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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고분군으로 떠나는 여행(박혜진 님)

군정소식

고령군, 2021년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로 역량집중
곽용환 군수는 새해 첫 민생행보로 충혼탑 참배 후 올해 군정 업무를 시작하였다.
“지난 한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속에서 2020년은 군민들의 협조와 배려로
슬기롭게 잘 이겨냈으며 각자 역할을 다해준 군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2021년은 민생경제 살리
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 토마토 영농현장 방문
스마트팜 시설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월 24일(일) 운수면 봉평리 조규철 토마토 재배 농가에 방문
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농민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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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1년 주요 및 신규사업 보고 시행
고령군은 1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2021년 주요 및 신규사업 보고』를 실시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도비 공모사업, 주요 현안 사업,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고령군민체육관 조감도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고령군은 대가야읍 쾌빈리 341-1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건축설계
공모를 실시하였다. 심사 결과 ㈜삼원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윤철준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되었으
며, 당선작은 지상3층 연면적 3,925㎡로 1월말 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경 입찰
을 통하여 착공하고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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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평가 ‘매우 우수 기관’선정
고령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수경재단, 고령지역자활센터)이 ‘2020년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중간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뜨거운 열기로 사랑의 온도탑 100℃조기 달성
고령군은 「희망2021 나눔캠페인」 시작 43일 만에 목표액 364백만원을 모금하여 사랑의 온도탑 100℃
를 조기 달성하였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목표액 달
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고령군민의 나눔정신이 온도탑을 뜨겁게 달구어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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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환 고령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곽용환 고령군수는 1월 5일(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기 위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
참했다.

고품질 고령딸기, 올해 첫 수출길 올라
2021년 첫 수출개시
고령군의 특산물인 고령딸기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싱가포르시장에 진출했다. 고령 딸기는 1월 11
일(월)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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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충혼탑 참배로 새해 첫 의정활동 시작
지난 1월 4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신축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참배에는 성원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헌화, 분향과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성원환 의장은 새해에도 신뢰받는 의회, 소통·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축년 첫 의원회의 개최
지난 1월 15일 새해 첫 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집행부
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강화 및 농산물 품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성원환 의장은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
염병 극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고령군의회에서도 새해 활기찬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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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개회
1월 21일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배철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부내륙철도 노선(안) 결사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군의회는 최근 국토부가 개최한 남부내륙철도 주민설명회에서 고령역사가
배제되고 철로만 통과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당초 노선이 반영되도록 촉구하였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안) 결사 반대를 위한 결의문
국토교통부의 고령군과 고령군의회, 주민의 동의와 협의 없이 남부내륙철도 정거장 및 노선 선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안)에 역사 없이 노선만 통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며, 또한
고령군민의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이번 노선(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군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정거장 및
노선 선정에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제성을 상실한 남부내륙철도 노선(안)에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고령군 역사 없이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변경 노선(안)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
하나.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당초 원안 노선대로 가야산 국립공원
터널화 사업을 추진하라!
2021. 1. 21.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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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령군의회 회기운영 계획
월

구 분

소요일수

주 요 내 용
▣

1월

제266회 임시회
(1.21.)

2월

제267회 임시회
(2.18.~2.24.)

7

3월

제268회 임시회
(3.29.~3.31.)

3

4월

제269회 임시회
(4.30.~5.3.)

4

6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6.10.~6.25.)

16

8월

제271회 임시회
(8.24.~8.27.)

4

10월

제272회 임시회
(10.6.~10.12.)

7

1

●

제273회 제2차 정례회
(11.22.~12.13.)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
●

●
●

22

고령군의회는 지난해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공적인 지
방자치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자 1월 7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성원환 의
장은 변화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질 높
은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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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의안처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등 의안처리

행정사무감사
● 20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혔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안) 결사 반대를 위한
결의문 채택

●

●
●

●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조례안 등 의안처리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등 의안처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2022년도 예산안 승인
●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조례안 등 의안처리
●

11월～12월

정례회 2회 38일, 임시회 6회 26일

●

유관기관 소식

고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
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
박시설 포함) 등 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
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
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고령교육지원청, 청렴 고령교육
실현 위한 ‘청렴 다짐식’

고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개소식 시행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은 2021년 새해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은 1월 8일(금) ‘아

맞아 1월 4일(월) 3층 대가야홀에서 깨끗하고 투명

이들 곁엔 선생님, 선생님 곁엔 학교지원센터’라는

한 공직분위기 조성과 역동성 넘치는 고령교육 실

슬로건으로 2021년 고령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다짐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을 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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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탐방 산막골

경상북도가 인정한 맛집!

