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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변화 속도계, 밀양지도가 확 달라진다.

•삼양식품(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공장신설

                         밀양사람들/특집
•밀양사람들(밀양뮤직클럽 음악봉사단 “투엠씨”/사과꽃에 반해 밀양에 살아요_ 시 노래 가수의 남미경의 밀양사랑)

•민족의 혼이 숨 쉬고 뿌리가 깃든 곳, 천진궁(天眞宮)을 찾아서

▶ 세대수 : 51,489세대

▶ 인구수 : 105,660명(11월 출생 33명)

남 : 51,489명

여 : 54,009명

<2019년 11월 말 현재>

밀양시 통계
04           의회소식
•밀양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열어

•제2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시정소식
•자판기에서 밀양 얼음골사과와 건강을 뽑아 드세요!!

•밀양 과학관 어벤져스, 힘 합쳐

05~06  

                       생활/교육 소식
•공공질서 지키기 캠페인 - 아무데서나 주정차

•MY(Miryang) 요가, 힐링 요가

08~11        문화·행사
•밀양시립박물관, 『김향(金香) 기증작품전』전시 유물 소개

•2020년도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기획공연 안내

07  15~16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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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변화 속도계, 밀양지도가 확 달라진다.

▲ 산업지도-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와 밀양형 일자리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단지 계획승인을 받은 

165만㎡ 면적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지난 9월 착

공했다. 기술과 기업 지원 거점이 될 나노융합연구단

지는 지난해 12월 완공했다. 이곳 안에 들어서 있는 나

노융합센터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외 19개 연구기관, 대

학, 기업이 11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정부는 광주, 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 

상생형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밀양 하남일반산단

을 뿌리산업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해 생산성

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500여명의 신규고용을 기

대하고 있으며,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주물공장 

등 뿌리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 관광지도-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시내권관광벨트 

밀양 관광산업이 단장면 미촌리 일대에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관광 허브로 조성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으

로 변모한다. 밀양 관광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던 숙박시

설과 체험관광의 부족 해결을 위해 조성되는 이 시설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

다. 전체 917,448㎡ 면적에 3천 2백여 억원의 사업비로 리

조트와 18홀 골프장 등이 민자로 추진되고,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반려동

물지원센터 등 6개 사업이 공공분문 시설로 들어선다. 

시내권 관광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영남루랜드마

크화사업으로 영남루 인근을 새단장하고, 의열기념관

과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관아를 연계한다. 아리랑우

주천문대, 국립기상과학관이 내년 상반기에 개관해 아

리랑아트센터, 시립박물관, 밀양어린이대공원까지 시

내권 관광벨트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천문대와 국립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내 최초로 이 두 시설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교

육, 체험, 관광의 핵심시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농업지도-스마트팜 혁신밸리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2022년 삼랑진읍 임천리 일대

에 들어선다.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을 목표로 한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농산업단지로, 밀양은 나노

융합산업과 국립종자원, 부산대학교 생명자원대학 등 

주변 인프라가 탄탄해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이 기대

된다. 47.4ha 면적에 876억원의 사업비로 청년농의 교

육과 경영을 위한 청년보육시설, 임대형스마트팜 등 4

개분야 핵심사업과 기존 노후시설 스마트화, 스마트 

APC 등 3개 분야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밀양 농업 변화의 또다른 한축은 6차산업화다. 생산 

위주의 전통적인 농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공, 유

통, 체험까지 아우르는 농특산물 상품 개발과 판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농민, 농산물공동선별조직, 농협, 대형유통업체

를 조직화해 통합마케팅 기반을 탄탄히 다진 결과, 국

내 대형마트 등 유통판로 개척 실적과, 수출 및 계약재

배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구도심지도-도시재생 뉴딜사업

밀양의 구도심은 전통시장과 영남루, 시내권을 중심

으로 한 내일동과, 구 밀양대 인근의 내이동 동가리 신

작로, 밀양역을 끼고 있는 가곡동이 대표적이다. 

