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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펼쳐진 국내 최대 춤축제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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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여명 참여한 15주년‘천안흥타령춤축제’폐막...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
천안시에 37억원대 토지·건물 기부한
80대 어르신 ‘감동’

사회 6면

천안택시 승차거부 급증...운수종사자 ‘퇴출’

경제 10면

영농조합법인 천안호두, 호두 명품화에 나서

아름다운 이야기 17면
천안서 펼쳐진 국내 최대 춤축제‘천안
흥타령춤축제2018’
이 16일 폐막식을 끝
으로 성대한 막을 내렸다.
올해‘천안흥타령춤축제2018’
의 일반
부 전국 춤경연 대회 대상은‘제트앤 크루
(ZN CREW)’
가 차지했다.
‘흥으로! 춤으로! 천안으로!’라는 슬로
건을 내세우며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
일간 천안삼거리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이
번 흥타령춤축제는 120만여명의 시민과
관람객이 참여하고 5,000여명의 춤꾼들과
16개국 17팀 해외 무용단이 참가하며 대한
민국을 넘어 명실상부 세계적인 춤 축제로
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과 관람객들
은 5,000여명의 춤꾼들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를 함께 즐기고 다채롭게 준비된 천
안생활문화페스티벌, 체험행사, 부대경연,
먹을거리장터 등에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올해로 축제 15주년을 맞이해 시
민참여형으로 진행된 개막식은 3만여명
의 관람객이 1만개의 LED조명을 밝히며
‘빛으로 흥을 표현하는 단체 퍼포먼스’
를
진행해 보는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방죽안오거리에서 신세계백화점
까지 0.55km 구간에서 펼쳐진 축제의 하
이라이트‘거리댄스퍼레이드’
는 국내?외

33팀, 1700여명이 참가해 이 중 23팀이 열
띤 경연을 펼쳤다.
우천에도 불구하고 5만5000여명의 관
중이 몰려든 가운데 축제 사상 처음으로
2,000인치의 대형 전광판과 LED 영상차
량을 활용한 현장 생중계 영상을 송출해
관람객들이 구간 내 어디서든 편안하게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못했던 천안
시의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석가장시와 문
등구, 터키 뷰체메제시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해 국제적인 천안의 위상을 높였다.
▶2면에 계속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봉화군에 유족성금 전해

피플 20면

천안시민의 상
‘방일원, 김두화, 김원호, 문필해’씨 선정

02 종합
▶1면에서 계속
흥타령춤축제의 메인이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전국춤경연대회’
는 학생부, 일
반부, 흥타령부, 실버부 4개 부문의 155개
참가팀이 참가해 지난해보다 발전한 화려
한 춤 콘텐츠를 선보였다.
일반부 결선에 오른 8개 팀 중‘열정’
을
주제로 파워풀한 힙합퍼포먼스를 통해 젊
은이들의 꿈과 포부를 표현한‘제트앤 크
루’
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의 주인
공이 됐다.
금상에는‘댄스 이즈 마이 라이프
(Dance is My Life)’
, 은상에는‘렉스마
(LEXMA)’
, 동상에는‘엘제이(LJ)’
와‘70
줌마’
, 장려상은‘드럼퍼포먼스때려!! The
Hit!!’
,‘천안꿈나무태권도’
,‘일탈’
팀이
각각 수상했다.
외국인들이 참여한‘국제춤대회’
는스
페인, 폴란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남아
공,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 대륙, 16개국,
17개 무용단이 참가해 다양한 국제춤을
선보였으며, 올해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
국의‘AMA-ZEBRA Youth Organisation’
,
금상은 조지아의 Zugdidi Municipality
National Dance State Ensemble
‘DAVLATI’
가 받았다.
은상은 멕시코의‘Arte Y Folkor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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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Aranza Zulopez’
와 스페인의‘Escola de
Musica I Danses de Mallorca’
, 동상은 괌의
‘Inetnon Gefpa’
go’
와 브라질의‘Grupo
Artistico e Curtural Chalana’
, 말레이시아의
‘UTP Performing Arts Group’
이 각각 이름
을 올렸다. 장려상은 보츠와나, 폴란드, 라
트비아 팀이 받았으며, 특별상은 중국 문
등구, 슬로바키아 팀, 의상상에는 멕시코
팀이 수상했다.
춤경연 학생부에서는 경기 고양시에서
온‘고양예술고등학교’
팀이 대상을 차지해
충청남도지사상과 상금 500만원을 받았고,
금상에는 경기 부천의‘뉴키즈스타즈’
가수
상했다. 은상은 천안의‘하늘태권도’
, 동상
은 천안시의‘점핑’
‘천울’
,
팀에게 돌아갔
다. 장려상에는‘엔젤킹’
‘인피니티’
,
‘던컨
,
드림댄스’
가 차지했다.
흥타령부에서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참
가한‘황순임 전통 무용예술단’
팀이 대상
을 받는 영예를 안았으며, 금상은‘송파구
립민속예술단’
, 은상은‘미세스제트엔
(Mrs.ZN)’
, 동상은‘가온누리무용단’
과
‘중앙전통무용단’
, 장려상은‘은평어울
림’
,‘북부천 MG 무용단’
,‘천수바라회’
에게 돌아갔다.
61세 이상 어르신들이 겨룬 실버부에서
는 경기 이천시의‘싱글벙글’
팀이 대상을
수상해 600만원의 상금과 천안시장상을
받았으며, 금상은 부산광역시의‘부산 사

‘국제춤축제연맹’전 세계 71개국이 한 자리에!

천안흥타령춤축제 등 4개 축제‘최
고 축제상’수상
‘국제춤축제연맹’
(FIDAF : Federation
of International Dance Festivals) 세계총회
가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 워커힐 호
텔 코스모스홀에서 열렸다.
국제춤축제연맹(총재 구본영 천안시
장)은 2012년 10월 공식 출범해 천안시
를 주축으로 조직됐으며, 현재 천안문
화재단 내에 본부가 설치돼 있고 71개
국 79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총회는 2년마다 열려 연맹 활동
경과보고, 안건 토의 등을 진행하며 각
국 춤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해 세계춤
축제간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상호 교
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각국 나라대표와
국제춤대회 참가팀 감독 및 무용수 등
120여 명은 회칙개정과 연맹 발전을 위
한 토의를 진행하고 연맹과 천안흥타령
춤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

각적으로 논의했
다.
세계총회 2부
에서는‘한국의
밤(Korean Night)’
기념행사가 열렸
다. 이번 기념행
사에는 연맹 임원
과 국제춤대회 무
용단 100여명, 국
내 정계 및 공연
예술계, 무용계
관계자 등 200여
명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제춤축제연맹
(FIDAF)의 지난해 최우수 활동상과 최
고 축제상,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 명인
상이 시상됐다.
최우수 활동상은 ▲
‘나잔 카라고조글
루’부위원장(터키) ▲
‘마리아 스즈플럭’
이사(폴란드) ▲
‘레지스 바스티앙 ’
위원
장(브라질) ▲
‘슬로보단 말코비치’세르
비아 나라대표 ▲
‘무함마드 누로 로슬
리’이사(말레이시아)에게 수여됐다.
최고 축제상은 ▲한국의 천안흥타령
춤축제 ▲터키의 국제민속예술축제 ▲
이스라엘의 국제민속축제 ▲루마니아
의 국제민속축제에 돌아갔다.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명인상은 국내
에 처음 서구 현대무용 교육체제와 창
작방법론을 들여와 한국적 현대무용을
창안한 육완순 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
사장(85)이 수상했다.
이현자 기자

하 무용단’
팀이, 은상에는 대구광역시의
‘목련 무용단’
팀, 동상은 경기 시흥시의
‘춤사랑 무용단’
과 대전광역시의 ‘유성
문화원 실버무용단’
이 수상했으며, 장려
상은 서울의‘춤벗무용단’
‘서울
,
도봉구
민회관 동아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협회 포크댄스분과’팀이 차지했다.
또한 전국 대학생들에게 흥타령춤축제
를 홍보하고 대학생 대상 축제 참여 문화
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전국대학치어
리딩대회’
에서는 구미대학교‘천무응원
단’
팀이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금상에는 선문대학교‘신이데아 응원
단’
, 은상은 서강대학교‘트라이파시’
,동
상은 경기대학교‘트러스’
, 가톨릭대학교
‘화랑’
, 장려상은 순천향대학교‘썬시아’
와 아주대학교‘센토’
, 명지전문대학‘루
미너스’
에게 각각 돌아갔다.
특히 축제 하이라이트인 거리댄스퍼레
이드에서는 총 2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영예의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MA-ZEBRA Youth Organisation’
팀으
로 선정돼 남아프리카공화국 팀은 국제춤
대회 대상에 이어 2관왕에 등극했다.
금상으론 한국의‘문화의 숲 코드’
와조
지아의 Zugdidi Municipality National Dance
State Ensemble‘DAVLATI’
, 은상은 한국의
‘단국대학교’, 말레이시아의‘UTP
Performing Arts Group, 또 한국의‘선문 더

월드’
, 터키의‘Golden Bridge Folk Dances
Ensemble Sport Club’
이 동상에 올랐다.
장려상은 상명대학교와 점핑 팀, 괌의
‘Inetnon Gefpa’
go’
팀, 스페인의‘Escola
de Musica I Danses de Mallorca’
팀이 수상
했다.
그 밖에 축제의 화려한 볼거리였던 데일
리 킬러 콘텐츠 기획공연 플레이밍 파이어
의‘심장의 빛(Light of the heart)’퍼포먼스
와 뮤지컬배우 김소현&손준호의‘댄스 인
뮤지컬’
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축제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다.
구본영 천안시장은“올해 흥타령춤축
제도 70만 천안시민의 열정과 관심으로
성공적인 감동의 무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고 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참가
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며“내년
엔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이 중심인, 시민
을 위한 천안흥타령춤축제로 찾아뵙겠
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막식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천안흥타령춤축
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만의 축
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대표적인 글로벌 춤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이현자 기자

공공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도입된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
회 도입 최종 합의...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
관장 대상
충남도와도의회가도공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회도입을최종합의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4
일 도청 상황실에서 유병
국 도의회 의장과‘인사청문 협약’
을체
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는 능력
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도 공공
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충남개발공사와 충
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
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
장이며, 추후 대상 확대를 위해 상호 노
력키로 했다.
이 중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
는 충남연구원장은 공석 기간 장기회
우려에 따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는 도의회가 임명권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
고, 기간은 차수 변경없이 1일 이내로
한정했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이력서와 가족관
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

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도의회는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등과 관련한 사
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전 과
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양승조 지사는“이번 협약은 도의회
가 보다 나은 도정을 함께 이끌어 나아
가자는 제안의 결과”
라며“앞으로 인사
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을 위
해 더욱 성실히 봉사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민선7기 충남도는 안팎으로 어
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의회와 지속적으
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
하고,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모델
을 만들어 나아가겠다”
라며“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
께 해 나아가겠다. 더 행복한 충남, 진정
한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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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 37억원대 토지·건물 기부한 80대 어르신‘감동’
기부자 김병열씨
“나의 기부가 하나의 사례가 되어 다른
분들의 동참 이끌어내면 좋겠다”
천안시에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
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서북구 와촌동에 거주하
는 김병열(83·남)씨로, 지난 7월 20일 시
청 회계과를 방문해 본인 소유의 광덕면
대덕리 임야 10만3819㎡와 두정동 토지
3081㎡, 건물 1486㎡ 등을 시에 기부하
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김 씨는 6.25 당시 피난을 와 천안에 거
주하면서 쌍봉동 통장과 쌍용1동 통장,
노인회 등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며 시
에 남다른 애착심으로 봉사를 실천해 오
고 있다. 그는 도로개설 시 토지보상으로
많은 돈을 보상받기도 했다.
TV나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평소
다른 지역의 기부사례를 눈여겨보던 김
씨는 오랫동안 기부에 대해 심사숙고하

다가 교육계나 재단에 기부하기보다는
천안시로부터 보상받은 돈이기에 다시
환원하고 싶다는 뜻으로 기부를 결심하
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나의 기부가 하나의 사례가
되어 다른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 좋
겠다”
고 심경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이런 거액의 기

부를 하신 분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우나
김병열씨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기
부에 대한 그분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
하고 결국 기부를 받기로 결정했다”
고
말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와 지방의회 심
의의결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달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기부받은 재산 중 광덕면 임야는 조림
지(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이룬 땅)로
활용하고 두정동 토지와 건물은 기부자
의 뜻에 따라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되
추후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10일 오전 시청으
로 김병열씨를 초대해 면담하며“우리
시를 위해 이런 고마운 뜻으로 기부해줌
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고 감사를
표했다.