주방장 경력 38년 홍인태 대표
전통과 맛, 상차림, 지역특색을 잘 나타내는 ‘산막골’ 식당을 찾았다. 철저한 위생과 친절한 서비
스로 지역에서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은 업소로 알려져 있으며,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그야
말로 진짜 순수맛집이다.
고령의 산막골식당하면 해물칼국수와 콩국수가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신선한 바지락과 듬
뿍 들어간 해물을 4시간 동안 은은하게 우려낸 육수 맛은 보약을 마시듯 특별함이 느껴진다. 그 특
별한 맛에는 콩알보다 조금 큰 마 열매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열매는 위장의 화를 다스리
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다.
“마 열매가 해물칼국수의 맛을 깔끔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
고 있습니다. 마 열매 열 알이면 마 한뿌리 보다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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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막골’은 해물칼국수 외에도 오리불고기와 토종
닭백숙 등 다양한 메뉴의 인기가 높아 연중 손님들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깔끔하게 셋팅된 밑반찬
과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식재료들을 보니 대표님의
손길이 안닿는 곳 없이 특별해 보인다. 여름철에 맛
볼 수 있는 냉콩국수는 100% 국산콩을 직접 갈아 콩
국물을 내어 고소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식당은 황토 느낌의 홀과 방으로 나눠져 있으며,
벽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눈에 띈다. 그림들은
근대 한국화의 거장인 묵산 古 김진태 선생의 작품
으로 산수화 작품들이 갤러리에 온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홍인태 대표님은 요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독창적인 레시피로 손님들에게 특별한 맛을 전하고
있다.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산막골’은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겨울이 가기전 가족들
과 함께 특별한 맛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듯 하다.

●

위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3393

●

예약문의 : 054-955-0900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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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농업인 배하영·김귀늠 농가

새콤달콤 향이 가득한 ‘딸콤농장’
청정한 자연 속 물길이 맑은 덕곡에서 고설수경재배로 딸기를 수확하는 ‘딸콤농장’을 찾았다. 딸
기가 열리는 고설하우스 안은 새콤달콤한 향이 가득하고 빨갛게 익은 열매가 탐스럽다. 맛은 당연
최고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딸기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 겨울철 미각을 돋운다.
20년 째 딸기농사를 짓고 있는 배하영·김귀늠 부부는 품질 좋고 맛 좋은 딸기를 수확하겠다는 의
지와 열정이 가득했다. 오랜 기간 딸기농사의 경험으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우리가족들이 먹
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재배한 친환경 딸기는 당도와 풍미가 뛰어나다.
“덕곡은 가야산의 찬바람이 불어오는 기온차로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다.”고 한다. 택배판매를
위해 선별한 딸기를 랩과 에어캡으로 포장하는 모습은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의 딸기를 제대로 맛
보게 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딸콤농장은 5년 전부터 1800평 고설수경재
배 딸기로 생산하고 있으며,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토경재배와는 달리 수확까지의 전 작업을 선
자세로 하기 때문에 고강도 노동에서 벗어나 육체피로가 덜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농장을 가꿀 수
있으며, 고설 딸기체험에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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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으로 생산에서 판
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
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딸기 농사는 부지런히 정성을 들일수록 더
욱 품질이 좋고, 당도 높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어 땀 흘린 만큼 뿌듯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지을 때는 항상 우리 가족이 먹는
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 고령을 딸기의 고
장으로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
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령딸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자부심을 갖
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하영·김귀늠 대표. 이
부부의 하우스 안에는 딸기의 새콤달콤한 향
으로 가득하다. 달콤한 딸기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시간을 위해 부부의 발걸
음은 빨라진다.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예리 176

●

문의 : 010-4004-5599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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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기업 ㈜케이원메탈