도시개발의 가치가 개발에서 재생으로 옮겨가면서 

현정부는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쟁력을 높이

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밀

양시는 2017년 167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일·내

이동 도시재생사업, 올해 상반기에 374억 규모의 가곡

동 도시재생사업을 확정지으며 새로운 구도심에 활력

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 교통지도-함양 ~ 울산 고속국도 공사 순항,

2024년 개통 예정

함양 지곡면~울산 울주군 청량면를 잇는 144.8km

의 함양 울산간 고속국도가 밀양을 횡으로 관통한다. 

밀양과 울산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운행거리가 69.8km

에서 45.2km로 24.6km 단축, 주행시간이 49분에서 

27분으로 22분 단축돼 연간 1601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밀양과 서부 경남, 호남, 울산과의 거리가 더

욱 가까워져 기업입지에서의 우수성은 물론, 관광산업

도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①경영형 실습장  ②교육형 실습장  ③임대형 스마트팜

④전시체험장  ⑤실증단지  ⑥혁신밸리 지원센터  ⑦유통센터

밀양시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과거 수십년간 더디게 변했던 밀양이 최근 몇 년사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도 곳

곳에 새로운 시설과 사업들을 채우고 있다. 30년 후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50여개의 대형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새

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 나노산단, 농업도시 → 첨단산업도시로의 대전환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체류형 관광을 위한 복합테마 휴양시설

- 스마트팜 혁신밸리, 미래 농업의 첫단추     - 내일·내이·가곡동, 구도심 살려 지역균형 발전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울산, 서부경남, 호남을 더 가깝게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도시재생뉴딜
(내일·내이동,  가곡동)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2023년 개통)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밀양관광휴양단지

밀양아리랑수목원
도래재자연휴양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열기념공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사명대사생가지

밀양 신경제지도
새로운 밀양 미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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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공장신설

 12월 9일, 중견기업인 (주)삼양

식품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에 공장을 신설키로하고 경상남

도와 밀양시가 투자협약(MOU)

을 체결했다.

(주)삼양식품은 내년 6월 공

사에 착공해 2022년 상반기 준

공 예정으로 68,830㎡ 규모에 

1,300 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삼양식품은 라면과 스낵류

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수출물량 

증가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투

자환경을 고려해 밀양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삼양식품 밀양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면 150명 이상의 고용효

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은 부산항과 인접해 물류

비가 기존 대비 50% 절감되는 

등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다. 삼

양식품의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

단지 입주 결정은 이러한 밀양나

노산단의 입지적인 장점이 증명

된 것이라 할 수 있어 단지 조성

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된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지유치팀 

055)359-5832

- 68,830㎡ 규모에 1,300 억 원 투자 계획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개소
지난 12월 19일, 밀양시 

상남면에서 환경부 국립생

물자원관 생물자원증식연

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는 

연면적 1861.63㎡(지상 2

층, 지하 1층)의 공간에 

LED 종합 재배실, 배양

실, 실험실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 특화 자

생생물의 발굴 및 대량

증식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생물자원증식연구

센터의 개소로 중앙정부

와 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 유용 바이오자원의 

효율적 대량 증식 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전

략담당 055)359-5308

낡고 좁은 밀양역 내년 재건축 착수

전국 일반철도역사 중 가장 노후한 밀양역

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 새해부터 추진된다.

지난 12월 10일, 국토교통부 2020년 예

산에 노후철도역사 개량사업으로 밀양역을 

포함한 9개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비 282억 

원이 확정됐다. 밀양역사 재건축 총사업비

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240

억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밀양역사 재건축

은 한국철도공사가 144억 원을 투입하고, 

국토교통부가 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밀양역사는 1982년 12월 28일 준공돼, 건물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

편을 겪어왔다. 밀양역사 재건축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밀양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

과 역세권 부흥은 물론 가곡동 원도심 상권

회복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교통행정과 교통시설

지도담당 055)359-5345

- 추정 총사업비 240억 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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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관계로 전체 내용을 실을 수 없음을 시민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miryang.go.kr) 회의록 및 방송보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내이동 6통 쌍용아파트 건립·입주에 따

