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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은 지금

슬기로운 추석 명절 보내기

비록 거리는 떨어져있어도

마음만큼은 가까운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부모님 찾아뵙는 귀성, 자식 찾아가는 역귀성 모두 자제하기

벌초는 벌초대행 적극 이용

가족안부는 영상통화나 온라인으로 안부 전하기

연휴기간 외출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기

외출시 반드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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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익산은 지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익산시 방역대책 추진

익산시 추석 연휴 기간 「상황실 및 각종 비상대책반」 운영 

구 분 담당 업무 전화번호

총  괄  반 상황실 총괄 운영 ☏ 859-5177

코로나19 상황대책반 선별진료소 운영 등 ☏ 859-4811

재난재해대책반 각종 재난재해 상황관리 ☏ 859-3494

교통종합대책반 교통 불편사항 신고 ☏ 859-5975

축산악취대책반 축사 악취 관련 불편사항 신고 ☏ 859-7235

산단악취대책반 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민원 처리 ☏ 831-8020

구 분 담당 업무 구 분

생활환경대책반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 신고 ☏ 859-5414

도 로 대 책 반 도로민원 접수 및 처리 ☏ 859-5523

의료진료대책반
연휴 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 859-4839

☏ 859-4801

☏ 859-4901

상하수도대책반 읍면동 생활민원 접수
☏ 859-4414

☏ 859-4424

일반민원처리반 산단 및 주요지역 악취민원 처리 해당 읍면동

기 간

구 성

기타사항

문 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및 부서별 홈페이지 참조

해당 업무 담당부서

2020. 9. 30.(수) ~ 10. 4.(일) / 5일간

관내 경로당 별도 해제 시까지 잠정 폐쇄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잠정중단

보건소
  -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와 방역에 집중

  - 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일반 업무 일시 중지

전세버스 회사(8개사)와 협의를 통해 
개천절과 한글날 수도권 집회 참석을 위한 
전세버스 미운행 조치

고위험 시설 (7개 업종-415개소)
 - 대상 :   유흥 단란 주점, 뷔페 음식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중·저위험 시설
  - 대상 : 종교시설, 체력단련시설, 음식점 등

  - 내용 :  매일 현장점검 실시, 1회 위반 즉시 집합 금지 행정명령

※  방문판매시설  : 운영 중단 권고, 타지 방문 및 

    외부인 방문 자제(위반 확진 시 고발조치)

※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 전환을 위한 지원

  - 공공미디어센터를 통한 교육 실시, 스튜디오 및 장비 대여

공설묘지 추석 기간 전면 폐쇄
  - 대상 : 봉안당, 분묘, 자연장 등 공설묘지

  - 기간 : 9월 30일 ~ 10월 4일 (5일간)

  - 공설묘지 방문객을 위한 셔틀버스 미운행

  - 임시 주차장 폐쇄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 진료소 연장 운영 및 
24시간 상황 대기하여 의료 서비스 
공백 최소화

01. 더욱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

02. 추석명절 특별방역 대책 

공설묘지 추석기간
전면 폐쇄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방문 신청)

●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 사용자   

5.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 내에 있으나 생활하수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 되지 않는 지역 

●   감면내용

1~3호 신청대상 – 10㎥/월 (상,하수도 동시 감면)

3호 다자녀가정 중 자녀 6명이상 가정 – 30㎥/월

4호 신청대상 - 사용료의 30% (하수도 사용료 감면)

5호 신청대상 – 사용료의 50%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신청서식

1~3호 신청대상 –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4호 신청대상 – 별지제4호의2 서식

5호 신청대상 – 별지17호 서식

●   신청장소 : 익산시청 상수도과, 하수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익산시 상수도과 (☏ 859-4433),

     하수도과(☏ 859-4423)

  농업부산물 무상 파쇄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파쇄기 활용 농업부산물 비료화로 

불법소각 예방

●  사업기간 : 가을 추수후(10-11월)

●  사업대상 : 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농업부산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청소자원과 또는 읍면동) 

●  신청기한 : 2020. 11. 30

●  문의 : 익산시 청소자원과(☏ 859-5412)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  신고방법 

      ▶  환경오염행위 관련 민원접수 시, 자동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검토

    -  유선 : 민원콜센터 ☎1577-0072, 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자원과☎859-7275

