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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식 YouTube  ‘익산시’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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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말하다!

민선7기 1년,

지방채 ZERO 달성!
익산시, ‘빚 없는 도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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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민선7기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익산시의 지난 1년은 쌓여있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시기였으며, 

앞으로는 한 단계 도약하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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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와 시내버스 등 운수업계와 
   지속적으로 간담회 개최하며
  소통하고 전북도와 끊임없이 
   협의한 끝에 이뤄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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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행정절차 마무리 예정
● 2020년 11월, 건립공사
  착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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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보다 7년 앞당겨 조기상환
● 29억원가량 이자비용 절감

수년째 표류하던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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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에 3만6,065㎡ 규모로 
   테니스장 16면 조성
● 2020년 12월 공사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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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현동에 수영장과 헬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
● 2020년 11월 준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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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되고 비좁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예정



지역경제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선7기 핵심 가치, ‘시민 중심 행정’을 실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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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방채 제로화 달성! 
익산시가 효율적 재정운영과 예산절감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전액상환했다. 익산시는 민선6기, 
정헌율 시장 취임 직후부터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으며  
드디어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 

연도별 지방채 상환내역

취임초기(민선6기) 2017년 말 2018년 말 2019년

익산시는 시민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지방채를 

계획보다 7년이나 앞당겨 조기상환하고  지방채 

제로화를 달성하면서 29억원 가량의 이자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이번 지방채 제로화 달성을 통해 앞으로 

현안 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악취저감  등  서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매년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던 재원과 

이자에 상응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분야에 투입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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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제로화 달성

1,593억원
1,001억원

408억원

1,593억원
1,001억원

408억원 0 원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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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역대급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익산시가 2020년 정부예산(안)에 6,616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정부예산안 6,512억원보다 10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추후 확정될 국가사업이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모사업,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할 사업 등이 결정되면 올해 국가예산 6,872억원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영된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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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복지·보건 분야
2,919억원

농업분야
1,677억원

경제·SOC 분야
1,227억원

안전·환경 분야 319억원

문화·관광 183억원

기타 291억원

신규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편의식(HMR)활성화 지원사업(45억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 구축(10억원)

○ 동산동 유천도서관 건립(15억원)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15억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209억원)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67억원)

○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78억원)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40억원)등

계속사업

04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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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염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이나 유로스타(영국~프랑스 간 해저터널을 달리는 고속 
열차) 국제터미널과 같이 나라간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출입국 
관리시설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 
철도역을 말합니다.

 ●  익산대로(시외버스터미널~익산역~원광대) 12개소
 ●  인북로(장애인복지관~시청~새한주유소) 8개소

대륙철도 거점역이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기원 사진전 개최 시내 버스승강장에 거점역 기원 홍보

익산시는  지난  9월,  익산역  서쪽  복도에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을 기원하는 사진전을 진행했다. 익산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으로 거듭난 익산시의 미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염원을  집결하는 
계기로 삼았다. 

익산시는  전북은행과  KTX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시발)역 
선정을  염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라 
시아 철도 정기적금’ 상품 출시 등 지속적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전북은행,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 육성 협력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기원 KTX익산역
조형물 제막식 개최

05기획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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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익산역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이 되기를 기원하고자 
제작된  가상  승차권으로  표기된  숫자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있다. 
가상 승차권의 출발일인 7월 8일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일이며, 소요일수 11일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을 상징한다. 또, 좌석번호 6호차 28A는 철도의 날 6월 28
일을,  운임요금  950,510원은  익산군과  이리시의  통합일인 
1995년 5월 10일을 상징적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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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 지원시설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식품산업 메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추가로 구축된다. 기업지원 
시설 구축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지원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9 익산식품대전 개최
기       간 : 2019. 11. 01.(금) ∼ 11. 02.(토) / 2일간   
장       소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일대   
주요행사 : 기념식, 전시·판매 및 판촉, 체험, 이벤트 등
행사규모 : 110개부스 내외(국클 90개, 지자체존 20개) 및 소스센터 개소식 등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NS Cookfest 2020’ 익산 개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요리문화축제 ‘NS Cookfest 2020’이 
2020년 5월 22일(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주요내용 : 요리경연대회 (100팀/ 2인 1팀)   시식코너, 전시, 판매, 체험 등 부대행사   참여인원 : 5,000여명 

식품패키징센터
● 연면적 : 1,971㎡  ● 규   모 : 지상1층
● 기   능 : 식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고려한 
              식품포장의 설계, 제조, 검사등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 연면적 : 8,112㎡  ●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 기   능 : 클러스터조성,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홍보 등 클러스터(H/W·S/W)의 총괄 관리·운영