이현자 기자

천안 두정동 화상경마장‘도마위’

충남도 한영신 의원
“저출산 상황 국가 비상사태로 인식해야”

통계적 문제 아닌 국가 존립과 관련
된 중대 사안 주장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재난 또
는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은 14
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
으로, 전년대비 액 4만8500명이 감소했
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OECD 평균
1.68명 대비 1.17명으로 약 0.51명이 낮
고, 1.3명 미만(초저출산국) 국가는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

문제는 225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가 100만명에 도달하고, 2750년에는 인
구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구감소, 저출산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전시
에 준하는 가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
다.
한 의원은“전쟁 발발에 따른 사망으
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저출산으로 인
구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감소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라며“단순
히 통계적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과 관
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저출산 대책에 대한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
며“저출산에 대한 근
본적인 원인을 다시 진단하고, 그에 대
한 촘촘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고덧
붙였다.
그러면서“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
진국 저출산 대응 정책을 연구하고 벤치
마킹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입해야 한
다”
며“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 것,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
이다”
라고 강조했다.
아울러“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
는 합계출산율 0점대의 국가 비상사태
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도 획기
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고 당부했다.

박승철 기자

천안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이전
촉구 건의문 채택
그동안 사행성 유발과 불법주차 등으
로 교통난 유발 논란으로 지적돼왔던 두
정동 화상경마장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
다.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지난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을 시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발의 하고 발언대
에서 낭독한 배성민 의원은“2005년 처
음 개장한 화상경마장은 그동안 도박중
독, 인근지역 불법주정차, 유흥시설 집
단화로 인한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등
오랜 기간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

다”
고 힐난했다.
특히“두정동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화상경마장 반경 1㎞에만 해도 25개 아
파트 단지에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0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면서“한
국마사회가‘지정좌석제 도입’
‘출입인
,
원 제한’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을 시행해 화상경마장을 건전한 레저문
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
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교육 환경권 보
장을 위해서는 현재 도심 한가운데 있는
화상경마장을 하루빨리 시 외곽으로 이
전해야한다”
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건의문을 한국마사회와 농
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공공임대주택 적정 분양전환가
산정 방안위해 노력할 것”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
회 통해 정부에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적정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안
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14일 수원
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현재 분양전환
가격 산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 개선
점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임대기간이 10년
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을 초과할 수 없다.
얼핏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 후자
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
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병국 사무총장은“최근 전국적으로 상
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경우
10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은 현재 평가액의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어 서민 부담이 크
게 늘어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주거환경 안정이 우선돼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등의 위
기를 극복할 수 있다”
면서“무주택 서민들
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정분양가
산정 방안 마련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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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그리는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함께 해요!
‘2018 천안시민 원탁토론회’참가자 모집
천안시는‘시민이 그리는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2018 천안시민 원탁토론회 개최
를 앞두고 참가자 200명과 퍼실리테이터
20명을 2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원탁토론회는 천안시가 주관하는
세 번째 대규모 시민 토론으로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천안시 세종웨딩홀 컨퍼런
스룸에서 열린다.
‘천안의 현재진단’
과‘천안의 발전과
제’
라는 두 가지 주제로 천안시의 비전
과 주요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정운영에 반영할 예정
이다.
원탁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천안시민
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에
접속해‘원탁토론회’팝업창을 클릭, 참
가자 또는 토론 진행자 중 선택해 신청하
면 된다.
시는 성별, 나이,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참가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서북구보건소,‘장기기증 우수기관’장관 표창
상반기 지난 7년 건수보다 2.2배 많은 713명 장기기증
서북구보건소(소장 조만호)가‘생명나눔
장기기증 우수 기관’
으로 선정돼 보건복지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연세대 신
촌세브란스병원 유일한 홀에서 열린‘제1회
생명나눔주간 선포식’
에서 장기 기증자 우
대증 발급과 기증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
관과 종사자 등을 발굴해 포상·격려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의 지난 상반기 생
명사랑을 위한 장기(조직)기증 신청인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장기기증이 처음 시작된 2007년 이후 ▲
2012년 75명 ▲2013년 36명 ▲2014년 89
명 ▲2015년 81명 ▲2016년 26명 ▲2017년
16명 등 6년간 323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총 713명이 신청해 그동안의 실적 2.2배에
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역 의료인들이 일반시민의 장기
기증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
선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앞장서 분위기 확
산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지역 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 순천향병
원, 천안의료원, 충무병원은 천안시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장기 등록에 적극적
인 협력을 약속했다.

단국대 천안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은 장기 적출병원으로 지정돼 지난 2014년
부터 현재까지 단국대병원은 적출 147건·
이식 130건, 순천향병원은 적출 13건·이
식 42건의 실적을 거둬 생명나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 기증을 신청하면 뇌사기증자는 720
만원, 인체조직기증자는 마지막 진료비 최
대 360만원과 장례비 360만원을 받을 수 있
고, 신청과 함께 보건소 진료비 면제, 천안

추모공원 화장시설 무료, 봉안시설 사용료
15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천안
순환관광버스 무료이용 혜택과 유가족 심
리상담, 심리치료비도 지원받는다.
생전 기증자는 간장 기증의 경우 70만
원과 신장·췌장·췌도 기증자는 60만 원
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경
우 최대 14일(하루 보상금 최대 13만 원)의
이현자 기자
유급휴가도 받는다.

‘천안시-비앤디네트웍스-삼현피에프’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자동차 유해가스(NOx)를 줄여 도로 위 미
세먼지 저감 도모
천안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
차 유해가스를 줄이는 친환경‘광촉매’기
술을 적용한 도로 시험포장에 나선다.
천안시는 지난 11일 도로포장면에 광촉
매를 뿌려 자동차 유해가스(NOx)를 줄이는
포장 기술을 보유한 비앤디네트웍스(대표

김영), 시공업체인 삼현피에프(대표 김재우)
와 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본영 시장과 김혁중
한경대 교수, 김영 비앤디네트웍스 대표, 김
재우 삼현피에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촉매란 빛을 받아들여 오염 물질을 분
해하거나 빨아들이는 등 정화기능을 가진
촉매를 말한다. 대기정화, 향균, 탈취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
기가스의 주성분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
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정화해 도로 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0월 중 성성동 삼성대로 구간 면
적 8000㎡에 시험포장을 도입한 뒤 내년
3월까지 도로에 광촉매 포장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대기측정소를 통해
분석하고 시범적으로 도로포장에 들어가

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기초지자체 최초로 광촉매
를 활용한 도로포장기술을 도입해 미세먼
지 저감 효과가 있으면 확대 추진할 것”
이
라며“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보
급,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과 병행해 도로 위
미세먼지 감축효과를 증폭시키겠다”
고말
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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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바라본 한국문화⑧ - 일본 ‘테라오카 유이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진짜 봉사활동이라 느꼈다”

노소 너나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것이 진짜 봉사활동이라고 느꼈
습니다.
이후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라는 사명
감 때문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기꺼이 봉
사하고 싶다는 주체성이 생겼습니다.
봉사는 사랑을 무조건 주는 활동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많다
고 느낍니다.
연재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한국생활에 대한 자
신감을 갖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
고 있다. 특히 일본 유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주
도하고 있는데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의 문화프
협조｜선문대한국어교육원 (원장 하채수)

로그램이 우수한 것은 일본 학생들의 자발적인

정리｜이현자 기자

참여가 큰 힘을 싣고 있다.

천안신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 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선문대 한국어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연재한다.

저는일본에서온
‘데라오카유이카’
입니다.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한국어 습득이란
학습면의 목표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을 위
해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활동
을 통해 자기개발은 물론 생각방식에도 변
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봉사 활동은 불우하고 딱한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
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서 남녀

봉사 활동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높이
고 자기개발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과 가까이 접하면서
한국의‘정 문화’
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
다.
봉사는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앞으
로도 사소한 활동이라도 주체성과 적극성
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꺼이 참가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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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택시 승차거부 급증...운수종사자‘퇴출’
천안시와 아산시가 택시 통합 문제로
깊은 시름에 빠진 가운데 천안시가 아산
시에 비해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급증하
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시가 2015년도부터 실시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대해 철저히 단
속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가운
데 천안시와 아산시도 운수회사 및 운수
종사자 행정지도와 교육 등으로 강력 단
속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
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도

입됐지만 과태료 처분 등만 시행해 오고
있어, 새로 도입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시와 아산시는 택시 이용객
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20 다산콜
센터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등을
토대로 승차거부가 많았던 택시 운송업
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승차거부로 인한 적발건수는 천
안시가 2015년도 2건, 2016년도 1건,
2017년도 15건, 2018년도 9월 현재 24건
등으로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아산시는 2015년도 3건, 2016
년도 8건, 2017년 2건, 2018년 9월 현재
2건 처분예정으로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 오기환 택시행정팀장은“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엄중한 행

정처분을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 시킬 계
획”
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
부했다.
한미영 기자

초중고 사교육비는 얼마?
통계청 천안사무소, 10월 5일까지 천안·아산시 관내 31개 학교 대상 사교육비조사 실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 천안사무소(소장 유병하)는 지
난 14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22일간
천안·아산시 관내 31개 학교(31개 학급)
를 대상으로“2018년 2차 초중고 사교육
비조사”
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의 교육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방법을 원칙으
로 인터넷조사 홈페이지(http://www.
narastat.kr/ipedu)를 통하여 참여하며,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이 조사를 병행

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해당 표본 학급의 학부모
852명, 담임교사 및 방과후 교사 62명이
며, 조사항목은 사교육비항목, 사교육 의
식항목 등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병하 천안사무소장은“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며, 신뢰받는 통계

는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된다.”
며 해당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
을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결과는 1차 조사(올해 5월 실시)와 2차조
사를 통합해 2019년 3월 중 KOSIS(국가
통계포털)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인옥 기자

충남 19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한시적 허용
추석과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세일페
스타’
를 맞아 충남세종지역 19개 전통시
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무료 주·정
차가 허용된다.
충남경찰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전
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서
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3부터 10월 7
일까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개소를 비롯
해 별도 18개 전통시장 등 총 19개 전통
시장 주변도로에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무료 주·정차 허용에 천안지역

전통시장이 해당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천안중앙시장은 주정
차 허용시 차량통행 흐름이 원활하지 않
을 것으로 판단된 행안부와 경찰의 결정
에 따라 제외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석명절 주·정차 허용 전통시
장으로는 ▲아산 풍물5일장, 온양전통시
장 ▲논산 화지시장, 연무안심시장, 강경
시장 ▲공주 산성시장 ▲보령 중앙시장,
한내시장 ▲당진5일장 ▲세종 중앙시장,
조치원5일장 ▲홍성재래시장 ▲예산5일
장, 삽교시장, 덕산시장 ▲부여5일장 ▲
서천특화시장 ▲청양시장 ▲금산인삼시
장 등 19곳이다.
박승철 기자

예초기 안전사고 매년 증가 추세
‘열상·절상’사고 73.9%로 가장 많아
동남소방서(서장 김경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시기를 맞아 예
초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
고 당부했다.
벌초작업 시 예초기의 날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잡초 속 돌과 굵은 나뭇가지
의 파편으로 인해 눈, 무릎 등을 다치는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
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묘지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살피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사고 유형으로는 날카로운 예초기 날
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열상·절
상’
이 절반이 넘는 73.9%로 가장 많고
‘골절’7.5%, 손가락 등 신체부위
‘절단’
4.0%,‘안구손상’
3.7% 순으로 나타났다.
조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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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ㆍ아산 대리기사들이 뿔났다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외 12개 단체,
대리회사의 불공정과 갑질...적폐청산 촉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생연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리회사의 착취와
갑질 반민생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공생연은“전국대리기사들은 콜수하락,
기사증가, 가격폭락 등 삼중고로 생계위협
에 시달리고 있다
“며 ”
경기하락 등으로 대
리 콜 수가 30%이상 하락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음주운전 사고예방과 시민의 안전
한 귀가와 이동이라는 안전사회 구축의 중