른 교통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은 무엇인

가?’(장영우 의원)
장영우 의원은 내이동 6통 쌍용아파트 건립·

입주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장 의원은 “쌍용아파트 준공·입주가 시작되

면 내이신촌1길과 창밀로 진출입로에 도로확

장이 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쌍용아파트 468세대 규모에 

10%정도 입주한 듯 한데 벌써 내이신촌1길 진

출입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 건축과, 도시과에서는 아파트 업체

가 조성한 폭12m 총길이 422m 배후도로 기부

채납만 받고 도로확장 없이 안일한 대처로 내

이동 6통 주민을 비롯한 밀양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창밀로 대로 진출입로에 좌회전 차량

을 위한 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기존 우회전

을 해서 이동하려는 차량은 도로 폭이 좁아서 

좌회전 차량이 이동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

릴 수 밖에 없으며, 신촌1길 도로에 최근 중앙

선이 설치되어 주택, 가게 앞에 차량이 주차되

고 있는 실정으로, 그로인해 중앙선을 넘나들

면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고, 입주자가 증가

되면 특히 출퇴근 시간대라면 교통대란까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주에 따른 세대별로 1대 보다 차량

대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면수 부족으

로 아파트 배후도로 인근에 불법주차 만연 우

려도 되어 밀양시에서는 해결을 위한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다양

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해당 주민과 협의하

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시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시 행정을 촉

구하며 (밀양시 행정은 쇠귀에 경 읽기인

가?)’(허홍 의원)
허홍 의원은 시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시 

행정을 촉구하며"(밀양시 행정은 쇠귀에 경 읽

기인가?)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허 의원은 “거짓말로 변명만 늘어놓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반성하지 않는 권력, 반성하지 

않는 시행정의 태도를 우리시민들에게 진실을 

바로 밝혀야겠다는 뜻에서 다시 발언을 하게 

되었으며, 시행정이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하고 시민들께 용서를 구하

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시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을 갈등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만 밀양의 

화합을 통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야 하며,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시

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솔직하고 정직한 시

행정을 용기있게 보여줄 때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제 우리 밀양시도 공공기관 출자출

연기관 인사검증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

며, 경남도에서도 이미 협의를 통하여 시행하

고 있는 만큼 밀양시에서도 도입하여 불필요

한 오해를 없애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공기

관 직원채용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 ‘중국 한단시와 자매결연도시 추진을 촉

구하며’(정무권 의원)
정무권 의원은 중국 한단시와 자매결연도시 추

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2004년 11월 27일 우리시와 우호협력도시

를 체결한 중국 한단시는 중국의 문화와 예술

의 본고장이었으며, 중국 남북과 수도권 경제

권의 특대 배후도시, 공업과 유통의 중심지로 

급속한 발전 중에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원봉장군과 윤세주열사

를 비롯한 밀양출신 의열단이 조선의용대원으

로 참전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함께 피 흘려 

싸운 역사의 현장이며 한·중간 깊은 동지적 유

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번 총무위원회 

한단시 국외 연수를 통해 밀양시와 한단시가 

항일운동의 역사적 동질성을 계승하면서 자매

도시로 승격된다면 문화와 예술, 경제적 교류

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 상생발전에 크게 이

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밀양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열기념공원을 활

용하여 조선의열단, 조선의용군과 함께 중국 

항일군의 기념사업을 추가한다면 중국 관광객 

유치와 양국 간 민간교류 증진에도 크게 이바

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 한단시 인민정부와 인민대표대

회 주임 등도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간절히 희

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시의 적극

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

연도시로 승격되길 희망하며 두 도시간 역사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마련하여 

중국여행객과 근·현대 역사학자와 학생들이 

밀양을 찾아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밀양시의회 제 215회

제2차 정례회 의안처리 결과
안  건  명 제 안 자 심사결과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원안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호 의원 외 12명 수정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장 수정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밀양시장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밀양시장 원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밀양시장 원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밀양시장 심의보류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밀양시장 수정안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 원안

밀양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열어

밀양시의회(의장 김상득)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제

215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35건을 

처리하였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3억 2,674만원

이 증가한  9,097억 7,671만 3천원으

로 최종 의결되었다. 