파일럿플랜트
● 연면적 : 3,628㎡  ● 규   모 : 지상1층
● 기   능 : 식품기업이 새로운 공정의 도입 및 
              신제품 출시 전 소규모 시제품 생산시설

식품품질안전센터 
● 연면적 : 3,502㎡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기   능 : 식품기업의 품질안전과 관련된검사, 
              자문 등 지원

식품기능성 평가지원센터
● 연면적 : 3,313㎡  ● 규   모 :  지상3층
● 기   능 : 식품소재의 성분분석, 기능성평가 제공 및 
              식품개발에 대한 컨설팅 지원

소스산업화센터 
● 2019년 준공예정● 연면적 : 1,023㎡ ● 규모 : 지상1층
● 기   능 : 소스상품화단계 시제품 생산지원. R&BD 
              네트워킹 HUB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지원

식품벤처센터
● 연면적 : 8,179㎡  ● 규   모 : 지상3층
● 기   능 : 식품 벤쳐·스타트업 기업에 식품안전시설
              갖춘 생산공간, 부대시설 제공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 사업기간 : 2019-2022 ● 사업비 : 176억원(국비)
● 기      능 : 국내 식품 제형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능성
                  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 사업기간 : 2019-2021 ● 사업비 : 195억원(국비)
● 기      능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중소 식품기업의 
                  원가절감 및 품질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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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률 

48.2%



익산시의 기업유치 활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제3산단 75%, 제4산단 8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미분양 산업용지의 분양 완료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 
맞춤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익산시는 일반산단 분양완료를 목표로 신성장 유망업종에 대한 투자유치에 
집중해 신규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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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식품

공원

저류지

공원
지원시설

소방방제센터
P

함열

완충녹지

삼기

국도23호선

익산

비투지코리아

아람푸드

하림식품

하림식품
유쎌

예나스마트융합
기술센터

하림식품
이앤코리아

하림식품

HS푸드

에프엠축산

골든코리아

바이오랩

다기원식품

에코윈

코스모메치콘

연두

태연

대일푸드

서호

낭산면 구평리

연무IC

익산IC
금마방면

함열

낭산면
용기리

삼기면
연동리

익산시청

삼기면 오룡리

부품소재 전용공단

주얼리 집적산업 센터
(주)영패션

(주)대신테크전일니트 진화경금속

엔씨

(주)하이주얼 임대공장

투자협약임대공장

투자협약임대공장
(주)하이주얼 임대공장

(주)젬에이스

(주)대아패션
주얼리

패션주얼리
R&D센터

(주)주노
크래프트

(주)리라주얼리

(주)신라주얼리

(주)뉴페이스코스메틱

대성메디칼

한국삼공

유광화학

전방

한솔케미칼

위델소재

제이앤엘테크

드림창호산업비앤디네트윅스 케이윈
나노플렉스 씨원라이트

티아이이엔지
퓨어멤

유원에코사이언스

에덴소재 한국신텍스제약

지앤지엔터프라이즈

살루스안전

지오엔 바이로텍

농협케미컬
원광제약 한국야스나가

동우화인켐

마더스제약

네오클
우진큐피디

에이엠티

세호테크

우신피그먼트

두영기전

우신피그먼트

미원상사

경인양행/DKC

경인양행

일진머티리얼즈

매립장

저류지

저류지

상업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각장

폐수처리장

신농팜케미컬

P

디아이티이앤지

변전소
알로드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제3산단 제4산단

75%
85%

원광제약㈜, 
익산 제3산단 
확장 이전투자 
원광제약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26,548㎡ 부지에 확장이전을위해 

140여억원을  투자하고  6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에코윈,
익산 제4산단
투자 
㈜에코윈은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6,600㎡ 부지에 

20여억원을  투자하고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예나, 
익산 제4산단 
분양계약 체결
㈜예나는 제4일반산업단지 3,666㎡ 

부지에 35억 원을 투자해 15명을 

고용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분양현황

일반산단
총 분양률 77%

2019년 9월 기준

, 막바지 분양 질주 !일반산단 완전분양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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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지원군 ‘다문화이주민+센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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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다문화일등도시로 거듭납니다!
전직원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
�	���������������������
���� �
�������
����� ����������

다문화 가정 건강지원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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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2019 해양레저 스포츠 캠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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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실시…가족 간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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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캠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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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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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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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3일, 익산시 다문화이주민+센터의 개소식이 개최됐다.  외국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익산역 4층에 마련된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들의  교류와  소통  공간인                         
‘다가온’도 운영을 시작하면서 든든한 지원군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08기획특집

익산시, 법무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의 집,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  기관이 
입주해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고용 허가, 통역 
등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한다.