오로지 한 분야!
제2의 고향 고령에서 꿈을 실현하는 ㈜케이원메탈
국가기반의 기초가 되는 산업을 위한 소
재부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요한 분야에서
성공가도를 걷고 있는 (주)케이원메탈 박
경원 대표를 만나봤다.
박경원(49) 대표는 경북 의성출신으로 3
남 3녀 중 5째로 대중금속고등학교에서부
터 전공분야인 주물을 접하게 됐다. 이후
주물관련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37
살의 젊은 나이에 직접 주물사업을 시작하
게 된다.
▶ (주)케이원메탈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
니다.
저희는 200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규모
와 매출 신장을 꾸준히 이뤄오고 있습니
다.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운영 중에 있으
며, 총 생산능력은 300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매출액 250억 원을 달
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 생산품목은 선박, 중장비, 자동차, 산
업기계, 농기계 등의 주물로 한 소재부품
을 생산하고 있으며, 30%는 미국과 일본
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삼성과 엘지 등 대기업에 진공펌프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 진공펌프 부품
16

▲ 상용차 부품(수출품)

▲ 상용차 부품(내수품)

▶ 회사의 장점이 있다면?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주물을 전공한 기술자들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
고 직원들 역시 단합이 잘되고 일하는 모습에 믿음이 갑니다.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성장을 꾀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
록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주)케이원메탈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남달라 보였다. 직원들을 위한 식당에서의 식단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과급 지급 등 구성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 대표는 매력적인 경
영자로 느껴진다.
▶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고령은 저에게는 제2의 고향입니다. 주물 물집지역이라 자연스레 정착한 계기가 됐지만 항상 만
족하고 있으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향점과 개선능력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주물 가공이나 열처리와 관련해 규모를 확장하고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
니다.
●

위치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길 88

●

문의 : 054-955-9197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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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대가야읍

대가야읍,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활동교육 실시
대가야읍은 1월 13일(수) 오전 10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175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활동교육을 실시하
였다. 해당 사업은 1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단별로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공공시설
봉사, 스쿨존 교통 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수세미 만들기,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로 나뉜다.

덕곡면

푼돈 모아 단지 속 성금 전달

노인·장애인일자리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덕곡면 옥계리에 거주하는 유춘자(75세) 할머니가

덕곡면은 1월 13일(수) 2021년 노인·장애인 일자

단지 속에 한푼 두푼 모아둔 현금 72,240원을 소외

리 발대식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

된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기부하였다.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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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면

운수면, 2021년 장애인일자리 발대식 및 활동교육 실시
운수면은 1월 19일(화) 오전 9시 운수면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가
졌다. 해당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잠수교, 월산 삼거리 등 전반적인 면내
환경정화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산면

성산면, 산불감시원 안전 및 업무 교육 실시
성산면은 1월 13일(수) 성산면사무소 앞 광장에서 산불 예방에 선제적인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산불감시원 안전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19

다산면

자율방재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실시!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1월 16일(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재단장 및 회원 10여명이 긴급
방역활동에 나섰다. 자율방재단은 다산면 소재 빌라 등 주거지역과 상가, 경로당과같이 주민들이 자주 이
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였다.

개진면

찾아가는 개진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활동 교육 실시
개진면은 1월 12일(화) 노인사회활동사업 참여자 8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노인
일자리 발대식 및 활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일자리 작업구역
별 마을로 찾아가는 발대식 및 활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간격을 유
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진행되었다.
20

우곡면

우곡면,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
우곡면은 1월 13일(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2021년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금년도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착수에 앞서 각 근무지별로 분산하여 실시하였으며,
활동계획과 근무요령,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대한 교육 순으로 진행되었다.

쌍림면

쌍림면 예술인 작품집 「2020 쌍쌍‘樂’ 예술에 취하다」 도록 발간
쌍림면과 쌍림면주민자치위원회는 쌍
림면 예술인 작품집인 「쌍쌍‘樂’ 예술
에 취하다」 도록을 발간하였다. 2019
년 첫 전시회에 이어 2020년에도 쌍림
면 예술인 전시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품집(도록)
만을 발간하여 재경향우회, 유관기관단
체, 쌍림면 마을회 등에게 배부하여 예
술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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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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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게시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홍보내용 일제강점기 ~ 권위주의 통치시기까지 과거에 억울하게 공권력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민간인들에 대한 사건조사 신청 접수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ex)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신청대상 과거에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 및 그 친족 또는 그 사건에 대해 들은 모든 사람.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 (서울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민원실)