공정대리생활안전연대(이하 공생연)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천안 두정동 통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리기사 인권 및 생
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대표 봉주헌),
(사)전국대리기사협회(대표 김종용) 등 12

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공익적 역할을 다하 상당부분 차액을 남기는 횡포를 일삼고
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있다”
고 힐난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고 토로했다.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 봉주헌 대표는
또 이들은“콜 배차시 필요한 아이콘을 “공생연과 천안아산대리회사가 동수 인원
천안아산지역 대리회사들의 갈등과 이해 으로‘공정대리상생발전협의회’
를 구성
다툼으로 A,B로 갈라져 단일시장으로 운 하고 3대핵심문제 등 대리시장 공정화 협
영되던 천안아산 전체 대리콜을 볼 수 없 의에 나설 것”
이라며“제안이 수용되지 않
도록 막는 등 대리기사들에게 피해를 전 고 대리회사들이 협의에 나서지 않을시는
가하고 있다”
고 폭로했다.
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3대 해결과제로
또“대리회사의 착취와 갑질로 어려움을
는 ▲고객 도착지 상세표기 ▲대리보험 겪고 있다.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
실가가입 및 이중 중복가입 중단 ▲25%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
의 과도한 콜 중개수수료 인하 등이다.
달라”
며“충남도·천안시·아산시는 안전
신방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씨(53세) 사회 구축과 시민안전 강화를 위해‘대리
는“대리운전을 13년째 해오고 있다. 한 시장공정화시민안전증대특별위원회’
를
개의 프로그램으로는 모자라 세 개의 아 구성, 천안아산지역 대리회사의 불공정과
이콘에 가입해 각각의 아이콘 사용료만 갑질,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대리시장
월 만오천원씩 들어간다”
며“대리회사에 기반 조성에 나서달라”
고 요청했다.
납부하는 보험료도 각각 월 10만원에 육
박한다. 대리회사들은 단체보험으로 운전
자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대리회사에서
이현자 기자

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성범죄 대상은‘학생’
교육공무원 성비위 징계 가장 많아, 이
어 경찰공무원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
무원의 약 50%가 교육부 국가 공무원
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
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이 인사혁신
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
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
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

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
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
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
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감
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
는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
원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 다
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157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
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
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은 학생을 상대로 일어났다. 또한
2018년 75건 중 42건 역시 학생을 상대
로 일어났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
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부산 모 대
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
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되었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
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됐다.
또한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
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
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
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
됐다.
이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
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국가
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조달청의 성비위 징계건수는 최근 5년
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조인옥 기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문제점은?

환서중 슬찬토론 인권동아리 학생 6명,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보 캠페인 펼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코자 중학교 학생들이 적
극 나서고 있다.
천안 환서중학교(교장 이현숙) 슬찬토
론 인권동아리(지도교사 임태순, 반장 박
하윤) 소속 부원 6명은 지난 9일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서 시각장애인 보행권 확
보를 위해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
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남시각장애인
복지관, 천안경찰서, 천안시청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부원들이 자발적인 사
전조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동아리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음향신호기의
오작동 ▲낮은 보급률 ▲음향신호기 주
변의 점자블록 미설치 ▲잦은 고장과 관
리 미흡 ▲설치 기준 미달 등이 나타났
다.
현재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등
은 총 3,340개로 이 중 음향신호기가 설
치되어 있는 곳은 1,503개로 45%의 설
치율을 보였다.
슬찬토론 인권동아리 반장 박하윤 학
생은“시각장애인 음향신호가 적신호임
에도 불구하고‘길을 건너도 좋습니다’
라
는 음성이 나오는 오작동이 일어나 시각
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한 사례를 신문기
사로 접한 적이 있다”
며“이로 인해 부원
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활동을 시작하게
된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음향신호기의 보급 확대와 시각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
라볼 수 있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천안신문과의
통화에서“현재 초·중학교 등 학교주변
통학로 우선으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
기가 설치됐다. 설치가 안된 1,837곳에
추가 설치계획은 아직 없다”
며“유지보
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환서중 슬찬토론 인권동아리는
임태순 지도교사를 주축으로 반장 박하
윤, 부원으로 최예은, 최아정, 윤승애, 김
수민, 강민서 학생이 활동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권동아리
로 선정되어 일본군‘위안부’배지를 제
작하고 있기도 한 이들은 오는 11월 개
최예정인‘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천안교육지
원청 교육장 및 시의원 간담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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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천초, 생활원예 경진대회서 ‘겹경사’ 이뤄
참가 학생들 농림부 장관상, 강희정 지
도교사 농촌진흥청장 표창 수상
목천초등학교가‘제14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
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상인 최우수상과, 강희정 지도교사
가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겹
경사를 이뤄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학
교 텃밭과 생활원예를 실과교과와 연
계한 목천초는 13일 농촌진흥청이 주
관하는‘제14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
회’
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목천초는 100여 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 학교 텃밭을 매개로 교사학부모-학생-지역사회 모두가 행복한
‘행복공감학교’
를 만들어 가고 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5월부
터 목천초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학교
텃밭과 생활원예를 실과교과와 연계한
체계적인 원예활동 프로그램으로 편성
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강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앞
으로도 학교학습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농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공주대, 한국델켐 CAM 경진대회 우승
공주대학교 공과대학(학장 김영춘)
산업체 재직자 전형인 금형공학과(학
과장 최계광) 2학년 정상문(삼우금형
재직중) 학생이 제7회 CAM 경진대회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공주대 공과대학에 따르면 지난 7
월 21일 한국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개최된 제7회 CAM 경진대회는 전국
6개 교육기관에서 50명이 지원했다.

한국델켐(대표 양승일)이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에서‘제29회 유저그룹콘퍼런
스’
를 개최했다.
강연 후에는 CAM(Computer Aided
Manufact uring) 경진대회 시상식’
이
진행됐다. 우승자 정상문에게는 상금
300만원에 상장이 수여됐다. 한국델
켐은 지난 7월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천안북일고 핸섬가이드팀,
각종 토론 대회서 두각
충남 청소년 환경탐구·토론대회,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서 각각 1위와
장려상 수상
북일고등학교(교장 김선종) 핸섬가
이스팀(지도교사 이진웅)이 각종 대
회서 두각을 나타내 화제다.
먼저 북일고 핸섬가이드팀 2학년
김자연, 이준우 학생이‘정책 결정 과
정에서 환경쟁점을 둘러싼 사익과 공
익 간 갈등 사례 분석과 극복 방안’
을
주제로 개최된‘제8회 충남 청소년 환
경탐구?토론대회’
에서 1등을 차지해
충남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하는‘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

회’
에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장려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김자연, 이준우 학생은‘제8회
충남 청소년 환경탐구?토론대회’
의상
위 입상자로 선정돼 해외 환경연수의
기회를 얻어 금년도 하반기에 일본의
환경시설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진웅 지도교사는“북일고의 많은
교사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
신다.”
며“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고 자동차·가
전·항공·금형부품 가공에 필요한
CAM 소프트웨어 파워밀(POWER
MILL) 활용능력을 평가한 바 있다.
한국델켐㈜ 이성준 기술본부장은
“입상자에 대해서는 ㈜한국델켐에서
전국의 유망한 금형업체에 취업 및 사
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등 향후 우리나
라 금형산업의 중추적인 금형기술자

충남도내
기숙사가
달라진다!
쾌적한 기숙사 환경조성위해 추경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금형공학과 최계광 학과장은“앞으로
이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CAM 동아리 활동 및 지도를 강화해 공
주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지속적으로
CAM활용 및 가공능력을 겸비한 학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불조심 어린이마당
천안서당초 충남
1위...대상 수상

93억 반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도
내 104개 공·사립 중·고등학교 기
숙사에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숙
사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17일 밝
혔다.
이번 기숙사 환경 개선사업은 노
후 매트리스와 침대, 사물함의 전면
교체 10억 6천만원, 화장실 수선 16
억 2천만원, 기숙사 증축 21억원, 창
호와 외벽보수 11억원, 냉방기 9억
5천만원, 소규모 수선 24억 8천만원
등 학생들의 기숙생활에 편의를 제
공하고자 노력했다.
그 동안 도교육청은 학교기숙사에
대한 컨설팅과 효율적인 기숙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해 왔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기숙
사 환경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
천안신문 자매지 ─

서당초등학교 5학년 3반 학생들이
지난 6일 도내 39개 학교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제12회 충남 불조심
어린이마당’학습평가에서 1위를 차
지하며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학생들에
게 불조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방
안전관련 지식을 배양하고 안전문
화 형성을 위해 실시되는 학습평가
로써, 장경희 담임교사와 29명의
학생들은 평소‘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교재를 활용하여 꾸준히 학습
해왔다.
한편, 5학년 3반 학생들은 오는
19일에 실시되는‘불조심 어린이마
당 전국대회’
에 충남 대표 학급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다.
송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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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대 유학생 1천명 돌파!...글로벌 대학으로 도약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 외국인 유
학생이 9월 기준 1천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유학생 1천명 돌파로 남서울대
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
고 있다. 현재 1,080명이 재학 중이며, 출
신 국가로는 중국, 베트남 등 총 24개국
출신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남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1천명
이 돌파한 이유는 남서울대 국제화 프로
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센터(중국-동

코리아텍, 학생 편의 위해 496개
‘무인택배사물함’설치

예솔관, 은솔관 2곳
24시간 이내 무료 수령
코리아텍(총장 김기영) 생활협동조
합은 최근 학생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생활관(기숙사) 2곳(예솔관, 은솔관)에
총 496개의 무인택배 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
무인택배 사물함은 기사가 택배물
을 사물함에 넣고 수령자(학생)의 핸드
폰 번호를 입력하면, 수령자에게 인증
번호와 사물함 위치 등이 전송된다. 학
생은 24시간 이내에 무료로 택배물을
찾아갈 수 있으며, 주말은 보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무인택배
시스템 설치로 기숙사 수용율이 70%
를 육박하는 코리아텍 학생들의 물품
수령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송지선 기자

북,대련,혜민), (베트남-하노이)를 설립하
고 유학생 예비반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
화, 효, 예절은 물론 친한 정서감을 만들어
유학생 이탈율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 토픽(TOPIK) 시
행대학 선정, 주요국가 우수학생 초청연
수 시행대학 유치 등 지속적인 세계 우
수 인재의 유치와 교육 관리를 통해 국
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글로벌 인
재양성 육성에 크게 힘쓰고 있다.

남서울대는 유학생 유치 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위해 다양한 참
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내·
외국인 학생이 팀을 이뤄 진행하는 버디
프로그램 활동과 안전교육 및 범죄예방
을 위한 유학생 한국적응 교육 행사, 유학
생과 일대일 상담을 통한 멘토링 활동 등
이다.
이현자 기자

쌍용중, 예체능교육 선진 학교로‘우뚝’
충청남도 음악경연대회 국악합주부문
금상, 합창부문 은상 수상
천안쌍용중학교(교장 이경범) 국악
관현악부와 합창부가 음악경연대회에
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여 예체
능교육 선진 학교임을 또 다시 증명해
냈다.
지난 10일 천안 학생교육문화원 대
강당에서 개최된 제57회 충청남도
중·고생 음악경연대회에서 단체 국
악합주부문에 참가한 쌍용중이 이경
섭 작곡의‘방황’
을 빠르기와 리듬의
대비를 강조한 연주로 최고상인 금상
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오후 경연 합창부문에서 John

Leavitt 작곡의 라틴어 노래‘Laus
Deo’
, 박지훈 작곡의‘무궁화 꽃이 피
었습니다’두 곡을 아름다운 3부 화음
으로 노래한 결과 은상을 수상하는 쾌
거를 이뤄냈다.
국악합주부 신재희 학생은“우리들
의 연주가 자신이 있었고, 경연을 마
친 후 수상에 대한 기대도 했었는데
우리학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
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자
랑스러웠다”
며“이 기쁨을 계속 이어
가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
이현자 기자
다”
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아산지역 2019학년도 수시모집 마감... 예능전공‘강세’
상명대 10.59:1 최고...백석대 9.25:1
지난해보다 소폭상승
천안·아산지역 대학교별 수시모집이
지난 14일 마감됐다.
마감 결과 상명대가 10.59: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백석대 9.25:1, 호
서대 8.83:1, 공주대 8.74:1, 단국대
8.7:1, 순천향대 7.20:1, 남서울대 7.05:1,
코리아텍 7.01:1, 나사렛대 5.47:1의 경
쟁률을 보였다.
특히, 단국대 생활음악과 보컬부문에
서는 3명 모집에 605명이 지원해
201.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공주대
공주대(총장직무대리 김희수)는 2,308
명 모집에 20,165명이 지원해 8.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간호보건예술대학 간호학과가 잠
재력우수자전형에서 51.1:1로 최고의 경
쟁률을 보였으며,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28:1,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24.2:1, 자
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22.6:1, 예술대학
영상학과 25.1:1, 공과대학(천안) 건축학
전공 23.8:1, 산업과학대학(예산) 동물자
원학과 17.4:1 등이 각 단과대학별로 최고
의 경쟁률을 보였다.
▲ 나사렛대
나사렛대(총장 임승안)는 1,115명 모