●  

●  



2019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실적
‘역대급’ Þ�µ�»�Íß·���¡�À�Ã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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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관의 공모사업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등 52개 사업, 국비 32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0건, 233억원 대비 대폭 증가된 규모로 산업·경제·농업·관광·문화 등의 현안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가  올해  초  실시한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이    
작년 대비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반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반영 
하기 위해 2019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건의사항은 도로 확·포장, 인도 
및 농·배수로 설치, 하천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많아 
추경 예산확보 등 해결에 더욱 속도를 냈다. 익산시는 앞으로 총 612
건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년 2018년 2019년

488건
413건

612건

전체 612건

처리완료
195건

처리불가
74건진행중

343건

31.8%

12.1%56.1%

익산시, 주민 건의사항 시정 반영률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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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목표로

2018년도 2019년도

233억원

건수
40건

325억원

건수
52건

일자리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 
미래 경제 산업 대비 

△도시 새뜰마을사업(4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5억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10억원)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사업(10억원)

농업·축산 분야  :  지역소농 소득 증대, 
안전하고 생산적인 농업기반 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70억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7.5억원)

△농촌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2.4억원) 등

문화·관광·체육분야 : 편의시설 확충,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장애인체육관) 확충지원사업(75억원)

△생활사회기반시설(지방문화원) 사업(25억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15억원)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3.8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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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용안면  난포리  일원에  공공승마장과 체험·재활  특화  공공승마시설,  VR(가상현실)말산업체험관,  금강 
수변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과 말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55억원의  사업비와  15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했고.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도 마무리했다. 내년 상반기에 공공 승마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시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모현동 익산경찰서 인근에 국비 6억원, 도비 2억7천만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지상3층 규모의 서부권 로컬푸드 매장을 신축한다. 내년 연말 개장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경쟁력에서 밀리는 소농들의 판매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유통방식이 필요하다. 익산시는 농산물 판매에 IT 영역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판매망을 확대하고, 농가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제값 받는 농산물을 구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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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승마 체험과 
각종 승마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

국내대회 개최에 
적합한 

공공승마시설

금강변의 갈대숲을 
활용한 

승마길 조성

전국 단위
승마대회 개최

지역홍보&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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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본격화

서부권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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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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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화지구 LH 아파트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9월 27일 개최됐다. 
서민주거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익산시는 분양가 조율을 위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한편,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까지 아파트를 완공할 계획이다. 

시민이 궁금한 이야기

현안사업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익산 평화지구 기공식 개최

종합운동장 26만㎡ 부지 중 실내체육관 서쪽 주차장 일원에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와 펜싱아카데미를 건립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한 건물에 2개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건립 형태로 지상 1·2층에는 수중운동실과 체육관, 헬스장, 시민들의 편의시설 
등이 조성되고 지상 3층에는 펜싱 아카데미가 들어설 계획이다.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해 오는 
2021년 연말 준공예정이다.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립

익산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으로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후 11월에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익산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20년 1월에 신청사에 대한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2020년 11월 청사 
건립 공사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순조롭게 착착!

04 도시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05
모현동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 중인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는 
성인풀과 어린이풀을 포함한 수영장과 헬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설치된다. 올해 5월에 
착공하여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11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시운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수영장) 건립

06
마동 예술의 전당 분관 인근에 3만6,065㎡ 규모의 테니스장 16면(실내 4면, 실외 12면)이 
조성되는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1년 1월부터 시민들이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동테니스 공원 조성사업

지난 5월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올 연말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근까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으며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경우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와 마찬 
가지로 내년 초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ßÑ��,´���+*/���

▶�����·����.�)���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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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나무 47그루는 경유차 1대가 연간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한다. 
익산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오는 2023년 
까지 5년 동안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가 지난  8월  30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동산동 우남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변  친수 
공간(대간선수로)의 장점을 활용해 대간선 수로변에 길이 770m, 폭 2.4m
의 보행데크와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예방은 물론 야간 볼거리 제공과 쉼터 제공,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힐링 보행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¹º»�µ¢
이리북중과 남성중,
이리북초, 여산중, 