   -  서면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종합민원실,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  전자 : 국민신문고, 「환경친화도시정보마당」

      열린환경행정

●  처리절차 : 민원접수 →현 장확인 → 행정조치 → 

처리결과 안내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최고 100만원, 최저 3만원, 상한 인당 

월100만원)

●  지급대상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 

행정알림4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

          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1회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 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이용방법

      ▶  방문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계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  우편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 32길 1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문의 : ☏ 859-5716 / 팩스 859-5053

        e-mai d3195@korea.kr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월~금요일, 09:00~12:00)

●   대       상 : 익산시 지역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첫 임신 전)

●   구비서류 : 신분증,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예비부부), 주민등록등본(신혼부부)

●  검진장소 : 익산시보건소 방사선실, 검사실

●  검진방법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공복유지

●   검사항목 : 총 28종(흉부엑스선, 소변, B형 간염,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기능, 빈혈 등)에 대한 

전액 무료검사

소변검사
혈액학적

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장기능
검사

면역혈청

요   당
백혈구수
(WBC)

AST
(SGPT)

총
콜레스테롤

BUN B형간염항
원·항체

요단백
적혈구수
(RBC)

ALT
(SGOT)

HDL-
콜레스테롤

Creatinine 매독

요잠혈
헤마토크
리트(Hct)

감마
GTP

TG
(중성지방)

요산
(Uricacid) 혈당

요 pH
헤모글로
빈(Hg)

LDL-
콜레스테롤

 풍진항원·
항체

(여성만)
혈소판
(PLT)

  AIDS(희
망자)

혈액형

●   검진결과 : 검진 다음 날 오후 3시 이후 본인 방문 

또는 전화로 결과 확인

※ 익산시보건소 검사실 (☏ 859-4844~7)

  무료 국가건강검진! 2030도 가능
●   검진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항목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구강검진, 혈액검사, 우울증(만20세, 30세 각 1회)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병원 : 지정된 병·의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 병원찾기 클릭)

●   사후관리(맞춤서비스)

- 대상 :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맞춤 서비스 : 영양제 지급, 체성분 검사 및 상담, 

금연클리닉, 정신건강관련 프로그램 연계 등

- 준비사항 : 검진결과 통보서, 신분증

- 문의 : 보건사업과 건강지원계 (☏859-4921)



5행정알림

익산문화관광재단

 계량기 정기검사 수검 의무 면제
●  검사요약 :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 중 최대용량 10톤 

미만 저울 오차검사

●  면제배경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요청사항 : 해당 저울 사용자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필수 수검 및 수검 전까지 관리 철저

    ※  2022년도 정기검사 사전알림서비스(우편, 휴대폰

           알림 등) 희망자는 계량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을 통해 신청가능

●  문의 :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859-5218)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인상
●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 농사 후 사용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1톤 이상) 모아서 배출하면 폐비닐  

상태에 따라 보상금 지원 

●  지급 단가 변경

구분 현 단가(원/kg) 인상후 단가(원)

A등급 110 140

B등급 100 120

C등급 90 100

●  수거사업자 : 한국환경공단 조명진(☏ 010-5144-9777) 

●  문의방법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 859-5477)

 마을세무사, 세금 무료상담
●   “익산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 복잡한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민이 있는 시민들

에게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지원

   -  1차 :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 2차 : 비대면 상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면상담

●   익산시 마을세무사 명단(14명)

지 역 세무사명 전화번호 세무사명 전화번호

중앙,평화
인화,마동
모현,송학

황종수 063-858-3535 소병규 063-854-1881

최영희 063-851-8959 김영철 063-858-0141

동산,남중
영등1, 신동

신동훈 063-851-5101 정승아 070-5030-1421

김태원 063-837-2626

영등2,어양
팔봉,삼성

이병희 063-852-2589

박준호 063-831-1221 박성일 063-851-9123

읍·면지역
유경준 063-855-7010 황경환 063-837-3361

김병윤 063-833-0355 태영환 063-856-7255

상담공무원
 익산시 세무과 도세계장 백현기 ☏ 063-859-5123,
        지방소득세 담당자 소강섭 ☏ 063-859-5639

총괄문의  익산시 세무과 세정계장 김진태 ☏ 063-859-5121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  배출시간 : 일몰 이후(18:30) ~ 일출 이전(05:30)

   ※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 봉투(흰색, 파란색, 

검정색 등)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배출은 불법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 신청
●  사업명 : 2020년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

●  수거대상 : 반사필름, 폐부직포(작물·비닐하우스 

보온용 등), 폐차광막 등

   ※  영농활동과 관련된 폐기물(일반 생활폐기물은 

지원 대상 아님.)