집에 6,317명이 지원, 5.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형유형별로는 일반학생전형의 경우
796명 모집에 4,796명이 지원해 경쟁률
이 6.03:1을, 나눔품성인재(봉사활동) 전
형은 31명 모집에 207명이 지원해
6.6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
과는 태권도학과로 14.7대 1을 기록했
으며 뒤를 이어 재활치료학부 12.58대1,
음악학과 12.7대1, 간호학과 12대 1, 등
의 경쟁률을 보였다.
▲ 남서울대
남서울대(총장 윤승용)는 7.05:1의 경
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은 전년대비 모
집인원이 271명 증가한 2,109명을 모집
했다.
수시 일반전형의 경쟁률 상위 학과를
살펴보면, △실용음악학과(보컬) 65.5:1 △
실용음악학과(작곡) 23.5:1 △영상예술디
자인학과 18.59:1 순으로 나타났다.
▲ 단국대
단국대(총장 장호성)는 전체 경쟁률
12.8:1(죽전 16.7:1, 천안 8.7:1)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경쟁률 13.9:1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미술계열 1단계 30배수
선발(학생부 교과 100%), 지난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성적 상승 등이 수험생의

원서 접수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격인‘DKU인
재전형’
에서 죽전캠퍼스는 14.2:1(전년
15.2:1), 천안캠퍼스는 13:1(전년 14.3:1)
을 기록했다. 논술전형(죽전)은 전년
29.3:1보다 상승한 31.7:1로 마감했다.
▲ 백석대
백석대(총장 장종현)는 총 2,144명(정
원 내) 모집에 19,822명이 지원해 전체
평균 9.25:1을 기록했다.
모집분야 중‘문화예술학부(실용음
악)-보컬’전형이 50.22:1로 가장 높은 경
쟁률을 보였으며‘관광학부(항공서비스)’
가 39.13:1,‘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제
작’
이 23.29:1로 그 뒤를 이었다.
▲ 상명대
상명대(총장 백웅기) 천안캠퍼스는
1,042명 모집에 11,032명이 지원해 평균
10.5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종합(일반전형)의 한국언어문
화학과(14.75:1), 공연영상문화예술학부
문화예술경영전공(21.25:1), 간호학과
(36.00:1), 소프트웨어학과(23.20:1) 등
많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기전형의 만화에니메이션학과
는 33.67:1, 연극전공 28.85:1, 영화영상전
공 27.75:1, 디자인학부 13.65:1 등의 경쟁
률을 보이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 순천향대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총 1,876명
(총 모집인원의 74.2%) 모집에 13,499명
이 지원해 7.20:1의 경쟁률로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정원내‘교과전
형’
과‘종합전형’
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한 결과 일반학생(교과) 전형은
5.37:1, 지역인재(교과) 전형 7.12:1, 일반
학생(종합) 전형9.68:1, 지역인재(종합)
전형 7.47:1 고른기회(종합) 전형 4.14:1,
일반학생(실기)전형 21.24:1, 체육특기자
전형 6.00:1의 경쟁율을 보였다.
▲ 코리아텍
코리아텍(총장 김기영)은 687명 모집
에 총 4,817명이 지원해 최종 평균 경쟁
률 7.01:1을 기록했다.
지난해 5.71:1(701명 모집/4,006명 지
원)과 비교하면 1.3:1 상승했다.
▲ 호서대
호서대(총장 이철성)는 총 2,351명 모
집에 20,762명(17시 기준)이 지원해
8.8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
는 학생부전형의 경쟁률(10.20:1)이 높아
진 것이 특징이며, 그중 가장 높은 경쟁
률의 학과는 물리치료학과로 12명 모집
에 243명이 지원해 20.25:1을 기록했다.
이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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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SB플라자’
한글명칭 지어주세요!

목천읍에 국민여가캠핑장 개장된다

이달 30일까지 한글 이름 찾아…
수상자 6명 선발 예정
천안시가 충남 유일의 과학비즈니스벨
트 기능지구 시설인‘천안SB플라자’
의한
글 명칭을 이달 30일까지 공모한다.
시는 SB플라자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고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시
설의 고유한 성격과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한글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
천안SB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연구성과를응용·개발·연구해기업과
연계,생산활동확산을위한전문센터로,기업
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과학기술사업화의핵심시설이다.
한글 명칭은 △과학과 비즈니스가 만나
는 공간을 의미하는 명칭 △첨단 지식재산
산업도시로서 천안시의 이미지에 적합한
명칭이면 된다. 단, 이미 사용 중이거나 상
표등록이 돼 있는 명칭은 제외된다.
응모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천안시 홈
페이지(www.cheonan.go.kr)를 통해 신청서
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hkp1131@
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우
수상 1명(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명(상품
권 20만원), 장려상 3명(상금 10만원)을 선
정할 예정으로, 11월 중 발표된다.
이현자 기자

충남북부지역,
수출 63억 달러
호조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 수출이 호
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은 23.6% 증가한 63억9천9백만 달러, 수입
은 30.2% 감소한 7억4천3백만 달러로 8월
무역수지는 56억5천6백만 달러 흑자를 기
록했다.
주요 요인은 반도체의 지속적인 수출증
가와 무선전화기 부분품과 철강의 수출호
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월대비 수출에서는 반도체
(23.8%)?무선전화기부분품(196.2%)·철강
(25.9%)이 증가했고, 자동차(32.8%)?철강제
품(6.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
입은 정밀화학제품(44.8%)이 증가하고 기
계류(81.4%)는 대폭 감소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은
439억1천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증
가했으며, 수입은 63억7천9백만 달러(전년
대비 28.1% 감소해 올해 현재 누적 무역수
지는 375억3천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박승철 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오는 20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원식)은
오는 20일부터 국민여가캠핑장(목천읍 교

촌7길 46-13) 개장해 다음달 31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은 11월 1일 공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이
용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무료로 운영

해 시설을 홍보하기로 했다.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은 경부고
속도로 목천IC, 21번 국도와 인접해 접근
성이 양호하고, 독립기념관, 대명워터파
크, 흑성산, 병천순대거리 등 다수의 관광
지가 인근에 있어 놀거리와 볼거리 등이
풍부하다. 또 용연저수지와 인접해 수변
공간과 조화된 경관이 뛰어나다.
캠핑장은 부지 1만2859㎡에 캠핑사이
트 42면은 오토캠핑 28면, 일반캠핑 14면
으로 구성돼 있으며 샤워장, 취사장 등 각
종 편의시설도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사전 예약된 신청
자만 이용할 수 있다. 단, 추석명절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는 휴장한다.
캠핑장 예약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홈
페이지(www.cfmc.or.kr)을 통해서 할 수 있
다. 시범운영 예약 신청은 17일 오후 1시
부터 선착순 모집되고 있으며 1팀당 최대
2박 3일 예약이 가능하다.
조인옥 기자

추석 선물은 충남팜 우수농특산물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충남팜 홍보판
촉전’개최
충남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는 14일 내포
농협 충남지역본부 광장에서‘2018년 충남
팜 우수농특산물홍보판촉전’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만여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햅쌀과 사과, 한과 등 신선농

산물과 가공품 100여 개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섰다.
또한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누구나 참
여하는 경매체험과 100%당첨 룰렛, 음악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상진 충남품목농업인연구회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풍성한 먹
을거리와 마음을 담은 선물은 우리지역

에서 생산한 농특산물로 전했으면 좋겠
다”
고 말했다.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 김양섭 학습
조직팀장은“홍보판촉전은 농산물을 판
매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
비형태 변화 등 마케팅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영농조합법인 천안호두, 천안호두 명품화에 나서

유흥상 대표“신품종 관핵1호, 고소득 과
실로 천안 효자 특산물 만들 것”
영농조합법인 천안호두(대표 유흥상)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천안호두 명품화를
위해 중국 현지 재배지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유흥상 대표를 비롯해 송태

성 천안시농업경영인 연합회장, 이종구 천
안농협광덕지점장, 김선욱 영농조합법인
등이 함께 조실호두(관핵1호) 재배지 견학
및 산둥성의 쯔보 사무실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쯔보에 재배중인 6
년된 관핵1호 호두나무에 수확전 결실 등
을 견학한 뒤 호두보급과 재배기술, 장단점

등을 살펴 우리나라와의 재배환경 차이점
등 시행착오를 줄여 고소득 과실로 천안의
명실상부한 효자 특산물로 만들어 보겠다
는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대한민국 호두의 최초시배자 유청신 공
의 후손인 천안호두 유흥상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기후와
적응 등 생육을 관찰하고 있으며, 천안호
두 영농법인에서도 연면적 15,000평의 산
에 조실호두 1,300여주 가량을 재배해 오
고 있다.
유흥상 대표는“신품종 관핵1호는 일반
호두나무의 수확시기인 11년 정도에 비해
수확시기가 5~6년 단축되고 호두의 떫은
맛이 적고 고소한 맛을 갖고 있으며 껍질
이 매우 얇아 손으로 누르기만 해도 쉽게
깨지는 호두”
라고 설명했다.
이어“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전문점이
100여 개에 달하나 현재 국산호두를 넣어
만드는 제과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며
“천안호두의 옛 명성을 되찾고, 천안호두
를 넣은 천안의 명물로 호평을 받을 날을
기대한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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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문화재를 찾아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지역의 문화재로는 국보 1건, 보물 8건, 사적 1건, 천연기념물 2건, 도지정유형문화재 8건, 도지정기념물 13건 등 총 33건의 귀중한 문화재가
있다.
이에 천안신문은 이같은 귀중한 문화자산이 우리곁에 있음에도 자칫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천안시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의 협조를 얻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천안 광덕사 조선사경(天安 廣德寺 朝鮮寫經)
종 별 : 보물 제1247호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지정일 : 1997년 6월 12일
천안 광덕사에 전해지는 사경(寫經)이다.
사경이란 불경의 내용을 정성스럽게 옮겨 적고, 화려하게 장식하여 꾸민 것을 말한다.
백지에 먹으로 쓴‘부모은중경’
과‘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공양하며 경전을 읽고 외울 것을 권
장하고 있다.
다른 경전과 달리 각 내용에 따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은 부처의 힘을 빌리거나 수행을 통해 모든 죄악을 없애고 장수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부모은중경의 끝에 남은 기록을 통해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1396~1486)이 부인·아들과 함께 사주하여 만든 책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불교 진흥에 큰 역할을 했던 효령대군의 불교신앙을 살펴볼 수 있으며, 불교 문화사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광덕사 노사나불괘불탱(廣德寺 盧舍那佛掛佛탱)
종 별 : 보물 제1261호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지정일 : 1997년 8월 8일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열 때 법당 앞에 걸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대형 불화를 말하며, 광덕사의 이 괘
불은 노사나불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다.
머리에 보관(寶冠)을 쓴 노사나불을 다른 형상보다 크게 그려 중앙에 배치하고 주위에 2대 보살·2대 제자·사천
왕을 그려 넣은 모습이다.
본존은 타원형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둥근 머리광배에 작은 부처 7구를 표현했다.
가승에는 만(卍)자가 새겨져 있고 양 손은 어깨 높이 정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손모양을 취하고 있
다.
붉은색의 옷과 매듭, 옷깃의 둥근 모양 장식 등이 어우러져 화려함이 돋보인다.
주변의 인물은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깨 부분의 양쪽에는 2대 제자가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2
대 보살이 있으며 둘레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
붉은색과 녹색을 주로 사용했으며 배경에는 군데군데 구름을 그려 넣어 밝고 선명한 채색과 더불어 화려함을 더
해준다.