오산초  5곳

봄철 : 시민들에게 
약 8천 그루의 나무 분양 완료

가을철 : 10월 18일 예정, 
감나무 등 15천 그루의 

나무 분양

¼�½¾¿�
ÀÁÂ�¾Ã�»�µ¢

인화공원 1.4ha, 4.8km 
수목 6만여 그루 식재 

오는12월 완료예정

ÄÅ�
ÄÆ³��ÇÈ

ÉÊË
ÌÍ»�µ¢

����ÎÏ
ÄÅÐ�È�

제3일반산업단지 
일원 1.5ha 구간에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 
3만여 그루 식재, 오는 

12월 완료예정

현재까지 12만 8천여그루
나무 식재

가을철 유휴부지 활용한 
나무심기 지속추진

�ÑÒ�Ó�
�Ñ¨Í�µ¢Ô�Õ

국도 26호선 2km, 
익산대로 외 1개소 3km, 

왕벚, 황금사철 등 
2만 5천여주 식재

오는 11월 완료예정

Ø®��® Û��Ü���¹Ý�
Þß��Ü�àá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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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기존 1인당 3만원 → 10만원으로 인상
○   지원기준 : 지역 거주기간 기존 3년 → 1년 이상으로 완화

çèé´��ÒµÈ��ÃÑ�Èê��ë�ìí�îÕ���ï�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고 있다. 

ã�äå©
�Ø®�ÎÚ�æ
익산시가 효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효 정신’을 ‘효 실천’으로 발전시켜 전 세대가 화합하고, 

공감·소통하는『효 문화도시 익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선별검사를 원하는 만 60세이상 어르신은 익산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및 청년활동가 실태 조사를 통해 분야별 실태 
및 특징·욕구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세부 
실행과제 도출함.

익산청년센터 청숲에 청년 문화·소통·활동 공간 
운영하며, 구인·구직정보, 기업현황 등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함.

Ø®
��çè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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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10/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을 시에서 매칭, 3년 만기시 자립자금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²(
�å��Î"��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
만원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26명으로 이루어진 청년 희망네트워크 구성해 
일자리, 문화 ·소통, 교육·복지의 3개분과로 운영 
하여 청년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의 청년 참여를 
확대함.

²(!��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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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희망 청년 도시’ 구축을 목표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청년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익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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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 등 4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144억이 증가한 1조 4,125억원으로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의결했다. 또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과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민의를 대변하였다.

5분발언

Øø���Æó8�Á�ÜÝÚ

그동안 익산시 체육회의 잘못된 운영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조속한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음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체육회 사무국장 임명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좀 더 고민하여 

체육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Øø����E-FÍ��Á��Gº��£BÚ�

반려동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익산시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개념의 혁신 

적인 반려동물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면 시민 뿐 아니라 동물 

애호가들이 여행오고 싶어하는 반려동물 선도적 도시로 탈 

바꿈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Øß«�HI�Jµ�KLM�¿NÍ·��¹¤9 �̂�Ý�GºÚ

모현 e편한세상 방음벽 설치공사는 익산역의 철도소음으로 

인해 인접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시행되는 공사이니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과정을 거쳐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Ø§²·�C#ÄO�PQ�RS��$���¡�£��GºÚ

현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현 위치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향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성의 비전과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타 지자체에 모범적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되기 바란다.

Ø¹T"����Ë�ø���¹T���[OÚ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주차현황을 

파악하고 주차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영등동 소라 

생태공원 인근 원룸지역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주차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주택 허가 시 교통영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교통처리 계획단계에 

있어서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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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관련 문제의 본질은 세금 증가,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 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시설의 정상여부를 진단하고 민간위탁금이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

 - 오산, 모현, 송학 최종오 의원                  -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 한상욱 의원

- 영등2, 삼성 김경진 의원

- 동산, 영등1 신동해 의원

Øø���cdöe�fÈ×�¡����Gº�������KBÚ

익산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급식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말고 식자재 공동구매 등의 비용 절감과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도 깊게 

고민하여야 한다.

                 - 비례대표 오임선 의원

- 어양, 팔봉 한동연 의원

 - 영등2, 삼성 임형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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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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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입주자 

및 공동주택에 포상과 공동주택지원금 

우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ø���è�Ñ�[¬Í-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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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마을 공동 

급식 사업선정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ø���´��$�Áh�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용동 

조남석 의원

지상설치 태양광발전시설과 건축물 

상부설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동일한 

제한규정 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 발생하여 건축물 상부에 설치 

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

중앙, 평화, 인화, 마동

김충영 의원

ø���Äë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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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광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ø���´���Í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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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시설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어양, 팔봉 