●  신청장소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시 청소자원과

(☏ 859-5414)

● 신청일시 : 수시 신청 가능

●  처리절차 : 농가에서 각 읍면동에 신고 후 각 지정

장소에 직접 배출

      농가 →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후 폐기

물 수거 장소로 운반(농가 직접운반) → 위탁업체 

수거 및 소각 처리

  상반기 국제운송비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0. 9. 1(화) ~ 10. 30(금)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우체국 국제특송(EMS)이용,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관련서류 준비 후 방문, 팩스, 전화 등 

●  접수처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다가온(ON) (익산역4층)

●   문의 및 신청 : ☏ 842-6041, 팩스850-8392 

※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 지정(위탁)의료기관 접종

● 어린이 무료접종 : 생후 6개월 ~ 만 18세 (2002년생 이하)

접종
기간

생후 6개월 ~
만 12세 이하

 (08.1.1 ~ 20.8.31. 
출생자)

2회접종* 20.  9.  8.(화)
~ 21.  4. 30.(금)

1회접종* 20.  9. 22.(화)
~ 20. 12. 31.(목)

만 13 ~ 18세
(02.1.1 ~ 07.12.31.출생자) 

20.  9. 22.(화)
~ 20. 12. 31.(목)

접종장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병 · 의원) 61개소

*  2회 접종 대상자 : 생후 6개월 ~ 만 8세 어린이중 

첫해에 한 번 접종한 어린이

*  1회 접종 대상자 : 생후 6개월 ~ 만 8세 어린이중 

첫해에 두 번 접종한 어린이

*  만 9세 이상 어린이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접종

● 임신부 무료접종 : 임신부 증빙서류를 제시한 임신부

접종
기간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임신부

임신확인서 및 진단서,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등

20.  9. 22.(화)
~ 20. 12. 31.(목)

접종장소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병 · 의원) 24개소

● 어르신 무료접종: 만 62세 이상(1958년생 이상)

접종
기간

만 75세 이상
(45.12.31. 이전 출생자)

20. 10. 13.(화)
~ 20. 12. 31.(목)

만 70 ~ 74세
(46.1.1 ~ 50.12.31.출생자)

20. 10. 20.(화)
~ 20. 12. 31.(목)

만 62 ~ 69세
(51.1.1 ~ 58.12.31.출생자)

20. 10. 27.(화)
~ 20. 12. 31.(목)

접종장소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병 · 의원) 122개소

+ 보건소(유·무료) 접종(주민등록상 익산시민에 한함) 

● 무료접종: 만 19 ~ 61세(1959년생 ~ 2001년생)중

접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
국가유공자(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기존1~3급),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 유료접종: 만 60 ~ 61세(1959년생 ~ 1960년생)

접종대상 만 60 ~ 61세 (59.1.1 ~ 60.12.31. 출생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접종비용 9,000원

동별분산접종
무료 → 유료

11. 3.(화) 11. 4.(수) 11. 5.(목) 11. 6.(금)

(무료)
중앙동,
삼성동

(무료)
마동, 송학동, 

팔봉동

(무료)
모현동

(무료)
신동, 어양동

11. 9.(월)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무료)
인화동,
남중동

(무료)
영등1동,
영등2동

(무료)
평화동, 
동산동

(유료)
평화동,

송학동, 신동

(유료)
영등1동

11.16.(월) 11.17.(화) 11.18.(수) 11.19.(목) 11.20.(금)

(유료)
인화동, 남중
동, 팔봉동

(유료)
중앙동,
삼성동

(유료)
동산동,
영등2동

(유료)
마동,

어양동

(유료)
모현동

접종시간 : 09:00 ~ 15:40
점심시간 : 12:00 ~ 13:00

예방접종 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익산문화관광포럼 공감 시민 발제자 모집

●   일시 :  선착순 100명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모집·진행)