천안 유관순 열사 유적(柳寬順 烈士 遺蹟)
종 별 : 사적 제230호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천면 탑원리 338-1번지
지정일 : 1972년 10월 4일
3.1운동 때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유적으로, 생가와 매봉교회, 유적비, 그리고 봉화를 올렸
던 봉화터가 있다.
유관순 열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선비가문에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1916년에는 선교사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하였다. 다음해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시위에 참가하였고, 일제의 휴교령으로 학교가 폐쇄되
자 고향으로 내려와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게 됐다.
이에 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날에 시위운동을 벌여 열사의 부모를 비롯하여 19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했으며
많은 사람이 체포됐다.
유열사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1920년 10월에 순국했다.
시신은 서울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무덤을 잃어버렸다.
천안시에서는 유관순의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하고 3.1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2년에 사당을 세우고 열사의 초상을 모셨다.
봉화대와 봉화탑을 건립하여 매년 2월 마지막날에 봉화를 올림으로써 그 날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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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사 호두나무
종 별 : 천연기념물 제398호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사길 30
지정일 : 1998년 12월 23일
호두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약
20m까지 자란다.
꽃은 4~5월에 피고, 9월에 둥근 열매가 익는다.
이 호두나무는 나이가 약 40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8.2m이며, 지상 60㎝의 높이에서 두 개 줄기로 갈라져 가
슴높이의 둘레가 각각 2.62m, 2.50m이다. 호두나무 3m 앞에는 이 나무의 전설과 관련된‘유청신 선생 호두나무 시식
지’
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약 700년 전인 고려 충렬왕 16년(1290) 9월에 영밀공 유청신 선생이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임금의 수레를 모시고 돌아올 때 호두나무의 어린 나무와 열매를
가져와 어린 나무는 광덕사 안에 심고, 열매는 유청신 선생의 고향집 뜰 앞에 심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나무가 그 때 심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곳 마을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호두가 전래된 시초가 되었다 하여 이곳을 호두나무 시배지라 부르고 있다.
이 호두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온 나무로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성환 양령리 향나무
종 별 : 천연기념물 제427호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상령길 122-1
지정일 : 2000년 12월 8일
안성천의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양령리 마을의 동편에 위치하며 주변은 평지이고 민가의 담장이 서편과 북편 2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향나무는 약 1,200여 년전 대홍수가 났을 때 어디선가 떠내려와 이곳에 정착했다고 하며 자식을 못 낳는 아낙네가 이 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자식을 낳는다는 전설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다.
굵은 외줄기가 지상 2.7.m 높이에 3줄기로 크게 갈라졌으며 60여년 전 인근 민가의 화재로 고사된 가지는 모두 잔가지로 비교적 양호한 반타원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
며 생육상태도 매우 좋다. 이 향나무는 나이가 약 800여살로 추정되며, 높이 9.4.m, 가슴높이의 둘레는 3.05m이다.
생육상태와 나무모양이 양호하고 유서깊은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정월보름에 동제를 지내는 마을의 수호목으로서 학술 및 민속적 가치가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하여 보호하고 있다.

직산현 관아(稷山縣 官衙)
종 별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2호
소재지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1길 59-8
지정일 : 1976년 1월 8일
조선시대 직산현의 지방행정관청이다.
북쪽에서부터 내동헌·외동헌·내삼문·외삼문 4동의 건물이 남쪽에서 약간 동쪽을 향해 기울어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
다.
가장 앞쪽에 위치한 외삼문은 관청의 정문으로, 앞면 3칸·옆면 2칸 규모의 2층 건물이다. 아래층 3칸에는 3문을 달아 동헌
으로 통하도록 하였고 위층에는 마무를 설치했다. 건물의 가운데 칸에‘호서계수아문(湖西界首衙門)’
이라는 현판이 있다. 외
삼문을 지나면 동헌의 앞에 자리한 내삼문이 있다. 앞면 9칸·옆면 1칸 규모의 건물로, 가운데 칸에 출입문인 솟을대문이 있고 양 옆에 각각 3칸·5칸의 창고로 쓰이던 고방이 달
려 있다. 내삼문의 안쪽에는 현감들이 업무를 보던 건물인 외동헌이 있다.
앞면 7칸·옆면 3칸의 건물로, 가운데 4칸은 대청을 크게 만들었고 그 옆으로는 온돌방이 있다. 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90~1991년에 고쳐 지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가장 안쪽으로 자리한 내동헌은 현감의 살림집으로, 앞면 4칸·옆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오른쪽 3칸은 마루가 달린 온돌방을 두었고 왼쪽 1칸에 부엌을 만들었다.
『여지도서』
에는 객사 19칸·군기 6칸·동헌 14칸·내아 30칸 등 많은 건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4동의 조선후기 건물만이 남아 있다.

용화사 석조여래입상(龍華寺 石造如來立像)
종 별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58호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2길 12-22
지정일 : 1976년 1월
목천읍에서 병천으로 가는 길 왼쪽 산기슭에 있는 용화사 경내의 불상으로 원통형의 돌을 다듬어 만들었다.
갸름하면서도 복스러운 얼굴에 감은 듯한 눈, 오똑한 콧날, 작고 단정한 입 등이 단아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양
어까를 감싼 옷은 두꺼워서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낸 가슴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U자형의 옷주
름을 표현하고 있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정면으로 하여 손가락이 위로 향하고, 왼손은 손바닥을 정면으로 하여 손가락이 아래로 향한 손
모양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양식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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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인협회,
민촌백일장 열어

‘2018원주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천안팀 두각 나타내

아트리움에서
‘色’을 읽다

우리나라 최고 사실주의 작가 민촌
이기영 선생의 문학정신 기려
일제강점기 천안을 배경으로 빼어
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우리나라 최
고의 사실주의 작가 민촌 이기영 선
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매년 개최
해 오고 있는 민촌백일장이 지난 15
일 천안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백일장에는 초중고 학생들과
일반인 1백여 명이 참가해‘고향’
과
‘얼굴’두 글제로 글 솜씨를 겨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부 산문부문
에 참가한 강수연씨가 장원을 차지해
50만원의 상금과 천안문협 입회자격
을 얻는 등 모두 11명의 문사가 가려
졌다. 또한 학생부에서는 북일여고 김
유진 학생과 천안여고 최혜원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21명의
입상자를 냈다.
장원을 차지한 강씨의 수상작품 `고
향`은 자전적 삶의 고백을 단아한 문
장으로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인 골격
이 안정되고, 감동을 주는 매력적인
수필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촌백일장과 함께 열린 시민
애송시 낭송페스티벌은, 시낭송에 관
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애송시 낭
송과 명사 시낭송, 그리고 전문낭송가
들의 퍼포먼스 시낭송 등 가을날을
서정속으로 끌어들이는 독특한 낭송
의 매력을 천안박물관 대강당 무대에
서 펼쳐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조유정 천안문
협회장은“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중심
을 이루던 민촌 이기영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코자 마련된 백일장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은 천
안문협의 긍지로 자리하고 있다”
면서
“특히 금년에는 시민들 가슴 속에 잠
들어 있는 시상 한 움큼 끄집어내는
애송시 낭송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청수도서관, 색을 주제로 한‘컬로 북
큐레이션’운영

스페셜청소년부문·파이널다이내믹
부문·프리댄싱부문서 각각 장려상 수상
전 세계인의 축제‘2018 원주다이내
믹 댄싱카니발’
이 지난 11일부터 16일
까지 원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200여개 팀 1400
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은 일상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관객과 배
우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댄싱이 만나는
거리공연형 축제로 알려져 있다.
천안지역에서는 실용댄스 입시전문
진댄스 아카데미(대표 이지상)에서 3팀

이 출전해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
거를 이뤘다.
부문별 참가팀으로는 ▲스페셜 청소
년부문(팀명 그릿) 이다빈 외 25명 ▲
파이널 다이내믹부문(팀명 하이스트)
임수민 외 40명 ▲프리댄싱 부문(팀명
아이덴티티) 이유빈 외 7명 등 3팀이
출전해 각각 장려상을 거머졌다.
진댄스 아카데미 이지상 대표는“3
개월이 넘도록 참가 학생들과 울고 웃
고 정말 많은 일들과 힘든 역경속에 연
습에 매진했다”
며“끝까지 함께 해준
진댄스아카데미 및 제이플레이댄스 참
가팀에게 모든 기쁨을 전한다.”
고 말했
이현자 기자
다.

독립기념관, 관람객 맞춤 해설 실시
매주 토요일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제 해설

광복까지의 활동과 의미를 중심으로
매주 주말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관람 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해설은
객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 주말 해설 기념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대한민국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뜻
독립기념관에서는 사전예약을 통 깊은 해설이 될 것이다.
해 기념관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이 외에도 주말 오전(10시 30분)에
대상으로 주중 4회, 주말 8회에 걸쳐 는‘고구려 무덤 무용총’해설을 진
주요 전시물 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행하고 있어 저학년 자녀를 동반한
특히 이번 주제별 해설은 지난 8 가족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월 관람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
해설 예약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정된‘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www.i815.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주제의 해설로 1919년 대한민국 임
이현자 기자
시정부 수립부터 이동시기, 1945년

천안시 청수도서관은 색을 주제로
북큐레이션‘아트리움에서 色을 읽
다’
를 아트리움에서 9월~10월, 11월
~12월로 2회로 나눠 운영한다.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인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
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아트리움은 1층부터 3층까지 나무
로 만들어진 독서공간으로 천정의 태
양광 판넬(패널)을 통해 내려오는 자
연채광이 책과 조화를 이루어 운치가
있으며,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품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시민
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컬러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 책을 진열하는 방법인 기존의
북큐레이션과는 달리 색을 주제로 책
을 모아 진열하는 방식으로 색과 관련
한 책이나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으로 구성해 진열한다.
청수도서관은 계절에 맞는 색을 선
정,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구비한 노
랑, 빨강, 갈색의 책을 이용해 시민들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구
성할 예정이다.
아트리움 서가에 전시되는 책은 자
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어린이자료실,
영어자료실, 종합자료실에서 대출가
능하다.
조인옥 기자

구독신청

041) 556-1212

천안향교, 공기 2569년‘추기석전’봉행

국조의례에 따른 의전절차 원형에 따른
의식 제행

천안향교는 12일 유량동 천안향교 대
성전에서 공기 2569년 추기 석전(釋奠)
을 봉행했다.
매년 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 3일)에
치러지는 추기 석전은 정제(丁祭) 혹은
상정제(上丁祭)라고도 불리며 음력 2월
상정일에 치러지는 춘기 석전과 함께 국
가 중사(中祀)이다.
석전은‘정성스레 빚어 잘 익은 술을
받들어 올린다’
는 뜻으로 조선시대에는
매년 정월 사직단에서 올리는 종묘제사
에 이은 이월 성균관 대성전에서의 문묘
석전을 국가 중대사로 여겼다.

석전의 의전절차는 국조오례의 길례
(吉禮)에 해당하며 국조의례의 의전절차
를 원형으로 한다.
이날 석전은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
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철
변두, 망요례 순으로 행해졌다.
이광우 천안향교 전교는“이번 추기
석전은 그동안 변질돼온 석존의 제례를
바로 잡고자 노력했으며 여러 고 문헌을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원형
에 가깝게 봉행했다”
며“전통을 이어가
고 나아가 성현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석전이 되도록 노력했다”
고 말했다.

한편 석전은 공자를 비롯한 오성위와
공문 10철, 그리고 송조 6현 등 21위와
우리나라의 성현 18위를 모신다.
오성위는 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
자를 말한다. 공문 10철은 공자의 10명
의 제자를 가리키며, 송조 6현은 주돈이,
정이, 장재, 정호, 소옹, 주희를 일컫는
다. 우리나라 18현은 최치원, 설총, 안향,
정몽주, 정여창, 김굉필, 이언적, 조광조,
김인후, 이황, 성혼, 이이, 조헌,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를 말한다.
이현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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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아 훈훈한 손길 이어져

‘바른치킨 마치에비뉴점’치킨
50박스 후원
백석동(동장 최창호)은
백석동 소재‘바른치킨
마치에비뉴점(대표 박광호)’
이 지난
1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치킨 50박스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받은 치킨은 백석동 행복
키움지원단(단장 유경환)이 37가구
79명 저소득 학생에게 전달했다.
박광호 대표는“작은 정성이지만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쁨
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며,“앞으로
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다”
고 말했다.
최창호 백석동장은“이웃을 챙겨주
백석동

입장면

정재국 씨 양곡 400kg, 최
이석 씨 라면 80박스 기탁

천안시 입장면(면장 홍성래)에서 추
석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의 손
길이 이어져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
고 있다.