소병홍 의원

어양, 팔봉

한동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은 익산시 CCTV통합 

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 등을 

보고받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장활동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9월 3일(화), 지방사회의 리더로서 

청렴의 중요성 인식 및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익산시의회를 만들기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 실시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9월 3일(화), 추석 

명절을 맞아 함열시장과 사회복지 시설 

(사랑원, 작은 자매의 집)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소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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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시 : 2019. 10. 4.(금)~10. 5.(토) 18:00~23:00
ㆍ장         소 : 백제왕궁(익산왕궁리유적), 탑리마을 일원
ㆍ주요내용 : 8야(夜)를 테마로 37개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야간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
ㆍ홈페이지 : www.iksan-night.kr / 인스타그램 : iksan_heritage
ㆍ기         타 : 순환버스 및 임시주차장 내부순환버스 수시 운행(야행 홈페이지 참조)

ㆍ문         의 :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859-5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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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축제 시티투어 코스와 순환형 시티투어 코스 연계 가능 (당일사용)

ôõª�Ãðñò�ó�
2019년 10월 25일~11월 3일(국화축제 기간)

익산역(시티투어버스 승강장) 

10~16시(약 1시간간격)

익산역▶축제장▶미륵사지▶보석박물관▶

축제장▶익산역

승차시 이용권 개별구입(현금/카드) 

1일권 자유이용

운행기간

출발장소

운행코스

이용방법

운행기간

출발장소

운행코스

이용방법

2019년 8월~12월

익산역(시티투어버스 승강장) 

10~16시(약 1시간간격)

익산역▶원광대학교▶고스락▶교도소세트장

▶미륵사지▶왕궁리유적▶보석박물관▶익산역

승차시 이용권 개별구입(현금/카드) 

1일권 자유이용

운행기간

출발장소

운행코스

이용방법

2019년 8월~12월 (1일1회, 10인 이상 예약시 운행)

익산역(시티투어버스 승강장) 10시

3개 코스 (익산 숨은 보석 찾기, 세계유산, 맞춤형)

10인 이상 사전예약 필수 (최소 1일전, 월요일 제외)

※맞춤형코스는 단체 20인 이상 최소 3일전 사전예약

ö÷ª�Ãðñò�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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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료

특    전

문의처

예    약

성인 4,000원 / 단체(20인 이상) 3,000원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6·7세 아동 2,000원

보석박물관 입장료 무료

(유)이일관광 (063-854-4522)

익산시청 문화관광산업과 (063-859-5824)

인터넷 (http://www.iksan.go.kr/tour)

전화 (063-85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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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연

공연일 공연명 장소 시간 티켓 주최/문의

1(화)

2(수)

4(금)

5(토)

8(화)

8(화)

10(목)

11(금)

12(토)

12(토)

19(토)

19(토)

24(목)

24(목)

26(토)

30(수)

30(수)

31(목)

17:00

19:30

19:30

19:00

19:30

19:00

19:30

17:00

17:00

17:00

17:00

17:00

19:30

17:00

17:00

10:50

19:30

19:30

전석 초대

전석 10,000원

전석 10,000원

전석 초대

전석 초대

무 료

무 료

전석 10,000원

무 료

전석 10,000원

무 료

전석 초대

무 료

무 료

전석 초대

무 료

전석 초대

대공연장

대공연장

대공연장

대공연장

대공연장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소)

솜리(소)

대공연장

솜리(소)

대공연장

웃는날 좋은날 코미디쇼

이봉기와 함께하는 피아노 페스티벌

팝페라그룹 ‘Carpe Diem’ 투어 콘서트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주곡의 밤

익산시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NCC 뮤비스 제6회 정기공연

국립합창단 초청음악회 ‘The Present’

전북외고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제4회 익산 통기타 페스티벌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바디콘서트

NS프렌즈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홍종선 피리 독주회

예술이 꽃 피우다 판소리 연창 발표회

문화가 있는 날 ‘퓨전퍼커션밴드 POLY’

제8회 익산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오페라&발레 in Concert

익산시립무용단 & 갬블루크루 & 왕기철
방랑(方浪)을 떠나다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잼스틱 타악콘서트

R석 50,000원
S석 20,000원

더봄엔터테인먼트
1811-8850

예인피아노연구회 이봉기
010-8647-0221

RYUN’S 엔터테인먼트
070-4106-5157

익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6480-4868

익산시교향악단
010-6547-4900

NCC뮤비스
010-5874-0923

(재)전북극동방송
063-854-0911

전북외국어고등학교
063-465-0086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익산통기타연합
010-2063-3344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NS프렌즈
010-5820-6575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49