●   장소 :  익산문화관광재단홈페이지 내 알림마당

●   내용 :  익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확보, 

향후 정책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 발제자 추가 모집

●   문의 :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정책팀

             (☏ 843-8811)

지역문화예술교류

2020 연극의 해 맞이 지역연극교류

● 일시 : 2020. 10. 17(토) ~ 18(일) 19:30

● 장소 : 익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 내용 :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광주연극제   

최우수작품상) / 보석과 연인(익산연극협회)

● 문의 :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축제팀

            (☏ 843-8817) / 익산연극협회

            (☏ 010-2650-9832)

※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예약제로 운영됨.

익산문화도시 포럼 - 공유와 확산

section 6.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시민문화활동들 

● 일시 : 2020. 10. 30.(금) 오후 3시  

● 장소 : 익산왕도미래유산센터 2층 

● 내용 :  <section 6 : 평생학습으로 성장하는 시민

문화활동들>

● 문의 :  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팀

(☏ 853-6780)



의정6

◎ 5분발언

김용균 의원

성인 예방접종 종목

 · 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김충영 의원

만경강 auto ·

bike 캠핑장 조성 

필요성

한동연 의원

인생 2막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정책 필요성

김진규 의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

후조리원 건립 촉구

박철원 의원

배산체육공원 내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장경호 의원

자연재난 피해 최소

화를 위한 긴급 복구

시스템 구축 필요성

한상욱 의원

황등면 침수피해 

근본적 대책 

수립 필요

임형택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

◎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소병직 의원

익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도의 신설·수선 등 보도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해 예산낭비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

한동연 의원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업 경영을 유지
하기 위해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 상임위원회, 현장속으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경진)는 9월 

3일 백제왕궁역사관, 보석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조례안 심의에 따른 사전 

현장 점검 및 사업 현황 파악에 매진했다. 

위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규)는 9월 

7일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들의 건강생활 환경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9월 

3일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지 등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운영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왕궁

천이 쾌적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익산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 (9.2~9.8)

익산시의회가 제230회 임시회 기간동안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매진하며 4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좌석에 

47개의 비말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였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이후 열린 첫 임시

회인 만큼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집행기관 출석 및 배석 인원 최소화, 

마스크 착용,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유재구 의장은 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하며, 시의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투명 가림막 설치로 방역강화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수화통역센터

(센터장 유순기)와 익산시의회 수화

통역·방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30회 임시회부터 본회

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해 

수화통역을 실시했다. 유재구 의장은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 시행이 청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등한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수화통역센터와 수화통역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7시민

2020 왕궁리유적전시관 문화강좌

사진으로 보는 익산유적 발굴 이야기
일시 2020. 10. 17.(토) ~ 11. 14.(토) 14시~16시

장소 왕궁리유적전시관 강의실

대상 일반인 · 학생 40명

접수 2020. 9. 21.부터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문의 왕궁리유적전시관 063) 859-4632 · 4795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제11회 왕궁리유적전시관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일시 : 2020. 10. 9.(한글날) 10시~14시

장소 : 왕궁리유적전시관, 백제 왕궁터(왕궁리유적)

대상 : 유치원 · 초등학생

접수 : 2020. 9. 21.부터 왕궁리유적전시관 홈페이지

문의 : 왕궁리유적전시관 063) 859-4632 · 4795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899-69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정 등록 신청 접수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인해, 10월부터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으로 신청 등록한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화페 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도 빠짐없이 

가맹점 등록신청 바라며, 

"기한내 미신청시 지역화페 카드결제가 제한"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한 가맹점 / 

               사업자 본인 선청

신청내용 지역화페 가맹점 등록 신청

신청기간 2020.9.15(화) ~ 9.30(수)

신청방법 지역화폐 APP내 등록신청

              간편 문자 등록 신청 (가맹점주에게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적격심사 제한업종 여부 등 개별 적격 여부 심사

                ※ 현재 사용가능 가맹점도 개별 심사 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추석명절 깜짝

이벤트(페이백)



익산예술의전당 (10월)

문화8

이달의 추천도서

사서
추천

사서
추천북튜버 ‘겨울서점’이 들려주는 따뜻한 책 이야기. 