입장면 연곡리 주민 정재국 씨와 입
장면 유리‘감고을 한식뷔페’최이석
대표는 각각 올해 수확한 쌀
400kg(120만원 상당)와 라면 80박스
(10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
달해 달라며 입장면에 기탁했다.
정재현 기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소외계층에 쌀 34포 후원

일봉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조미숙)는 지난 11
일 회원들이 직접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 관내 소외계층 30가구에 사랑의
성환읍 바르게살기위
원회(위원장 이광희)는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에 사랑의 쌀
34포(340kg)를 전달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광희 위원장은“작은 정성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쁨을 느낀다”
며“앞으로 이웃

과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구제병 성환읍장은“이웃사랑을 몸
소 실천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며“성환읍
도 소외 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소외계층에 사랑으로 담근 김치 전달

일봉동

성환읍

시는 박광호 사장님의 선행에 감사드
린다”
며“관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주
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졌으면 좋
겠다”
고 말했다.

김치를 전달했다.
김치를 받은 한 노인은“추석명절
을 앞두고 김치를 담가야 했지만 몸
이 불편해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
렇게 김치를 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조미숙 새마을부녀회장은“김치를
받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작은 도움이나마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말
했다.
송지선 기자

용곡한라비발디‘금연아파트’됐다

정재현 기자

추석빔으로 온정 베풀어
신안동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에게 의류 상품권 전달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단장 강운
주)은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
의 아동·청소년 17명에게 170만원
상당의 의류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의류상품권은 관내에
있는 피플앤스토리 카페(대표 김영
미)에서 기부한 후원금으로 신안동
행복키움지원단이 아이들을 위한 추
석맞이 특별한 선물로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과 한부모 가정
의 아이들은 전달받은 10만원 상당의
브랜드 상품권으로 평소 입고 싶었던
옷이나 신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됐
다.

용곡동

강운주 단장은“신안동 아동·청소
년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피플앤스토
리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석
선물을 통해 관내 아이들이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
고 말했
다.
박승희 기자

동남구 보건소, 금연강화
위한금연아파트현판식개최

천안시 동남구 용곡한라비발디 아
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 동장, 통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
를 올해 천안시 동남구 제3호 금연아
파트로 지정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용곡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세대주
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남구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공동주택

의 간접흡연 예방과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금연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
동안 금연구역관리, 금연 홍보 등의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는 금연
현수막과 표지판 등의 홍보물품을 지
원한다.
계도 기간이 후에는 공동주택의 복
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아
파트)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횟
수와 무관하게 부과한다.
조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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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
춤
축제2018
‘이모저모’
Cheonan World Dance Festiv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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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봉화군에 유족성금 전해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공
주석)은 지난 14일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총기난동으로 희생된 봉화군청공무원
의 유족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8월 경북 봉화군 소
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난동으로
희생된 봉화군청공무원 2명의 희생을
애도하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중부권동서횡단
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와
천안흥타령춤축제 현장을 방문하기 위
해 이날 천안시청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
달받았다.
공주석 위원장은“우리 공무원들 십시
일반 낸 조합비로 마련한 작은 성금이

큰 아픔에 계신 유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며“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
지 않도록 현실적인 악성민원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천안 하늘로터리클럽,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천안 하늘로터리 클럽(회장 이황표)이
지난 11일 성환읍 소외계층 중 도배 상
태가 불량한 가정을 선정해 집수리 봉사
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의 참여자들은 오랜 시

간 방치된 벽지를 떼어내고 새 벽지로
도배했으며, 집안 청소와 주변 환경미화
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
물했다.
구제병 성환읍장은“지역주민 스스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
굴해 이뤄진 봉사”
라며“이런 모습들이
더불어 사는 행복을 전하는 근간이 되리
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천안 하늘로터리 클럽은 앞으로
도 고령화와 지역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
고 있는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자원봉사
를 적극 펼쳐나갈 예정이다.
조인옥 기자

이현자 기자

KB경매법인, 라면으로 선행 베풀어
‘대한콘크리트산업’ 쌀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성환읍(읍장 구제병)은‘대한콘크리
트산업(대표 정철환)’
이 지난 14일 저소
득층에게 지원해 달라며 백미(10kg) 10
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철환 대표는“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 그 은혜
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후원품을 기
부하게 됐다”
며,“소외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싶었다”
고 말했다.
구제병 읍장은“지역사회를 위한 후
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
셔서 감사드린다”
며,“관내 어려운 가정
에 잘 전달해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대한콘크리트산업은 성환읍 저
소득 아동에게 매월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에 끊임없이
앞장서고 있다.
정재현 기자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
어르신들께 생활서비스 지원봉사

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본부장 유영
완)는 지난 13일 수신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가구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서비스 지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서 회원 및 자원봉사자 50
여 명은 이동세탁, 이동목욕, 식재료지
원, 이·미용, 건강체크(당뇨·혈압 등),
안경수리(돋보기 지원)등 다양한 서비스
를 지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 기빙트리 천사운동
본부는 10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유영완 본부장은“회원들의 봉사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고 전했다.
조인옥 기자

지역내 저소득층을 위한 라면39박스
(100만원 상당) 기탁
천안KB경매법인(주)(대표 노왕종)는
17일 천안시를 방문해 추석맞이 이웃돕
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김준호 본부장, 김명재 본부장,
최성원 부장, 김은주 실장, 박미혜 실장,
박현수 실장, 정철순 실장 등이 전달식
에 참석해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

해 달라고 라면 39박스(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라면을 충남사회
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해 저소득가정
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KB경매법인(주)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명절과 어린이날마다
정기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송지선 기자

중동텍스타일, 2300만원 상당 추석빔 후원

㈜중동텍스타일(대표 김원희)이 17일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
해 달라며 2300만원 상당의 추석빔(아
동의류)을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중동텍스타일은 친환경 유기농 소
재를 사용해 보다 안전한 유아와 아동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으로
소외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원희 대표이사는“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며“취약계층 아동들이 기쁘게 추석빔
을 받아 즐거운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
다”
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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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참요양병원 경영난 심각...입원 환자 비상

(아산=로컬충남) 한미영 기자

임금체불로 직원 파업 돌입...병원 대표 횡
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
아산 참요양병원 직원 임금 체불이 파
업으로 이어져 환자들 의료서비스에 비
상이 걸렸다.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계속
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요양병원은
중증이상의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아산 참요양병원은 2007년에 개원해

2018년 초까지 간호인력 40명, 의사 6명,
환자 180~190명으로 운영하는 병원등급
1등급 병원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체불과 직원들 급여
에서공제한4대보험도체납된상태로,현재
병원 대표는 횡렁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어
법적절차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
병원 관계자 A씨는“ 2018년 9월 현
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책임성 없는
경영으로 인해 병원 자금현황이 매우 심
각하고 채권자들에 의한 각종 압류로 인
해 병원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직원들
의 급여 2~3개월분이 체불되어 있다”
면
서“ 통장압류로 인해 일반경비조차 제
대로 조달되지 않아 식자재 공급이 위협
받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적인 식사공급
조차 위협받고 있고, 전기료 체불. 업체
대금 미지급. 상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압
류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고 설명했
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논란‘마침표’

소한 직원들도 있어 억울함이 크다.
2017년 4월 취임 시에도 일부 직원들 퇴
직금과 급여 등을 정산하고 병원에 취임
했고, 2017년 5월 국가안전진단에서 건
물노후로 건물 수리 등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노조에게 당장 며칠만 시간
을 달라 해도 들어주질 않는다. 항암치
료로 병원에 며칠 자리를 비운적은 있지
만 계속해서 병원을 지키고 있다”
면서
“노조가 직원들의 퇴사를 종용했으며,
병원 앞에 현수막 등을 걸어 대출을 받
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모 이사장은“대출 받아서 직
원들 급여를 해결해 줄 의향이 있고, 의
사 수에 맞춰 현재 환자 인원도 70명으
로 조정했다. 새로운 직원 충원으로 병
원과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재생뉴딜 공모 선정, 국비 90억 확보

(내포=로컬충남) 김인규 기자
(당진=로컬충남) 손진동 기자

내포 열병합발전소 연료가 고형폐기
물(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
환된다. 이로써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1
년 6개월여간 이어왔던 주민과 사업자
간 첨예한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
일 도청 상황실에서‘내포신도시 열병
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식’
을개
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신정식 한국
남부발전 사장,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사가 참석해 양승조 충남지사와 열병
합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LNG로 변경
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발전과 롯
데건설은 내포신도시에 전기와 냉난방
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
은 내포그린에너지의 대주주다.
협약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LNG를 주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LNG발전 500MW급·수소연료전지
60MW급)를 조속한 시일 내 건립해 내
포신도시에 청정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한다.
도는 사업자 측이 변경된 에너지원
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
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양 지사는“이번 청정연료 전환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롯데
건설과 남부발전이 정부의 친환경에너
지 정책에 응했기에 가능했다”
며“청
정연료 전환 선포식을 계기로 내포신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010
년 8월 SRF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
소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
았다.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에 SRF시설 1기와 LNG시설 5기를 짓
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으
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해지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부에 연료전환을 건의했다.

A씨는“더욱 걱정되는 것은 의료인력
조차 충분하지 않아 환자의 치료가 정상
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면서“간호 인력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8월말일자로 대규모 퇴사했다. 조리사분
들도 모두 사직이 예정되어 당장 12일부
터는 환자에게 공급되는 식사조차 공급
이 원활하지 않을 상황이다”
고 밝혀 사
태의 심각성을 예고했다.
이어“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은 남아있는 환자들 걱정에 적은 인력으
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이
에 대해 자신들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절망감마저
느낀다”
며“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까
지도 이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병원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운영자인 이사장 이
모씨는“직원들 급여가 2달 밀린 건 사
실이다. 하지만 23만원, 30만원으로 고

당진1동‘원도심 활성화’기대감
커져
당진1동 지역이 국토교통부에서 주
관하는 올해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원도
심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이 켜지고 있
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지
역 500곳에 5년 간 모두 50조원을 투
입해 주거복지 실현과 도시경쟁력 강
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4가
지 세부 목표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사업이다.
‘주민과 청년의 꿈이 자라는 플러
그-인(PLUG-IN) 당진’
이라는 주테
마를 가진 당진1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90억, 지방비
6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당진시
가 지난 7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중 일반 근린형 분야에 신청해 서면
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서
지난 8월 31일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된 것.
사업 대상지인 당진1동은 시내 중심
지역에 있는 중심 상권이었으나 시청
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이 이전한 이후
상권이 점차 쇠퇴해 도심 활성화를 위
한 대책마련이 요구돼 온 곳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

생대학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
고 ▲주민조직 커뮤니티 거점 조성 ▲
시민문화 예술촌 조성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 ▲전기자동차 창업
지원센터 건립 ▲청년주택 및 70~80
특화거리 조성 등을 당진1동의 핵심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했다. 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까
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선정을 위해 어기구 국회의원
도 그 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지
역 관계자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
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
한 내용을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외곽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정수장, 향후 4년 내 정수용량 한계점 도달
(금산=로컬충남) 손광우 기자

금산·진안군 정수시설 1일7000t 추가
증설 절실
K-water금산권지사에서 운영하고 있
는 금산정수장의 정수량이 1일 2만
7000t을 정수할 수 있으나 한 여름에는
정수시설을 100% 가동할 정도로 정수
시설의 한계에 부딪혀 정수시설의 증설
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만7000t의 정수량 중 2만t
은 금산지역에 6600t은 진안읍 지역에
공급하고 있어 여분은 400t으로 지금의
정수량으로는 늘어만 가는 물 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렵고 올해같이 폭염이 지속
되는 날씨에는 정수량이 포화상태에 이
르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금산지역 중 남이면, 제원
면, 남일면, 군북면 등 일부지역이 아직