원광대학교음악과
063-850-6051

(유)예술이꽃피우다
010-4620-4639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익산예술의전당
063-859-5278

익산YWCA
063-857-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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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수강료교육시간교육기간

10월 미디어 교육 수강생 모집

TV 스튜디오 체험 단체 신청자 모집

직접 아나운서, 기자, 기상캐스터, VJ 등
방송인이 되어보는 체험

- 만 6세 이상 / 10~20명 단체 접수

5천원/1인
매주 화~토

중 선택
오전 10시/오후 2시

(100분 내외)

1인 미디어 시대,
영상창작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특강

나와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알아보기

- 영상창작자 및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

무료
10/16
(수)

오후 7시~9시
(총 1회)

영화이론교육
[영화편집의 이해–쇼트의 리듬]
다양한 편집 이론, 문법들을 알아보고 직접 실습해보는 교육

- 프리미어 프로 편집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2005년 이전 출생자

4만원
11/1~22

(금)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이달의 추천도서
명사
추천

사서
추천

�����±�����²³��«´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자 제목 상영시간 관람가상영장소

10.10.(목)
19:30

10.24.(목)
19:30

라라랜드

맘마미아2

128분

114분

12세

12세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2019년 4분기 테마 도서관에서 뮤지컬을 보다

※ 상영작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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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

전시일 티켓전시명 주최/문의

10.11(금) ~ 10.18(금)

10.19(토) ~ 10.23(수)

10.22(화) ~ 10.29(화)

10.26(토) ~ 10.31(목)

미술관 전관

미술관 1층

미술관 2층

미술관 1층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010-9439-9533

063-835-9394

010-9142-7791

010-2062-5334

마한 서예 문인화 대전

한국서예가협회 익산지부전

원광대학교 귀금속공예학과
졸업전시회

한국서예협회 익산지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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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진명 / 새움 201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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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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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영장소 : 모현도서관 시청각실(1층) / 마동도서관 어린이실 내 다목적실(1층) 

                    영등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문  의  처 : 모현도서관 ☎ 859-3731~2 / 마동도서관 ☎ 859-3466

                     영등도서관 ☎ 859-4661~3 / 부송도서관 ☎ 859-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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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대공연장(익산예술의전당), 중.소공연장(솜리문화예술회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허구 
이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한 
박정희대통령과 핵물리학자 이휘소(작품 속 이용후)박사 
이야기로 두 사람의 만남과 의문의 죽음을 흥미진진하게 
밝혀낸 소설입니다. 
한국이 낳은 천재 물리학자 이용후는 미국에서 자신의 연구 
업적을 통해 노벨상에 근접할 정도로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예와 보장된 영화를 버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통령의 명에 따라 핵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눈앞에 둔 순간 이용후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막강한 권력을 잡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기 위해 
핵개발의 의욕을 키웠던 대통령마저 수하의 정보부장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지소미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주 주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많은 요즘 이 책을 통해 잠들어 있을 애국심을 다시한번 
일깨우시길 바라며 추천 드립니다.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수상작으로 심사위원 전원의 
압도적인 지지와 청소년심사단 134명의 열렬한 찬사 속에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세상에 나온 작품입니다.
『페인트』는 국가에서 센터를 설립해 아이를 키워주는             
‘양육 공동체’가 실현된 미래 사회, 청소년이 부모를 직접 
면접 본 뒤 선택하는 색다른 풍경을 그립니다.
작가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의 어려움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을 진실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10대의 
아이들이 부모 면접을 통해 미래를 원하는 색으로 색칠해 
나가는 모습,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색으로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과정. 그것이 ‘페인트’의 진정한 의미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한창 10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 시기를 지나 독립한 사람 
모두의  마음에  뜨겁게  다가갈  작품입니다.

박정민
사서

이희영  / 창비 2019

페인트

10/4(금)

(브래드 피트, 안소니 홉킨스 주연) 가을의 전설 133'⑱

(헬멧 속에 숨은 ‘어기’, 세상 밖으로 나오다) 원더 113'Ⓐ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주먹왕 랄프2 112'Ⓐ

(상상 그 이상의 짜릿한 일탈!) 델마와 루이스 129'⑱

(사상 최대의 불가능한 미션이 펼쳐진다) 미션 임파서블 : 폴아웃 147'⑮ 

(사랑보다 먼저 찾아온 이별) 여행자 92'⑫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보도가 시작된다) 더 포스트 116'⑫

(어쩌다 수영장에 간 그들, 목표는 금메달?)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122'⑮ 