서평집도 아니고, 독서법을 다루지도 않은 이 책은 ‘책과 함께 자라

온 한 독자가 책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같은 책이다.

책을 고르고, 사고, 곁에 두고, 냄새맡는 등의 읽는 과정 자체를 기록

하였고, 책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가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

이 커지면서 생기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표현하는 ‘코로나블루’

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리두기

를 실천하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서의 

기쁨’을 누려보는건 어떨까?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재위 시절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의     

개혁군주로 평가받으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꼽히는 정조의 

특별한 리더십 비결을 볼 수 있는 책이다. 

갖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 경제 등 다방면의 성과를    

이루며, 한 시대를 이끌어 온 정조의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특별한 

정치적 경영술을 ‘정조 전무가’로 알려진 김준혁 교수가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사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변화를 읽어내는 안목, 신분을 초춸한 인재등용, 포용의 

정치와 위민 사상 등 정조의 특별한 리더십은 현대에도 여러 

분야에 응용 될 수 있으며, 개개인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라 말할 

수 있다.

독서의 기쁨

김겨울
초록비책공방 / 2018

리더라면 정조처럼

김준혁
더봄 / 2020

전영미 사서 이미영 사서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전북, 영화로 만나다> 감독초청!

※ 선착순, 재미극장 좌석 번호표 배부(인원 제한) (Tel : ☏ 070-8282-8072) 
- 사전 좌석표 배부는 상영 전, 언제든 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10/7(수) 19시 – 전북, 영화로 만나다 <감독초청> 사회생활 82'⑫

10/8(목) 19시 – 최신 개봉, 독립·예술영화 상영회 소년 아메드 84'⑫

10/14(수) 19시 – 전북, 영화로 만나다 <감독초청> 목욕탕 가는 길 / 숨바꼭질 / 탑차 43'⑫

10/15(목)
15시 – 익산여성의전화 씨네클럽 캐롤 118'⓲

19시 – 최신 개봉, 독립·예술영화 상영회 워터 릴리스 83'⑮

10/17(토) 10시/14시 – 애니메이션(한국어 더빙) 월-E 104'Ⓐ

10/21(수) 19시 – 전북, 영화로 만나다 <감독초청> 천사는 바이러스 108'⑫

10/28(수)

13시 30분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감독초청> 나의 집으로 /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50'Ⓐ

16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우리가 꽃들이라면 / 무중력 45'Ⓐ

19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나의 노래는 멀리멀리 83'Ⓐ

10/29(목)

13시 30분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감쪽같은 그녀 104'Ⓐ

16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김다예 선언 / 배심원들 45'Ⓐ

19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감독초청> 나는 보리 110'Ⓐ

10/30(금)

13시 30분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감독초청> 감염병의 무게 41'Ⓐ

16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봄이 오면 / 5교시 참관수업 / 민들레이져 45'Ⓐ

19시 – 2020익산장애인영화제 우리 사랑 이야기 80'Ⓐ

● 10월 미디어 교육 수강생 모집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강료

익산마을영상제작단 <지역의 이슈를 시민의 눈으로>
-영상제작 참여 경험이 있는 익산시민

10/6~11/17
(화)

오후 7시~9시
(총 7회)

무료
*참여자 선발

비대면강의제작 첫걸음 – 컴퓨터 편
-컴퓨터 활용 가능한 익산시민

10/8~10/15
(목)

오후 7시~9시
(총 2회)

2만원

익산주민시네마스쿨 <영상제작과정 - 심화>
-컴퓨터 활용 가능한 익산시민

10/14~11/27
(수, 금)

오전 10시~12시
30분(총 14회)

무료
*참여자 선발

디지털편집교육 <베가스 기초과정>
-영상편집에 관심 있는 2006년 이전 출생자

11/3~11/11
(화, 수)

오후 7시~9시
(총 4회)

4만원

비대면강의제작 첫걸음 – 스마트폰 편
-스마트폰 활용 가능한 익산시민

11/7~11/14
(토)

오전 10시~12시
(총 2회)

2만원

뉴미디어교육 <온라인생중계 운영의 실제 - 중급>
-영상 관련 경험이 있는 2006년 이전 출생자

11/10~11/19
(화, 목)