상수도를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2021년까지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2022
년부터 식수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계획
으로 있어 턱 없이 상수도공급량이 부
족하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이외에도 진안군의 경우 자가 취수정
수장이 있고 진안읍 지역만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외의 지역에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수량은 한없
이 부족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정수
장의 증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금산군은 지난해부터 상수도 시
설이 시작해 완료된 지역은 상수도 공
급이 완료될 것을 예상해 집안까지 수
도시설을 완비했으나 최소 3~4년을 기
다려야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
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군과 수자원공사는 금산군
5000t, 진안군 2000t으로 총 7000t의 추
가 정수시설을 계획해 총3만4000t의 1

일 정수시설을 갖추고자 한다는 계획이
다.
현재, 금산정수장의 증설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증설공사를 시행한다 해도 1년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증설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실정이
다.
이에 군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는“이
달 말 환경부를 방문해 정수장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
에 증설관계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금산군의 경우 남이면, 남일면, 제원
면, 군북면 지역의 상수도 관로공사에
2021년을 목표로 2~3년 전 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로공사과 완료된 후 가
압펌프 및 최종적인 추가시설과 정수시
설의 추가증설이 완료된 2022년 식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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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민과 힘을 합쳐 국비 41억 확보 쾌거”
(청양=로컬충남) 이인식 기자

사업비 58억원(국비 41억원) 확보… 민선
7기 지역개발사업 탄력
청양군(김돈곤 군수)은 농림축산식품부
가 주관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
규 공모사업에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58억 원(국비 41억 원)
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청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억 원, ▲마을 만들기 사업
에 청양읍 청수1리, 장평면 죽림리, 화
성면 화강마을 각 5억 원 ▲청양군 역
량강화사업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
다.
이로써‘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
복한 미래’
를 비전으로 내걸고 출범한 민
선 7기 청양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층 탄
력을 받게 됐다.
청남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사업
비 40억 원을 투입,‘청유를 즐기다, 청산

1300m 이내 가축사육 못한다
(홍성=로컬충남) 조옥선 기자

보령해경, 마량항 인근 해상 침수 선박
방제 대응
지난 10일 오전 11시 34분께 충남도
서천군 마량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D
호(171톤, 승선원 4명)가 선박 내 침수로
인하여 좌초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 D호는
지난 9일 오후 4시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항하여 충남도 서천군 마량항 인근 해
상을 항해하던 중 10일 오전 11시 34분
께 암초에 부딪혀 선수 선저 부분이 파공
되어 침몰을 방지하고자 인근에 좌주 후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보령해경은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방
제정,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 민간구조
선 등 선박 17척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헬기 1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승선원(4
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해경구조대
는 잠수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선저 파공

부위를 확인 및 연료유 약 55㎘(벙커 A유
46㎘, 경유 9㎘)가 적재되어 있는 연료탱
크 에어벤트 5개소를 봉쇄하였으며, 추
가로 잠수부를 동원하여 이중 봉쇄 작업
으로 기름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보령해경은 사고선박 주위에 기름 유출
에 따른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540m를 4중 설치하였고, 적재된 유류를 이
적하기 위해 이송펌프 2대와 이송한 기름
을 보관할 탱크 4개(40톤)를 준비했다.
또한, 잠수부를 동원하여 침수선박에 투
입하여 정밀검사를 통해 이적방안을 제시
하면 신속하게 이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수 당시 기관실 바닥에 괴여있던 기
름(빌지)이 유출되어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동원된 선박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해양경찰은 사고 초기 인근 지역 지차
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전
파하여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및 협
조를 당부했다.
보령해경은 선장 등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성추행 했다며 시의원 등 협박
돈 뜯어낸 40대 여성 구속
(서산=로컬충남) 이병렬 기자

서산경찰서, 도의원 등 3명도 조사 방침
현직 시의원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산경찰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3차례
에 걸쳐 46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
의(공갈 등)로 A씨(42ㆍ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산시 한 노래방
에서 시의원인 B씨(57)가 자신을 성추행했
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듬해 9월 2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씨
(48)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협
박, 16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

른 적은 없지만 A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현직 도의원과 시
의원 그리고 지방신문 기자 등 3명이 연루
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
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을 가꾸다, 청춘에 살다’
를 목표로 문화·
복지시설 확충, 지역 경관개선, 주민교
육·주민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기초생
활 거점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분야는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개선에 목
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지
역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려 특색 있고 균형
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방향 및 사업계획을 세우

면 충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당 5년 이내에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사업비가 지
원되며. 내년부터 4년간에 걸쳐 사업을 본
격 추진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현장포럼 및 리더교육 등
사업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
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서천 마량항 인근 해상서 예인선 171톤 좌초

(서천=로컬충남) 안경달 기자

보령해경, 마량항 인근 해상 침수 선박
방제 대응
지난 10일 오전 11시 34분께 충남도
서천군 마량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D
호(171톤, 승선원 4명)가 선박 내 침수로
인하여 좌초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사고 선박 D호는
지난 9일 오후 4시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항하여 충남도 서천군 마량항 인근 해
상을 항해하던 중 10일 오전 11시 34분
께 암초에 부딪혀 선수 선저 부분이 파
공되어 침몰을 방지하고자 인근에 좌주
후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보령해경은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 방
제정,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 민간구조
선 등 선박 17척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헬기 1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연안구조정은 승선원(4
명)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해경구조대

는 잠수장비를 착용 입수하여 선저 파공
부위를 확인 및 연료유 약 55㎘(벙커 A유
46㎘, 경유 9㎘)가 적재되어 있는 연료탱
크 에어벤트 5개소를 봉쇄하였으며, 추
가로 잠수부를 동원하여 이중 봉쇄 작업
으로 기름유출을 사전에 차단했다.
보령해경은 사고선박 주위에 기름 유출
에 따른 확산 피해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
540m를 4중 설치하였고, 적재된 유류를
이적하기 위해 이송펌프 2대와 이송한 기
름을 보관할 탱크 4개(40톤)를 준비했다.
또한, 잠수부를 동원하여 침수선박에 투
입하여 정밀검사를 통해 이적방안을 제시
하면신속하게이적할것이라고말했다.
침수 당시 기관실 바닥에 괴여있던 기
름(빌지)이 유출되어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동원된 선박이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해양경찰은 사고 초기 인근 지역 지차
체 등 관계기관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전파하여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방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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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천안시민의 상
‘방일원, 김두화, 김원호, 문필해’
씨 선정

(좌부터) 방일원, 김두화, 김원화, 문필해 씨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등 향토
문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제35회 천안시민의 상’수상자가
선정됐다.
천안시는 제35회 천안시민의 상 수
상자로 ▲문화예술 부문 방일원 사진작
가(63) ▲체육진흥 부문 김두화 천안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61) ▲사회봉사
부문 김원호 천안모닥불봉사회 회장
(63) ▲특별상 부문 문필해 천안시기업
인협의회장(82)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애향활동 등을 통해 향토문화와 지역사
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에
게 매년 천안시민의 상을 시상하고 있
다.
올해는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
흥, 사회봉사, 특별상 등 모두 5개 부문
에 걸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했으
며, 추천자가 없었던 교육학술을 제외
4개 부문에 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방일원 씨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천안
지부에서 활동 중으로 개인전 6회와 단
체전 110여 회를 열어 지역 예술 발전
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평생교육
원, 복지관에서 사진지도 등 문화예술
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두화 씨는 천안시장애인체육회 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15년부터 4년간
장애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정책
제안과 사회 복귀에 노력을 기울인 공
으로 체육진흥부문 수상자로 결정됐
다.
김원호 씨는 2003년부터 천안모닥불
봉사회 회원으로 시작, 2014년부터 회
장으로 활동하며 소년소녀 가장과 결
손가정 등 저소득 청소년이 학업에 전
념하도록 지원했다. 2006년부터는 행
복더하기봉사회 활동을 통해 독거노인
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꾸준한 봉
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
봉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필해 씨는 천안시기업인협의회장
으로 활동하며 60개가 넘는 기업을 천
안에 유치하는데 기여했으며, 기업을
통한 모금활동을 펼쳐 천안장학회, 천
안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기업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업
간 유대와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특별상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제35회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은 지난 12일‘천안흥타령춤축
제2018’개막식에 앞서 천안삼거리공
원 흥타령극장에서 진행됐다.
조인옥 기자

충남도 이공휘 의원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영예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등 지방자치
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이
‘2018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광역부
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난 1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 의원에게 지방자
치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 이 상
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광역부문 수
상자로, 국정부문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수상했다. 또 최문수 강원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이 광역부문 수상자로 시상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제10대 도의회에서‘충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조례’등을 발의하면
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

진했다. 특히 충
남도 데이터기
반행정 빅데이
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빅
데이터를 주제
로 한 연구모임
을 주도해왔다.
또한, 4차 산업
혁명 대비를 위한 선진행정 구축 등의 의
정활동을 펼치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이 의원은“앞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지
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
시는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승철 기자

한류 교육 열풍 이끌어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이승 총장‘화제’
한국發 뇌교육으로 엘살바도르 정부 최
고상 수상...산체스 세렌 대통령과 면담
살인율 1위의 나라 엘살바도르에서 한
국의 뇌교육을 통해 현지 교육을 탈바꿈
시키며, 한류 교육 열풍을 이끌어낸 글로
벌사이버대학교 이승헌 총장이 화제다.
천안시 목천면에 위치한 글로벌사이
버대학교 이승헌 총장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한국의 뇌교육으로 엘살바도르의
교육을 바꾸고, 평화의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엘살바도르 정부 최고
상인‘호세 시메온 까냐스’상을 카를로
스 알프레도 카스타네다 외교부 장관에
게 수여 받고, 엘살바도르 산체스 세렌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내전, 빈곤과 폭력 등 살인
율 1위의 나라인 엘살바도르에 한국의
뇌교육을 UN과 한국 교육부, 유엔경제
사회이사회(UN-ECOSOC) 협의지위
기관인 아이브레아파운데이션(IBREA
Foundation, 뇌교육의 국제사회보급을
위해 미국에 설립한 비영리국제단체)와
협력해 엘살바도르 공립학교에 보급해
왔다. 이로써 교사와 학생이 한국發 뇌
교육을 체험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
고, 학교에 평화의 문화를 조성했다.
이에 뇌교육의 효과와 가치를 직접 체

험한 엘살바도르 교사 500여 명이 정부
에 포상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세 시메온 까냐스(Jos? Sime?n
Ca?as) 상은 인간의 사회적, 교육적, 과
학적 그리고 박애주의의 큰 실천을 한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보호한 위대
한 행동에 대해 국가적인 감사를 표현
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승헌 총장은“평화 실천을 위한 도
구가 바로 뇌교육”
이라며“엘살바도르
는 뇌교육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학부
모와 지역 사회를 변화시켰다. 한 나라
의 교육이 바뀌고 평화의 문화를 조성
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고, 뇌교
육을 가르치는 2000명이 넘는 교사들
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라고 수상 소
감을 밝혔다.
조인옥 기자

천안시 새마을회, 정경재 신임회장 선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만들어 가겠다”
천안시 새마
을회 제18대
신임 회장으로
정경재(65) 씨
가 선출됐다.
새마을회는
지난 7일 천안

시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년 천안시 새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대의
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경재 회장
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정 회장은 대한숙박업중앙회 중앙회
장,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수석부회장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안동 주민자

치위원회 위원장, 대한숙박업중앙회 천
안시지회 지회장을 역임했다.
정경재 회장은“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천안시새
마을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헌신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천안시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

장 김치 나누기, 장학금 전달, 도시환경
정비, 사랑의 송편 만들기 등 새마을운
동과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송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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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추천 영화 ｜ 야우리시네마

<물괴>
장 르 ｜ 액션
개봉일 ｜ 2018년 9월 12일
출 연 ｜ 김명민, 김인권

<협상>

<안시성>

장 르 ｜ 범죄
감 독 ｜ 이종석
개봉일 ｜ 2018년 9월 19일
등 급 ｜ 15세 관람가
출 연 ｜ 손예진, 현빈

장 르 ｜ 액션
감 독 ｜ 김광식
개봉일 ｜ 2018년 9월 19일
등 급 ｜ 12세 관람가
출 연 ｜ 조인성, 남주혁

감 독 ｜ 허종오
등 급 ｜ 15세 관람가

생활정보

운동 전 먹으면 안 되는 음식
VS
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
운동 전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샐러드> 채소 속 섬유질은 소화를 느리게 해 운동하는 동안
오히려 가스를 차게 만들어 불편함을 초래한다. 샐러드는 운동
전보단 운동 후 혹은 평상시 식단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샐러드
를 먹을 땐, 드래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업체명

㈜ADT 캡스

근무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급여

연봉 3,070~
3,300만 원 이상

직종

시설.특수 경비원

인원

10명

㈜에스엘라이팅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시급
7,530 원 이상

자동차 부품
조립, 검사원

7명

아우내요양병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월급
230만 원 이상

물리치료사

1명

㈜한일철재

㈜중동텍스타일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3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월급
230만 원 이상

연봉
2,350만 원 이상

하역.적재 종사원

창고 관리원

2명

10명

위 채용정보는 채용 시 마감되며, 취업정보와 알선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천안시일자리종합
지원센터(041-620-9534)로 문의하면 된다.