(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덩케르크 106'⑫

10/5(토)

10/6(일)

10/10(목)

10/11(금)

10/30(수)

10월 재미극장 무료상영 – 최신 개봉작 시사회 <수영장으로 간 남자들>

※ 재미극장 모든 상영작은 무료이며, 단체관람 시 사전연락 바랍니다. (Tel:070-8282-8072)

14시

19시

14시

14시

19시

15시

19시

19시

- 정기상영

- 정기상영

- 일요극장: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 정기상영

- 정기상영

- 익산여성의전화 씨네클럽

- 최신 개봉작 시사회

- 문화가 있는 날

10시/14시 - 애니메이션(우리말더빙)



18 행정알림

�� ���µ¶· �̧�¹º»¼�½�¾¿À
ㆍ접종대상 : 65세이상(1954. 12. 31. 이전 출생자)
ㆍ접종시간 : 연중 (평일 오후 1시 ~ 4시까지-오전은 영유아접종으로 혼잡해요)
ㆍ접종장소 : 익산시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 15개소
ㆍ준 비 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
ㆍ기타문의 : ☎ 1577-0072  ☎ 859-4843, 4830
ㆍ주의사항 : 
   - 감기나 급성감염 등 열이 없을 때 접종 권장.
   -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한 경우, 백신종류에 따라 접종간격이 달라 반드시 전화 상담 후 내소
   - 읍면지역은 해당 보건지소에 사전연락 후 방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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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훈련개요
   - 기       간 : 2019. 10. 28(월) ~ 11. 1(금) 【5일간】 
   - 훈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 훈련목적 :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제고 및 협업부서, 유관기간,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로
                       재난 시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체응체계 마련
ㆍ중점 현장훈련
   - 일       시 : 2019. 10. 29(화) 14:00~16:00  
   - 장       소 : 동익산역(익산시 옛뚝2길 84)
   - 주       관 : 익산시, 한국철도시설공단
   - 참       여 : 익산시 협업부서·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약 500명
   - 내       용 : 지진에 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 등 재난대응 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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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기간 : 2019년 년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ㆍ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ㆍ융자기준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 보증금(계약금)
ㆍ융자금액 : 5백만원 한도
ㆍ상환조건 : 무이자 2년 거치 3년 상환(연체이자 3%)
ㆍ구비서류 : 자활기금(대여)신청서, 재정보증서(재산세 1만원이상 납입자),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융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등  
ㆍ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ㆍ문       의 : 익산시 복지정책과 (☎ 85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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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농민들의 영농안정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해 융자하고 있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의 농민 부담을 2%에서 1%(청년농업인은 0.5%)로 낮췄다. 
ㆍ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ㆍ3분기 신청기간 : 2019. 9. 23.(월) ~ 10. 4.(금)
ㆍ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등록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ㆍ융자금액 : 농업인(5,000만원 이내), 영농조합법인(1억원 이내)
ㆍ융자이율 : 총 이율 연 4.5%(시 보조 3.5%, 자부담 1%)
    ※ 청년농업인 : 시 보조 4%, 자부담 0.5% 
ㆍ접       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미래농업과
ㆍ문       의 : 익산시 미래농업과(☎859-3778)

vcTw�x�y�²zöí�����
�
�����×ØÙ�ÚÛ�ÜÝÞß�̈ ��À

ㆍ행사일시 : 2019. 10. 12.(토) 12:00 ~ 22:00
ㆍ행사장소 : 익산시 종합운동장
ㆍ주요내용 : 인디뮤지션 공연, 레드콘 소속 뮤지션 쇼케이스, 뮤지션 사인회 및 전시부스 운영 등
ㆍ출연 아티스트 : 10cm, 데이브레이크, 소란, 정승환 등 ※인디계의 티켓파워가 높은 뮤지션
ㆍ주       최 : 전라북도,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ㆍ주       관 : 청춘 그리다
※ 티켓판매 전액 운영비로 재투입(티켓 장당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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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시 : 2019. 10. 12(토) 10:00 ~ 18:00

ㆍ장       소 : 모현도서관 및 모현공원 일원

ㆍ행사내용

   - 개막식 : 매직&버블쇼, 책읽는 가족 시상, 여태명 붓글씨 퍼포먼스 등

   - 독서골든벨 : 초등3~6학년 70명, 시상 5명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접수)

   - 이지성 작가 북콘서트 : ‘나를 키우는 성공독서’

