  성당포구길(10km=10,000쪽)

                  무왕길(18.4km=18,400쪽)

                  강변포구길(25.6km=25,600쪽)

◯ 완주자 특전 : 완주메달 및 인증서 수여, 도서

    대출권수 확대 (2020년 1년간 5권⇒7권)

◯ 문의 : 익산시립도서관 ☎ 859-3731~2

             홈페이지(http://lib.iksan.go.kr)       

➡
신  고

•위반 사례 인터넷,

     방문  신고
➡

감사담당관

•관련부서 조사

•사실관계 확인

결과 통보

•신고인에게 통지

•전부서 사례 전파

2019년 익산시민대학 6월 강좌 안내

제9강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일시  2019. 6. 12(수) 14:00
강사  장 미 화 (방송인)

제10강  유머, 웃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일시  2019. 6. 26(수) 14:00
강사  김 미 화 (방송인)

•장소 : 솜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     •참여대상 : 익산시민 누구나(무료강좌)   •신청방법 : 현장방문

•문의 : 익산시평생학습관 ☎ 859-5158, 5823(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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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는 살기 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

시민이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소양 

교육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체험교실’을 10월까지 운영 

한다.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은 초·중·

고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 

결정 과정을 스스로 운영하고 시의 

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체험교실

홈페이지 새단장

역사적인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준공식에서 유네스코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의 꿈과 비전을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의회, 현장 속으로

천년고도 익산에서 펼쳐지는 서동축제가 세계인과 함께하는 

브랜드 축제로 성장하길 바라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 기간 : 2019.5.20.~6.14.(26일)

◎ 주요안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등

PC화면에 맞춰진 고정된 홈페이지에서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및 브라우저 크기에 맞게 사용자 환경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홈페이지로 개편했다.

또한, 시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하고 시의회 대표 및 위원회, 어린이의회, 외국어 

홈페이지는 전면 풀반응형 웹으로 개편하여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했다.

◀ 한벌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의회 체험

▲ 미륵사지 보수공사 준공식

▲ 홈페이지 시연회

▲ 서동축제

(http://council.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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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5월 1일부터 도심 4개 공원, 6개 분수대 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중앙체육공원과 영등시민·배산·수도산 체육공원 등 4곳의 분수대 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체육공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4차례 (6:30, 19:00, 20:00, 21:30), 

총석정 분수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머지 3곳은 오전 11시부터 5차례 (11:00, 

14:00, 16:00, 18:00, 20:00)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기상상태와 주요행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한여름에는 도심공원 내 

무료 풀장도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수시설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도심 

속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시, 체육공원 분수대 본격 가동 
5월부터 10월까지 4개 공원, 6개 분수대 가동!

익산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의 취업과 기업의 채용을 지원합니다
익산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는 공공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게는 다양한 채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모집을 지원합니다.

◯ 문의 : 직종별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화와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구인·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흐름도>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채용정보검색
맞춤정보받기

입사지원 입사지원 및 
알선 현황

채용지원서비스 상세 내용

▶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된 인재 풀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알선

▶ 모집, 전형, 선발 등 채용 대행 서비스 실시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 맞춤 훈련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확보 지원

063)
840-6528

063)
840-6549

063)
840-6550

사무·의료·서비스
청소 관련직

생산·기능·단순노무 

전문·교육·경비·운전
영업 관련직·보육교사
농업단순노무



8문화
익산예술의전당 공연·전시 일정 시립도서관 문화극장 상영작

공 연 【장소 : 대공연장(익산예술의전당), 중·소공연장(솜리문화예술회관)】

한국 문학계의 거장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은 2018

년 프랑스에 에밀 기메 아시아 문학상 수상작이다. 