<사탕> 당분은 인슐린 수치를 올리는데, 이렇듯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섭취한 음식물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쌓
이게 된다. 특히 운동 전엔 근육 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
고, 평소에도 주의해야 한다.
<견과류> 과자나 빵보단 나은 간식이지만, 견과류도 한 줌 이
상이 될 경우엔 다이어트에 독이 된다. 운동 전 견과류를 먹으면
위와 장에 부담이 돼 복부만감을 느낄 수 있다.

운동 후 먹으면 좋은 음식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근육을 재생하는 불포화 지방의 생성
을 도와 운동 후 먹어주면 근육 생성은 물론 근육통까지 잡아준
다고 한다.
<녹차> 지방 분해에 좋은 녹차는 물을 먹기 힘들어하는 다이어
터에게 좋다. 지방 분해와 에너지 보충을 돕는 녹차는 뛰어난 항
산화 효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운동 후 먹으면 근육통을 완화
해 운동 직후 먹는 것이 좋다.
<닭가슴살> 운동 직후 한 시간 안에 닭가슴살을 섭취하면 근육
량을 더욱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다. 더불어 탄수화물 못지않게
포만감 높아 운동 후 배고픔까지 달래줄 것이다.

22 오피니언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문화재 지킴이
시대정신

선심성 포퓰리즘보다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천안역사
문화연구소장

(사)충남포럼 이사장

經堂 김 성 열

김성윤 박사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이 살아온 역
사 발자취를 보여주는 유적유물이 많
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에 힘을 쏟고 있다. 수많은 유적과 유
물 중에서 어떤 것을 문화재로 지정
하고 있는가? 문화재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무엇보다 문
화적 관점을 무시할 수 없다. 문화는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어떤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은 문화재로 보기 어
렵다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적
의미다. 어떤 사실(史實)이나 유물이
그 사회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의
미를 부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보 1호인 남대문도 그
자체만으로 문화재가 되는 것은 아니
다. 남대문 자체만 놓고 보면 그저 나
무와 돌과 흙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물이거나 조형물일 뿐이다. 남대문
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조
형물을 창조하는 과정에 작용한 인
간의 노력과 정신, 심미적 정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남대문이라는 조
형물에는 거기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선대의 영혼의 세계가 있으며, 우리가
남대문이라는 조형물을 매개로 하여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
이다.
시냇가에 있는 수많은 조약돌은 어
느 누구도 박물관에 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의 하나를 을지
문덕장군이 애지중지하였으며, 그것
이 을지문덕장군의 업적과 관련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문화재로 인정
되어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미 그것은 하찮은 돌멩이가 아
니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돌멩
이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물이 문화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물이 선대 조상의 삶의 세계와
관련되어 특정한 정신의 세계를 표상
할 수 있거나 또는 역사적인 의미부
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재
이든 그 정신적 가치나 역사적 의미
를 배제하게 된면, 그것은 문화재라기
보다 그저 평범한 흙덩이나 돌무더기
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남대문이 문
화재인 것은 남대문 속에 살아있는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로 인해서

문화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재의 진정한 의미가 분명하다. 개
발우선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화재 전문가들 또한 이와 같이 상
식에 기초한 문화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헤아려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재는 선대의 유적이나 유
물들을 보존하여 그 정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하는‘지
금 여기’
에 살고 있는 동시대인의 올
바른 역사의식이란 점도 결코 잊어서
는 안 될 것이다. 대체할 수 없이 값진
선대의 유적이나 유물을 문화재로 지
정하여 지키고 보존하려는 우리의 마
음가짐이 바로 값진 문화재 역사정신
시대정신이다.
문화재를 지키는 일은 문화재에 담
긴 의미와 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자며 국
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1990년대 시
작됐다. 2005년부터는 문화재원의‘1
문화재 1지킴이 운동’
으로 발전했고,
현재 전국 각지에서 8만4000여명의
문화재지킴이들이 활동한다. 문화재
를 지키는 사람들의 연합체인 한국문
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문화재청과
함께 6월 22일을‘문화재지킴이의
날’로 제정ㆍ선포했다. 이 날짜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주사고에 보
관된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절요 등 역
사실록(歷史實錄)이 전화(戰禍)로 사
라질 위기에 처하자 전북 정읍의 안
의와 손홍록 선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날이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가장 본보기가 되고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날이다.
역사를 보면 모든 국난 상황에서 나
라를 구하고 역사를 지킨 사람들은
민초들이었다. 국난 때마다 스스로 나
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민간인을
‘의병’
이라 할 때, 문화재를 지키는
민간인을‘문화재 의병’
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 의병 안의와 손
홍록을 기리며‘문화재지킴이 날’
을
제정한 것은 민간이 참여해 문화재를
지킨 역사성과 그 정신을 본받아 문
화재 보존을 국민 참여형 운동으로
확산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가
잘 가꿔지고 온전히 보존되는 세상을
창조하는 사명이 우리시대 정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태어났
다. 살아가는 동안 능력에 따라 마음
껏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심하고 행동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유
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자유
속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질서가
수반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책임 없
는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국
가에 대한 무절제한 요구는 질서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
래서 지혜 없는 자유는 타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
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엘리트요 지성인이다. 아닌 것
을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다. 아닌 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인이다. 명리(名利) 앞에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다.
한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
고 진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
인 조건과 주관적인 의지의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수 천 년이란 장대한 흐름 속에 어느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은 사례도
많다.
객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예리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로 긍정적으로
바꾸어 낸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를 기억하고 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나라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요,
현실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
성인이다. 가장 좋은 것은 많은 국민
이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깨어 있
는 소수 엘리트에게 기댈 수밖에 없
다. 지금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만 보
고 한 가지 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선
심성 정책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퓰리즘 정책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일수록 전문가
에 의한 결정이 존중받고 있다. 그래
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
를 고려 할 수 있다. 퍼주기 같은 포퓰
리즘 정책은 쉽다. 그러나 고도의 복
잡한 정책은 어렵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 바른길을 가려
면 전문가와 지성인의 소리를 듣고

바른 정책, 옳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
다.
비록 소수지만 지성인의 소리와 전
문가의 식견과 경험이 합쳐져야만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
다. 명령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무한
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창출
된다면 왜 공산주의가 망했겠는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우리 정부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
게 생겨나지 않는다. 현재와 미래 시
장의 수요와 공급을 잘 산정해야 한
다. 생산력과 경쟁력의 상황이 정확하
게 파악되어야 한다.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앞서가는
나라와 비교우위도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의 기술혁신 방향과 수준도 알아
야 한다. 나아가 통화정책을 비롯한
국민성까지 고려한 총체적이고 종합
적인 분석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정치
한 계획에 따라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
올해 안에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해
서 없어진다면 김정은이 국무장관으
로 있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사
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무서운 독재자가 명령해도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간 것이 없지 않은가? 심
지어 먹을 것마저 만성적으로 부족하
지 않는가?
삼성전자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
의 일자리는 명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
라 경쟁력에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
다. 온갖 노력을 하다가 낙오되면 일
어설 수 있는 복지정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심이 아닌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
어주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는 것은 이미 여러 나라의 우수한 기
업들이 입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정
책 당국자들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정착되는 나
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정책 당국자들의 소명이요, 의무일 것
이다. 이래서 답은 바른 정책 옳은 정
책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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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칼럼

영유아기‘철결핍성 빈혈’
,
치료 늦으면 발육부진·학습부진

몸캠 피싱 금전요구 땐
즉시 신고해야

빈혈을 진단한다. 골수에서 혈구를 잘 만들지
못해서 빈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
면 골수검사도 필요하다.

박경배 교수

식이조절과 함께 철분제로 치료
철분제는 음식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에 방
해를 받아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어야 하고, 비
타민C가 풍부한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
이다. 철분제 복용 중 우유는 하루에 500㎖이
상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우유는 철분 함
량이 적고, 흡수율이 낮으며, 위장관의 잠혈 출
혈을 유발할 수 있어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한다.
과일, 과즙, 육류로 만든 이유식 및 철분이 첨가
된 곡류를 함께 먹는 것도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
특별한 이상 없이 빈혈만 있다면 4주 후 혈액
검사를 다시 시행해서 치료효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혈색소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
라 체내의 저장 철까지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므로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정상이더라
도 2~3개월 더 치료하는 것이 좋다. 철분제를
입으로 먹지 못하거나 흡수장애가 있는 경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맥 주
사제를 통한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철분은 적혈구의 혈색소(헤모글로빈)를 구성
하는 중요한 성분. 철분부족은 혈색소 생산을
줄여 빈혈로 이어진다. 생후 5~6개월이 되면
아기들은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이 줄어들어 보
충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3세 사이 아이들의 철결핍성 빈혈이 많다.
철결핍성 빈혈은 치료시기를 놓치면 면역 기
능이 저하되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진다. 또한
철분 결핍은 신경학적 및 지능적 기능에 영향
을 끼쳐 각성도, 주의력,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
치고, 빈혈이 치료되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
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말초혈액 도말검사와 적혈구 지수로 확인
철결핍성 빈혈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엔 발견
하기 어렵다. 식욕이 줄고, 보채며 밤중에 잘 깬
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얼굴
과 피부가 창백해지는 것이다. 까라짐, 운동능
력 감소, 맥박수 상승, 심장비대도 생긴다.
빈혈이 모두 철결핍성 빈혈은 아니므로 철결
핍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자세한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 말초혈액 도말검사와 적혈구
지수로 작은 적혈구, 저색소성 적혈구 및 다양
한 크기의 적혈구 모양을 확인한다. 그리고 저
장 철(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 수치 등
을 파악해 정상수치보다 감소한 경우 철결핍성

생후 4개월부터는 철분보충 시작해야
모유를 섭취하는 만삭아의 경우 생후 4개월
부터 철분 보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모유를
먹이지 않을 경우 철분강화 분유를 먹이는 것
을 권한다. 미숙아는 만삭아에 비해 철분이 적
게 저장된 상태로 태어나고 성장을 더 많이 해
야 하므로 생후 2개월 이전부터 철분 보충이
필요하다.

윤정원 경위

천안동남경찰서
원성파출소

최근 몸캠 피싱과 조건만남 등 수법으로 무려 55억원을 뜯
어낸 중국 범죄조직의 사기범 일당이 붙잡혀 채팅앱의 발전에
따른 신종 사이버범죄에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 피싱은 음란채팅을 하자며 악성 코드가 숨겨진 모바일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이 같은 수법은 영상통화과정에서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사진 등을 해킹하고, 음란채팅 중 녹화된 영
상파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통화할 때 남성에게는 여성인 척, 여성에게는 남성인 척
접근하여 음란채팅과정에서 녹화된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
구한다.
따라서 몸캠 피해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채팅앱이나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모르는 여성이나 남성이 채
팅을 걸어오면 무시하거나 차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는 대
처가 필요하다.

구독신청

041) 556-1212

주간기상전망 2018년 9월 18일 - 2018년 9월 24일
지역

18일(화)
오전

오후

19일(수)
오전

오후

20일(목)
오전

오후

21일(금)
오전

오후

22일(토)
오전

오후

23일
(일)

24일
(월)

1989년 3월 17일 창간
발행처 (주)천안저널
등록번호

대전/세종

본 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발 행 인 김명일

독자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편 집 국 장 박승철

발전위원회 위원장 오부영

세종지사장 경상재

시민리포터 단 장 김세곤

충남, 다 01306 / 일반주간
충남, 아 00108 / 인터넷

충청남도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구독·계좌번호 농협 355-0021-6679-13

31110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37 엔젤팰리스빌딩 2층

전화 041-556-1212

예금주 (주)씨에이미디어
팩스 041-556-1219

24 전면광고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