●

각 시도 진실화해규명위원회 접수창구

●

고령군청 3층 총무과 행정담당

신청기간 2020.12.10.~2022.12.09.(2년간)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신청서식은 위원회(www.jinsill.go.kr) 또는 고령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접수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고령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054-950-607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대

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 부가급여 월2만원∼38만원
☎ 문 의 주민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054-950-6207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서비스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4,020원)

☎ 문 의 주민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054-95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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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게시판

기초연금 신청
대

상 65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 어르신
※ 3월 출생이면 2월부터 신청가능

지원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30만원 지원

신

교육내용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169만원

30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48만원
(부부각각 24만원)

청 읍․면 사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신청서 및 기타
☎ 문 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4-950-6216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

청 읍․면 사무소 , 통신사 고객센터

내

용 휴대전화 요금 최고 월 11,000원 까지 감면
※단, 알뜰폰 및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자는 제외
※월 22,000원 미만 요금이 나오는 경우 50%감면 지원

☎ 문 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4-950-6216

화장장려금 신청안내 및 홍보
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기한 화장한 날 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대상 연고자(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이외 직계비속, 부모이외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
지원금액 타 지역 화장장을 고령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예시) 대구명복공원 26만원, 진주안락공원14만원
구비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 통장 사본 각1부.
☎ 문 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4-950-6213 / 장사지원센터 1577-4129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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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구 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생계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문 의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054-950-6175,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129콜센터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청년(만15～39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지원요건 꾸준한 근로를 통한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가입기회 종전 2회에서 4회(변동가능)로 확대
☎ 문 의 주민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054-950-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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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추진배경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14,020원) 및 대상자 증가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확대(1,000원→1,5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문 의

주민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054-950-6207

고령사랑상품권 10%할인 행사
행사일시 2021. 1. 20. ~ 자금 소진 시까지
구

분

월 구매한도

10% 지원 방식

구매처

1. 종이형

20만원

구매액의 10% 포인트 적립

관내 16개 금융기관
(우체국 제외)

2. 모바일
(제로페이)

40만원

구매금액의 10% 할인

‘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 13개 앱

40만원

구매금액의 10% 할인

관내 농·축협 방문 또는
앱 ‘지역상품권 착(chak)’

3. 카드형
(고령사랑카드)
☎문 의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950-6563

2021년 전문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1년 2월 8일(월) ~ 2월 19일(금)까지
교육대상 고령군에 거주하는 군민
운영기간 3월 ~ 6월(4개월)
강

좌 서법교실, 난타교실, 일어, 영어, 제과기능사, 캘리그라피,
바리스타2급, 아코디언
※ 코로나로 인해 수강생 최대 모집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및 과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 의

여성청소년과 평생교육담당 054-950-6364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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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안내
기

간 연중

장

소 보건소 2층 상담실

대

상 19세 이상 성인

방

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 등록기관인 보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

내

용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등록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문 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054-950-7921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운영기간 코로나19 종식까지
운영장소 고령영생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주차장)
운영대상 호흡기·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 중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운영(전화상담 ☎054-715-2668)
운영내용 감염차단시설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 제공
☎ 문 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054-950-7921

폐의약품 수거처리 안내
운영기간 연중
수거장소 보건(지, 진료)소, 약국, 읍·면사무소
수거대상 먹다 남은 약, 유효기한 지난 약
운영내용

●

가정 내 폐의약품의 안전한 회수·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건강 도모

●

폐의약품 회수 봉투 배부(재고 소진 시까지)

☎ 문 의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담당 054-95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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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안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 현황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 확인 후 내원하
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1.1.13.)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계

2.11(목)

2.12(금) 설날

2.13(토)

2.14(일)

12개소

2개소

5개소

3개소

지역응급
의료기관

고령영생병원

955-2661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실 운영) (응급실 운영) (응급실 운영)