밀양시의 2020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도 당초예산 대비 14.96% 증가한   총 규모 

8,045억 7,585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김상득 의장은 2019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에도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희

망과 행복을 드리는 의회가 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이현우 의원은 

‘가곡동 신활력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박진수 의

원은 ’주차난 대책과 공영주차장 운

영 개선과 관련하여‘, 허홍 의원은 

‘특혜성 사업 중단과 공정한 허가행

정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

언을 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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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2019년 지방하천 

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하천정비 평가는 도내 18

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

에 대한 제방정비, 호안정비, 하

천시설물정비 및 하천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춘계(5월), 추

계(11월) 두 차례에 걸쳐 종합적

으로 평가했다.

밀양시는 올해 관내 지방하

천 47개소(L=262.51km)에 대

해 약 84억 3400만 원의 하천정

비 예산을 투입했다. 하천의 노

후 시설물 정비는 물론 유수 흐

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토 

준설, 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하

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

산보호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문의: 안전재난관리과 하천담당 

055)359-5518

하천 유지관리는 밀양시처럼 !
밀양시, 경남도 지방하천 정비 최우수기관 선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밀양시는 2020년부터 밀양

시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을 대상

으로 교복구입비 30만 원씩을 

지원한다.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이고, 전

입생은 전학일 기준 밀양시에 주

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전

입생에 대한 지원은 밀양시 소

재 중·고등학교로 전학 온 1학

년 학생으로, 관내 전입을 제외

한 최초 전입 1회에 한한다.

밀양시 소재 학교 학생은 학교

를 통해 신청하고, 그 외는 주소

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문의: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

055)359-6002

- 딸기, 사과, 감말랭이, 가지, 파프리카

홍콩 시장 본격 상륙 -

밀양의 다양한 우수농산물이 

홍콩 시장에 본격 상륙한다.

밀양시는 12월 18일, 밀양농업 

원예 APC에서 밀양 농산물 홍

콩 수출 첫 선적식을 가지고 본

격 수출을 알렸다.

이번 선적식에 수출하는 물량

은 딸기, 사과, 감말랭이, 가지, 파

프리카 등 1.5t 규모다. 특히, 딸기

는 오는 2020년 3월 말까지 매일 

600kg(1,000만 원상당)을 수출할 

예정이며, 사과 등 다른 농산물도 

수시로 물량 협의를 통해, 2020

년 3월까지 월 3억 원 정도 물량

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적식에 앞서 11월에는 

밀양시와 농협, 농업인들의 적극

적인 노력으로 한인홍(주)과 MOU

를 체결했다. MOU 체결 후 11월 

18일, 딸기와 사과를 첫 수출하고, 

12월부터는 수출 물량도 주 1회 2

파레트에서 매일 4파레트로 대폭 

확대, 품목도 감말랭이, 가지, 파프

리카, 고추로 확대했다.

문의: 6차산업과 6차산업팀 

055)359-7147

밀양농산물, 홍콩시장도 뚫었다

밀양얼음골사과를 자동판매

기에서 빼먹을수 있게 됐다. 

밀양시는 교동 소재 밀양시립

박물관 휴게실에 ‘밀양얼음골

사과 자판기’를 설치해 시범 운

영하고 있다.

사과는 중·소 크기로 가격은 

개당 800원, 1,000원이다. 사과즙

은 속빨간사과즙, 일반착즙사과

즙 두 종류로 용량에 따라 500원, 

600원, 800원에 판매한다.

얼음골사과 자판기는 깨끗하

게 씻은 얼음골사과를 낱개 포

장지에 담아 판매한다. 이용자

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통째로 

사과의 아삭한 식감을 느낄수 

있다. 100% 사과즙은 새콤달콤

한 얼음골사과즙을 1년 내내 판

매한다.

시는 시립박물관 휴게실에서 

시범 운영하고 나서 점차 다른 

장소에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6차산업과 과수화훼담당 

055)359-7143

자판기에서 밀양 얼음골사과와 건강을 뽑아 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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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 밀양시 표충사 가는 길목에 시범판매장 및 홍보관 생겨 -

밀양시는  네트워크사업의 

핵심인 밀양깻잎과 깻잎 가공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 가능성

을 확인하고 판로 확장을 위해 

홍보관을 조성했다.