기러기 아빠로 살아가는 성공한 60대 건축가 박민우와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한 20

대 연극 연출가 정우희가 화자로 등장한다.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풀어 놓다가 첫사랑 

‘차순아’ 라는 인물과 ‘신동네 철거촌’ 이라는 공간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지며 과거와 소통하는 이야기 

이다. 개발독재를 묵인하고 그것으로 인해 먹고살기 

편해진, 더 이상 변화할 것도 나아갈 곳도 필요 없어 

보이는 과거 인물 박민우에게 좀 떨어져 아버지 세대가 

저지른 일의 업보로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현재 인물 정우희를 더 집중해서 보길 

바란다. 

이 소설을 통해 익산의 역사 속에 박민우의 마당 

잔디밭 강아지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남기를 기대해 

본다.

해질무렵

명사
추천

황석영
문학동네, 2015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비채, 2013

2019년
익산시 한권의 책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누구든 

고통없이는 인생이라는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

인생이라는 사막의 우물속에서 고단함과 지침으로 삭막한 우리들의 

마음에 빗장을 슬며시 열어주게 하고 슬픔과 절망 대신 위로와 

용기를 불어주는 지혜의 양서! 정호승님의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에세이를 소개한다. 인생의 반절을 산 중년(?)의 

시간을 지내며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삶의 무게로 인생이지치고 

힘들다 느껴지니 문득 책을 통해 힘을 얻고 싶었고 순간 이 책이 내 

눈에 선명히 들어왔다. 책을 읽는 내내 나에게 깊은 여운과 위로를 

주었고, 지금 대학 입시 실패로 재수를 하고 있는 20살을 맞은 

아들에게도 책속에 쓰여진 주옥같은 문구들을 편지를 써서 축 쳐진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확신이 

들었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인생을 살기, 자신을 사랑하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성공과 실패를 만들 수 있다 등 따스한 

온기를 주는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주는 “한마디”를 통해 

마음을 위로케 하는 좋은 산문집이다. 힘든 세상살이에 지쳐 외롭고 

지친 사람들! 공부하기가 싫은 수험생!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등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읽다보면 긍정적인 변화와 따뜻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를 아는 이에게, 삶이라는 공간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여 

열심히 살아라!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사서
추천

강혜영 사서

공연일 장 소 시 간 티 켓 주최 / 문의 일 자 상영장소 제   목 상영시간 관람가공 연 명

유리상자 콘서트 ‘만9,900원의 행복’

2019년 의병의 날 기념식

게릴라 콘서트 마로니에

어린이 뮤지컬 ‘렛잇고(Let It Go)’

익산시민대학 제9강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한국음식업중앙회 익산지부 위생교육

볼레스토리 다이나믹 아티스트 
뮤지컬 갈라콘서트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42회 정기연주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익산지부 위생교육

익산시립무용단&익산시립풍물단
정기공연 ‘단원창작전’

제29회 라면음악회

어울림예술단 정기공연

익산시민대학 제10강좌

문화가 있는 날
‘호국보훈의 달 기념 음악회’

패밀리 뮤지컬 ‘마녀는 내친구’

1(토)

1(토)

2(일)

8(토)

12(수)

13(목)

14(금)

14(금)

15(토)

19(수)~
21(금)

20(목)
~21(목)

22(토)

22(토)

26(수)

26(수)

29(토)

6.13(목) 19:30

6.27(목) 19:30

미쓰 와이프

탐정 : 더 비기닝

125분

120분

15세

15세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공연장

솜리(중)

솜리(중)

대공연장

솜리(중)

솜리(중)

솜리(중)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중)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중)

솜리(중)

솜리(소)

대공연장

19:30

10:00

17:00

11:00
14:00

14:00

13:00

14:00

19:30

19:00

14:00

19:30

19:30

17:00

14:00

19:30

11:00
14:00

무 료

전석 10,000원

R석 44,000원
S석 33,000원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전석 초대

무 료

무 료

라면5봉

무 료

무 료

무 료

전석 10,000원

쇼24
1588-2532

사)익산의병기념사업회
063-842-1907

엄지기획
010-5063-1230

극단 예일
02-555-0822

익산시
1577-0072

익산시
063-859-5939

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10-8181-3534

볼레컴퍼니
010-3579-8037

010-6480-4868

한국음식업중앙회익산지부
010-8181-3534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306