오후 7시~9시30분
(총 4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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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스튜디오 체험’ 개인/가족/단체 신청자 모집

내가 직접 VJ, 리포터,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PD, 촬영감독이 되어보는 이색 체험!
 일시 : 개인 – 9/5 14시, 가족(보호자 필참) – 9/12, 9/19, 9/26 14시, 단체 – 화~토 10/14시 중 선택
 대상 : 6세 이상    비용 : 1인당 5천 원(체험 후 영상 파일 제공)
 소요시간 : 약 100분     문의 : ☏ 070-8282-8079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 마스크 미착용 시 센터 출입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 공연·전시명 티켓 주최/문의

21(수) 14:00 대공연장 익산시민대학 전석 초대 익산시 063-859-5158

21(수) 14:00 중공연장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무  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익산시 지부 

063-858-4582 

23(금) 09:00 중공연장 익산시 학원연합회 학원장 연수 무  료
익산시 학원 연합회 
010-5717-5791

24(토) 16:00 중공연장
드림온 오케스트라 신나는 

아니리로 여는 동물의 사육제 콘서트
무  료

드림온오케스트라 
010-4373-0115

24(토) 16:00 소공연장
제52회 익산예술제 연극공연

 “해시태그”
무  료

(사)한국예총익산지회 
063-852-1155

27(화) 19:00 중공연장
제52회 익산예술제 음악회
 “Young Artist Concert”

무  료
(사)한국예총익산지회 

063-852-1155

30(금)
11:00
15:00

중공연장 “리틀뮤지션” 전석 1만원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31(토)
11:00
15:00

대공연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알퐁스 도데의 별"
전석 1만원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31(토) 19:00 중공연장 제52회 익산예술제 “익산 무용제” 무  료
(사)한국예총익산지회 

063-852-1155

9.22(화)~10.10(토) 미술관 1층
‘자인 姿人-동서양의 

근현대 미인도’
무  료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312

10.8(목)~10.13(화) 전시실 2층 김재왕 개인전시회 무  료 김재왕 010-3477-5974

10.16(금)~10.25(일)
전시실 1층 
전시실 2층

제52회 익산예술제 
미술, 사진, 문인 전시회

무  료
(사)한국예총 익산지회 

063-852-1155

10.27(화)~11.1(일) 전시실 2층 최현실의 “만만한 그림전” 무  료 최현실 010-2799-4177

10.30(금)~11.1(일) 전시실 1층 권기로 “흑백 사진전” 무  료 권기로 010-6622-8142

공연일정 공연·전시명 티켓 주최/문의

7(수) 14:00 소공연장 익산시민대학 무  료 익산시063-859-5158

8(목) ~ 
9(금)

목)19:30 
금)15:00

중공연장
뮤직시트콤 

“타임캡슐쟁탈전”
일반 12,000원 
학생 6,000원

전주오페라
010-8629-9131

10(토) 17:00 대공연장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전석 30,000원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13(화) 19:00 중공연장 익산시민대학 무  료 익산시063-859-5158

13(화) 19:00 소공연장 마당극 “솜리의 봄” 무  료
소리뫼

010-3658-5020

14(수) 14:00 중공연장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무  료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익산시 지부

063-858-4582 

14(수) 16:00 소공연장 홍종선 “피리” 독주회 무  료
원광대학교 국악과
 063-850-6051

15(목) 19:00 중공연장 제6회 슈테른 정기연주회 전석 초대
슈테른

010-6206-3965

16(금) 19:00 중공연장 익산 색소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무  료
익산색소폰오케스트라 

010-4650-6616

17(토) 15:00 대공연장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
전석 1만원

익산예술의전당
063-859-3254

17(토) 
~18(일)

토)19:30 
일)16:00

소공연장 작은 소동 “보석과 여인” 무  료
작은소동 

010-2650-9832

20(화) 17:00 대공연장 한경필하모닉 청소년음악회 전석 초대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360-4074

20(화) 17:30 중공연장 나와 아이가 행복한 감정코치 무  료 익산시 063-859-4601

20(화) 19:00 소공연장 조승아 아쟁독주회 무  료
원광대학교 국악과 
063-850-6051

※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일정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 859-3254 / arts.iksa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