공공기관

고령군보건소

954-13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열린연합의원

955-8575

09:00~12:30

-

-

-

영남정형외과의원

956-9119

09:00~12:00

-

09:00~12:00

-

0507-1318-9711 09:30~14:00

-

-

-

병·의원

약국

고령의원
다산종합의원

955-7556

09:00~18:00

-

-

-

제일약국

954-2446

08:30~14:00

-

-

-

동산약국

956-2753

09:00~19:00

-

09:00~19:00 09:00~19:00

가야약국

954-5376

08:30~19:00

-

08:30~19:00

-

다산행복약국

954-5370

09:00~18:00

-

-

-

태평양약국

955-9255

09:00~17:00

-

-

-

성산약국

954-2733

09:00~15:00

-

-

-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24시간 연중무휴 운영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CU 고령점

954-0639

GS25 고령점

954-4125

세븐일레븐 경북고령점

956-3868

CU 다산상곡점

956-5288

GS25 고령다산점

956-5265

CU 다산공단점

956-5182

GS25 고령문화원점

954-7797

세븐일레븐 쌍림점

956-8544

세븐일레븐 고령대가야점

956-7771

CU 다산미소점

954-5495

※ 안전상비의약품 품종(13종)
● 감기약 :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해열진통제 : 어린이용타이레놀80㎎,
타이레놀정160㎎, 타이레놀정500㎎,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타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 파스 :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 설 연휴 운영 의료기관 및 약국 찾기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스마트폰앱(응급의료정보제공)
※ 응급상활발생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19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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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연클리닉 운영
일

시 연중

장

소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실

대

상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운영방법 전문상담사를 통한 총 6개월 프로그램 운영
내

용

●

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 및 CO측정, 니코틴 검사

●

상담을 통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금연보조제 지급

다산면지역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

일시 및 장소 : 매주 화요일, 14:00∼18:00, 다산보건지소

☎ 문 의 보건소 금연상담실 054-950-7966

방문건강관리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서비스제공 방법
●

방문간호사가 가정 방문 또는 개인, 소그룹으로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문 의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체크

●

건강관리서비스(혈압ㆍ혈당ㆍ콜레스테롤 측정 등)

●

보건소 내ㆍ외 서비스 연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담당 054-950-7964～5, 054-955-8766～7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연중

분

야 보건의료 자원봉사자

대

상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험자, 이·미용사, 건강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 누구나

활동내용 각종 보건업무 캠페인 및 홍보,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청소 및 말 벗 봉사, 차량 봉사 등
☎ 문 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담당 054-950-793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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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치매안심센터 가가호호 방문서비스 운영
일

시 2021. 2. ∼

대

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장

소 치매환자 가정

내

용 인지프로그램 제공
●

치매예방 및 인지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비스(방역물품) 제공

☎ 문 의 고령군치매안심센터 054-950-7937~9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 교육 및 상담
일

시 2021. 2. 10.(수) 09:00 ∼ 12:00 ※사전 전화 예약 필수

대

상 관내 정신건강고위험군

장

소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실

자 문 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성환(서대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이해와 대처법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문 의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81~6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가가호호 방문상담서비스 운영
일

시 2021. 2. ∼

대

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

장

소 대상자 가정

주요내용

●

1:1 대면 상담 진행

●

치료연계 및 모니터링

●

심리방역 꾸러미(방역물품, 마음건강지침 등) 제공

☎ 문 의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81~6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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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일

시 2021. 2. ∼

대

상 관내 주민

장

소 고령군청 민원실/고령군보건소 민원실/다산보건지소 1층

주요내용

●

1:1 비대면 자가 정신건강검진(정신건강, 스트레스, 우울, 불면 등)

●

1:1 비대면 마음건강 검진 결과지 확인

●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상담 가능

☎ 문 의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81~6

무인 스트레스측정기 운영
일

시 2021. 2. ∼

대

상 관내 주민

장

소 고령군보건소 민원실/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내용

●

1:1 비대면 자가 스트레스 검진 및 결과지 확인

●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상담 가능

☎ 문 의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4-950-7981~6

어르신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6. 12. 31. 이전 출생자) 중 폐렴구균(PPSV23) 접종력이 없는 사람
기

간 연중

비

용 무료

사업내용 폐구균(PPSV23) 예방접종 지원(평생 1회)
접종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고령영생병원, 고령백의원)
☎ 문 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예방접종실 054-950-7954(7955)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기간 연중
사업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대상 고령군민 중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1951. 12. 31. 이전 출생자)
지원방법 군 보건소 접종
※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기존 만80세에서 만70대로 확대 시행
☎ 문 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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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신청하세요
대