010-7469-1541

어울림예술단
010-7477-5589

익산시
1577-0072

익산예술의전당
063-859-5278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이달의 추천도서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분기 테마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 상영작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익산시립도서관 4개소에서는 토요일 오후 14:30분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 상영장소   모현도서관 시청각실(1층),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마동도서관 어린이실 내 다목적실(1층)

◯ 문 의 처    모현도서관 ☎ 859-3731~2    영등도서관 ☎ 859-4661~3    부송도서관 ☎ 859-3717~8

                        마동도서관 ☎ 859-3465~6    홈페이지 http://lib.iksan.go.kr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람연령 미달인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자료실로 안내

전 시

전 시 일 티 켓 주최 / 문의전 시 명

한빛 사진 전시회

2019 전북지역 조경학과
 졸업작품전

2019 지역 교류전 
‘도시오감’

마음그림 전시회

아트한 열림전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2019. 5. 30(목)
 ~ 6. 2(일)

2019. 6. 4(화)
 ~ 6. 5(수)

2019. 6. 11(화)
~ 7. 7(일)

2019. 6. 15(토) 
~ 6. 21(금)

2019. 6. 27(목) 
~ 7. 1(월)

솜리 2층

솜리 2층

미술관 전관

솜리 2층

솜리 2층

한빛사진연구회
010-2603-4007

전북대학교
010-6542-0823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312

마음그림회
010-3655-6745

아트한미술동아리
010-8600-1576

※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익산예술의전당 arts.iksan.go.kr)

VIP석 29,900원
R석 19,900원
S석 9,900원

※재미극장 모든 상영작은 무료이며, 단체관람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 070-8282-8072  

10시 / 14시

14시

19시

15시

19시

14시

19시

재미극장 무료 상영회

미디어교육 수강생 모집

애니메이션 (우리말 더빙)

정기상영

정기상영

익산여성의전화 씨네클럽

영상바투 이달의 다큐 

일요극장: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상상을 초월하는 악동 토끼!) 피터 래빗 95'ⓐ

    (진 켈리 스탠리 도넌 감독! 미국 최고의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102'ⓐ

(찬란했던 어느 여름날의 첫사랑)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132'

(여름밤을 수놓을 로맨스) 내 사랑 115'⑫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매들의 욜로 라이프) 칠곡 가시나들 99'ⓐ

(자유를 향한 위대한 탈출!) 빠삐용 133'⑮

(여덟 발의 총성! 진실은 그곳에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 110'⑮ 

6/8(토)

6/12(수)

6/14(금)

6/16(일)

6/26(수)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6/13~20
(목)

6/22~29
(토)

오후 7시~9시30분
(총 2회)

오후 2시~4시
(총 2회)

2만원

1만5천원

※교육신청방법 : 홈페이지(www.ismedia.or.kr) 직접 신청, 선착순 마감 ☎ 070-8282-8076~7

타임랩스 특수촬영교육 <시간을 담는 시도>
스마트폰 타임랩스 기능과 앱으로 일상을 기록하는 특수촬영교육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2005년 이전 출생자

6,7세 유아미디어놀이터 <나도 유튜브 주인공>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

-2013~2014년생 유아

2019 제2회 찾아가는 야외 영화관, <말모이> 무료 상영!

유해진, 윤계상 주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과 마음이 모여 사전이 되다!

  일 시 : 6월 14일(금) 19시30분

  장 소 : 왕도역사관(구 왕궁리유적전시관, 왕궁면 위치)

   - 우천 강풍 시 ‘금마 다목적체육관’에서 상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www.ismedia.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70-8282-8072)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