   - 동화작가와의 만남 : 이현, 소중애, 김금래, 미우, 장은영 작가 

   - BOOK 라디오

   - 독서문화체험마당 : 독서체험활동 부스룩시장(플리마켓)

   - 마당극 : 이야기꾼 책공연 ‘호랑이한테 잡혀먹혔다가’

   - 기    타 : 작은음악회, 북캠핑존, 포토존, 도서할인판매, 전시 홍보 등

ㆍ문       의 : 시립도서관(☎ 859-3731), 홈페이지(http://lib.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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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       시 : 2019. 10. 19. (토). 10:00 ~ 15:00

ㆍ장       소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ㆍ대       상 : 익산시 영유아 가족  1,000여명

ㆍ주요내용 

   - 어린이뮤지컬 “출동 아기공룡 특공대”

   -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마술쇼, 비눗방울 퍼포먼스, 저글링 쇼, 풍선 쇼”

   - 놀이체험관 운영과 가족놀이체험(요리, 미술, 만들기 체험)

   - 숲 체험 프로그램, 육아 플리마켓

   - 유관기관 체험 행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숲 인증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등

   - 대형 에어바운서 및 그 밖의 부대행사

ㆍ접수기간 : 2019. 10. 01.(화) ~ 선착순 마감

                   (뮤지컬 공연, 요리 프로그램, 숲 부모교육에 한함)

                    ※ 그 외 모든 프로그램 당일 현장 접수 

ㆍ접수/문의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859-4765)

                     홈페이지 (www.childcare.ik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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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기간 : 2019. 9월 ~ 10월

ㆍ모집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최근(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없고 무허가 시설을 보유 하지 않은 업소로서 

      익산시 홈페이지에 안내한  기본분야평가 전체(10개 항목)가 적합한 업소

   -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ㆍ주요내용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고시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전문컨설턴트가 업소별 방문 컨설팅추진

   - 평가 사전준비, 신청접수 등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전반적인 등급 신청절차 진행

ㆍ서류접수 방법 및 안내사항                                    

   - 익산시청홈페이지→부서별홈페이지→위생과→위생과소식 글번호 311

   - 붙임파일3 참고하여 위생등급제 컨설팅참여 신청서 위생과에 작성제출

ㆍ문       의 : 익산시 위생과 (☎ 859-5452), 팩스(063-859-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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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인/월)

1인

751,084

2인

1,278,872

3인

1,654,414

4인

2,029,956

5인

2,405,498

6인

2,781,039

ㆍ지원내용 (익산시 기준)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구분(원/월)

지원금액

1인

147,000

2인

161,000

3인

194,000

4인

220,000

5인

229,000

6인

267,000

ㆍ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ㆍ문       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구분

지원금액(주기)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년(7년)

※ 부양의무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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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ㆍ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  

ㆍ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ㆍ문       의 : 복지부 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익산시 복지정책과 (☎859-5931)

재산종류

주거용재
(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기존)

월 1.04%

월 4.17%

소득환산율(변경)

월 1.04%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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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사기간 : 2019. 9월 ~10월(2개월간)
ㆍ조사대상 
    - 특정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수급자중 고위험 예측 위기가구
    -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가구
    - 실거주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거주주민 중 관리비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  
ㆍ조사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전화상담 또는 방문조사 
ㆍ지원내용 : 조사ㆍ신청 후, 법적기준 충족 시 
   - 긴급복지(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한시적 생계비, 의료비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ㆍ지원 등 
ㆍ문       의 : 익산시 복지정책과 (☎859-5389),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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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       의 : 왕도역사관(왕궁리유적전시관) (☎ 859-4632 · 4795)

행사명

제10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내     용

• 일시 : 2019. 10. 9.(한글날) 10시 - 14시
•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 내용 : 그리기 대회 및 체험 
• 시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선, 입선 등    

• 2019.9.18.- 10.8.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 10. 9. 현장 신청

왕궁리유적전시관
기획전시

• 주제 : 『639년의 진실, 백제 왕실사찰 제석사지』
• 기간 : 2019. 10. 1.(화) - 11. 24.(일)
• 장소 : 왕궁리유적전시관 상설전시실
• 내용 : 제석사 폐기장 출토 천부상 등 100여 점

왕궁리유적전시관
문화강좌

• 일시 : 2019. 10. 19.(토) - 11. 09.(토) 14시 - 16시
•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 주제 : <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

• 2019.9.23.-10.11.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 일시 : 2019. 10. 26.(토) 09시 - 13시
•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 여행 : 사자사, 미륵산성(남성벽, 성내 건물지, 동성벽)

• 2019.10.7.-10.18.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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