상 고령군 주소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기간 연중(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1가구당 연간 5만원 이내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제출서류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각1부
※ 진료비 제외항목 :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건강검진, 스켈링,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등)
☎ 문 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담당 054-950-7952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 공급일정 변경
일

시 2021. 2.∼

장

소 고령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실

내

용 더 나은 유용미생물 배양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일정 변경

변경사항 월, 화, 목, 금요일만 공급(수요일 제외)
※ 당초 : 매일(월-금)
☎ 문 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054-950-7373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기준’변경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 접종·배양배지 표고버섯 원산지표시 기준'이 국내 재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개정(‘19.10.15.) 시행(‘21.1.1.)됩니다.
-수입 접종·배양배지 표고버섯의 원사지 표시는 오래 재배한 국가를 기준으로 표시
원산지표시 기준 변경 시행(수입 접종·배양 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 시행

과거

과거 국내산(접종·배양국 : 중국)

▶

변경

오래 재배한 국가(시행‘21.1.1.)

☎ 문 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 054-954-6060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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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성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42

성산면최고경영자협의회

고령군양봉협회

한국쌀전업농고령군연합회

(주)용전

고령군산림조합

고령성주축협

고령축산

쌍림면청년회

대욱케스트

무석정밀

원일환경

놀부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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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성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선명개발

사구회

임자생연합회

고령군여성기업인협의회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원

마스터피스CC

비즈쿨동아리

대구은행

(주)화진스틸

고령군이장연합회

문화공동체대가야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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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2021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및 현물 기부자 명단
2020.12.1.~2021.1.20.
(사)한국쌀전업농고령군연합회, ㈜한솔이엔씨, 가륜2리주민일동, 가야약국, 개진면 개포1리 주민,
개진면 개포2리 주민, 개진면 개포리 나삼수, 개진면 농촌지도자, 개진면 부2리 주민,
개진면 부동교회, 개진면 새마을남여지도자, 개진면 생리주민, 개진면 신안리 노인회,
개진면 신안리 주민, 개진면 오사2리 주민, 개진면 옥산2리 주민, 개진면 인안2리 주민,
개진면 참마늘 작목반, 고령 민속 골동품 석물 경매장, 고령2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고령고비즈쿨동아리, 쌍림면 산주리 윗마을 노인회 일동, 고령군립병원, 고령백의원,
고령군마을평생지도자협의회, 고령군 미용사회, 고령군산림조합, 고령군임자생연합회,
고령새마을금고, 고령성주축협, 고령양봉협회, 고령엽우회, 고령영생병원,
고령임자회, 고령제일교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곽기섭, 곽성열, 곽예지, 곽윤지,
곽익영, 곽촌2리마을회, 권말임, 금류1차마을회, 금류2차 부녀회, 금류2차 입주자 대표회,
금화산업사, 기산리 마을 주민 일동, 김광수, 김늠이, 김명학, 김복순, 김점순, 김준택,
깃발교회 황태정 목사 외 교인일동, 노점상연합회사구회, 노1리주민일동, 노2리주민일동,
놀부산업 성희준, 농가주부일동, 농촌지도자고령군연합회, 다산 생활개선회, 다산농업협동조합,
다산면 지역자율방재단, 다산족구회, 대가야식육식당 김택순, 대가야읍 고아2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내곡1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본관1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본관2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새마을 남녀지도자, 대가야읍 연조3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외1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외2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장기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지산2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지산3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쾌빈1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쾌빈2리 주민일동,
대가야읍 할머니 경로당, 대가야읍 헌문리 주민일동, 대가야읍분회 회원일동, 대경산업,
대경케스팅㈜ 서기성, 대길플라스틱, 대덕테크, 대동공업사, 대동산업, 대백마트,
대평1리 주민일동, 대풍산업사, 대화산업㈜ 이재원, 더리터 고령점, 덕곡면이장협의회일동,
동성케스탑2공장 이상철, 곽용득, 득성리 마을 주민 일동, 램브란트치과의원,
마스터피스cc 이송, 목운축산 대표 이종록, 묘림 김강수, 무석정밀 김옥대, 백성찬,
벌지1리 마을회, 법리 마을 주민일동, 보영금속㈜ 이신학, 봉평1리 부녀회, 봉평2리 마을회,
삼대 2리 마을주민 일동, 삼우금속㈜ 김진옥, 상곡1리마을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
선명개발 곽창환, 성광종합농기계, 성산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성산면 적십자 협의회 일동,
성산산업, 성산중총동창회, 성산천일1급종합정비, 세화금속공업㈜ 김영운, 승원,
신간1리 경로당, 신간1리 주민일동, 신간2리 주민일동, 신유경, 신한주철공업㈜ 박병만,
쌍림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쌍림교회 교인 일동, 쌍림면 귀원리 노인회 일동,
쌍림면 귀원리 마을회 일동 , 쌍림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쌍림면 산주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 안림교회 여전도회 일동, 쌍림면 안림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 용2리 노인회 일동,
쌍림면 용2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 월막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 주민자치위원회 일동,
쌍림면 체육회 일동, 쌍림면 하거1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 합가2리 마을회 일동,
쌍림면청년회, 쌍림여성자율방범대 일동, 씨알양파(작목반), 씨엘테크, 안신영, 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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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철, 어곡리 마을 주민 일동, 영남산업㈜, 영남중기 임형철, 예송전원교회,
옥계리주민일동, 용소리 주민일동, 우곡면 노인회(분회)회원 일동, 회원일동,
우곡면 답곡1리 경로당(할머니), 우곡면 답곡1리 마을주민일동, 우곡면 도진리 마을회,
우곡면 대가야그린 오이작목반 회원 일동, 우곡면 대곡1리 마을주민 일동, 우곡면 대곡2리 마을주민 일동,
우곡면 도진리 부녀회 회원 일동, 우곡면 사촌리 부녀회 일동, 우곡면 야정2리 경로당 회원,
우곡면 야정2리 마을주민일동,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일동, 우곡면 월오리 현등개발㈜,
우곡면 자율방범대 회원 일동, 우곡면 포1리 김원석, 우창 양봉원 이한근, 운산1리 주민일동,
운수 제일교회, 운수대통 상가협의회, 운수면 이장협의회, 운수면 진운회, 원일환경 김순옥,
월산1리 주민일동, 월산2리 주민일동, 유리 주민일동, 유성텍스타일, 이만선, 이명오, 이성기,이왕조,
이재덕, 이태근 (전)고령군수, 이한숙, 재진금속 김진각, 적십자다산봉사회, 전문출, 전상언,
제일농장(박수흠), 조용운, ㈜거성건설, ㈜경흥산업 김수택, ㈜국신필터, ㈜다산주철 김종태,
㈜대욱케스트 문영욱, ㈜덕우금속 정덕순, ㈜동희 이희준, 주민자치위원회, ㈜범양포장,
㈜신우금속 이석헌, ㈜씨알상사, ㈜용전 허노열, 중앙금속 중앙금속 김승웅, 중앙주철, 최지용,
최희정, 케이에이치넷케미칼(대표 여학수), 한창화섬, 호촌2리마을회, 화암2리 주민일동, 황선계,
효성케스텍㈜ 박상인, 후암1리주민일동, 개진농공단지운영협의회, 고령새마을금고, 대가야시장상인회,
고령군파크골프협회 대가야파크골프지회, 예리 주민일동, 백2리주민일동, 쌍림면 고곡1리 노인회 일동,
성산면 강정리 마을주민 일동, 운산2리 주민일동, 성산면 오곡리 마을회, 화암1리 주민일동,
성산면 기족리 마을주민 일동(남영호), 원송리주민일동, 반성2리 주민일동

기탁 및 물품 기부
· 고령군 산림조합 라면(70만원 상당)
· ㈜아스코 이불 30채
· 고령군기독신우회 쌀(20㎏) 5포
· 생생팜영농조합법인 쌀(10㎏) 15포
· 대가야쌀연구회 쌀(10㎏) 112포

· 천수조경 귤 100박스
· 놀부산업 쌀(10㎏) 20포
· ㈜쌍림육가공 라면 100박스
· ㈜가야축산 한우 10세트
· ㈜동희 쌀(10㎏) 20포
·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 쌀(10㎏) 14포/ 떡국떡 40kg · ㈜효진 마스크 20,000매
· ㈜홍당무 2,000매
· (사)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고추장(2㎏) 25통
· M2M(대표 임기재) KF94 마스크 10,000매
-------------------------------------------------------------------------------

「희망2021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1,130건 429,000,000원의
소중한 성금이 모였습니다.
전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이웃돕기 기부 문의 : 주민복지과 054-950-6232
군민과 함께 만드는 월간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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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게시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이 고령군 교육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2020.12.22.~2021.1.20.
교육발전위원회 이사 및 대의원
곽용환이사장(군수) 100,000 곽봉구 100,000 박길환(이지테크)20,000 서용교 50,000
군청 강기경 10,000 강대희 10,000 강민규 10,000 곽삼용 10,000 권도윤 10,000 권봉기 5,000
권오수 10,000 김건우 10,000 김명신 5,000 김미정 10,000 김선희 10,000 김성필 10,000
김인숙 1,000,000 김정숙 10,000 김정숙 5,000 김정식 10,000 김지원 10,000 김진포 20,000
김해용 10,000 김창호 10,000 나종근 10,000 남중석 10,000 노재창 10,000 도충환 10,000
문장혁 10,000 문현숙 20,000 박다인 10,000 박동판 10,000 박민정 10,000 박수락 10,000
박종휴 10,000 박진호 10,000 박태근 10,000 박현수 30,000 박현자 500,000 배칠환 50,000
설창수 10,000 성기삼 10,000 성기은 10,000 손정미 10,000 손희억 10,000 신미영 5,000
신상진 10,000 심애경 10,000 심재환 10,000 안수자 10,000 안은숙 10,000 유주영 10,000
윤의식 3,000 이귀분 10,000 이동일 5,000 이동호 10,000 이민용 10,000 이상직 10,000
이성철 10,000 이용화 30,000 이재찬 10,000 이정애 10,000 이주관 30,000 이주원 10,000
임기홍 10,000 전용운 10,000 전형채 10,000 정광태 10,000 조백섭 10,000 조재수 10,000
지용천 10,000 최영철 10,000 최용석 20,000 최은숙 10,000 최종범 10,000 최화득 10,000
한수찬 10,000 한진숙 10,000 한혜연 10,000 홍성호 5,000 황오미 10,000
고령군의회
이달호(의원) 50,000
관내 금융기관
곽영호 10,000 김상기 10,000 김경애 10,000 김영덕 10,000 김용욱 5,000 김은수 5,000
박성현 5,000 박정숙(다산우체국) 20,000 백정덕 10,000 양영규 5,000 이성훈 5,000 이용구 10,000
이영주 10,000 이태근 5,000 전영식 5,000 정미선 5,000 조민재 10,000 조송헌 10,000
조숙원 5,000 조용대 5,000
개인 및 단체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2,000,000 고령군산림조합 110,000 고령주물(협) 31,000,000
금천영농조합법인 10,000 다산주민자치위원회 2,000,000 파리바케트경북고령점 100,000
㈜화진스틸 3,000,000 대구은행고령지점 974,000 담엔지니어링 100,000 운수제일교회 100,000
안영숙(고령 LPG충전소) 10,000 홍익부직포 100,000 김하나(문화공동체대가야) 1,000,000
박두익(교육지원청) 30,000 배상우(대창양로원) 10,000 이주현(대가야유통) 50,000
이준호(삼성AND) 10,000 전병도(그린아트) 1,020,000 한윤현(고령문고) 100,000 곽봉구 100,000
곽태수 10,000 김선미 5,000 김영규 10,000 김옥경 30,000 나영완 1,200,000 이준길 30,000
조재우 20,000 진일환 10,000 박재형 5,000 박정희 10,000 김기홍 5,000 강대희 10,000
박길환 20,000 손병화 10,000 심재섭 50,000 양영석 10,000 이남철 100,000 이경환 10,000
이애자 10,000 이영희 20,000 임신옥 5,000 조재우 20,000 최영채 10,000
※ 교육발전기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 : 농협 268-01-004904/ 대구은행 208-05-001222-7 예금주: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 지정기부단체 지정 【2017. 12. 29.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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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시네마 상영 안내 (2월)

※ 영화시간표는 영화배급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가야시네마 홈페이지(https://gr.scinema.org/)를 참고하세요.(☎ 054-954-7053)
※ 영화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철저한 방역은 물론 자체적 위생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