홍보관 운영의 목표는 봄철

에만 운영하던 기존 판매 사업

장 일부를 연중 운영 가능한 

곳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홍보관은 표충사로 들어가

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봄

철에 미나리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던 만월농원 사업장 일

부를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홍

보관으로 꾸며, 이 지역을 찾

는 관광객을 상대로 밀양시 농

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홍보한다. 

홍보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밀양깻잎과 밀양시 농

산물 가공식품 업체 7곳에서 

생산한 사과즙, 감식초, 깻잎

장아찌 등 30종의 제품을 먼

저 선보인다. 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의 반응을 살펴 더 다양

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6차산업과 6차산업팀 

055)359-7148

‘밀양아라리쌀,’

소비자 입맛 사냥 나섰다.

‘밀양아라리쌀’이 밀양시 공식 농특

산물 쇼핑몰인 ‘밀양팜’과 관내 3곳의 

서원유통 탑마트에서 본격 판매된다.

밀양시는 안정적 생산 유통과 차

별화된 프리미엄 쌀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밀양아라리쌀’을 지역의 대

표 명품 브랜드로 탄생시켰다. 우

선, 생산의 안정성을 위해 2019년 

최고품질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시

범사업으로 92ha의 면적에 집단 계

약 재배로 전량을 생산했다. 품종은 

최고 품질 기능성 품종인 ‘골든퀸2호’

를 선정했다. 이 품종은 밥맛이 우수

하고, 밥 지을 때 은은한 팝콘향이 나

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는 올해 생산한 532톤 전량

을 국내 최대 농산물 가공유통 업

체인 ㈜월드그린과 산동농협RPC

에 납품하여 밀양팜 http ://

miryangfarm.co.kr 에 온라인 서비

스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는 밀양에 있는 서원유통 탑마트 3

곳에서도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해, 

그 동안 관내 판매를 희망해 왔던 

시민들도 손쉽게 지역의 명품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부산, 경남, 경북으로

도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축산기술과 기술보급담당 

055)359-7173

밀양시,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대비 급수대책

밀양시는 겨울철 동절기를 맞아 수도시설 동파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수도관, 계량기 등 상수도 시설의 동파에 대비해 야간 및 토

요일, 공휴일에도 기동 수리반을 편성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기동수리반은 수도 고장 또는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동파계

량기 교체, 동결 수도관 해빙조치 등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

획이다. 

겨울철 동파계량기 및 상수도 누수를 발견하면 밀양시 상하수

도과 누수방지담당(055-359-5411~4) 또는 정수장 (055-359-

5594)으로 신고하면 된다.

- 24시간 기동수리반 운영, 수도시설 동파 민원 적극 대처 - 

밀양 과학관 어벤져스, 힘 합쳐

밀양시와 부산지방기상청은 12

월 17일, 밀양시청에서 ‘국립 밀

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 우주

천문대의 개관 및 운영 협력에 관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개관식 등

의 행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매표 등의 분야에서 양 기

관이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그

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마련을 

위한 실무운영협의회를 구성·운

영하는 것이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은 부산

지방기상청에서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2층 연

면적 2,680㎡ 규모로 건립된다. 

국내 최초로 기상예보관에 대한 

직업 체험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초대형 토네이도, 전향력 체험 

등 기후·기상에 대해 즐기며 배

울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 교육

실 등이 들어선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지

상4층, 연면적 2,856㎡ 규모로 건

립된다. 국내 최초로 ‘외계행성과 

외계생명’에 관한 특화주제를 갖

는 천문대로 천체관측실, 천체투

영관, 전시체험시설, 교육실 등이 

들어선다.

현재, 밀양시는 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를 방문하는 사람들

의 편의를 위한 편의동과 약 110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과 밀양아

리랑 우주천문대는 2020년 상반

기 중 동시 개관할 예정이다. 두 

시설이 개관하면 인근의 밀양아

리랑 대공원, 밀양 시립박물관, 밀

양아리랑 아트센터 등과 함께 영

남권 대표적 과학·문화 체험관광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환경관리과 환경전략

담당 055)35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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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연 중 사전 예약 오픈 실시에 따라 조기 매진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내용은 대관사나 기획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매 및 공연, 전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홈페이지(www.mycf.or.kr) 또는 전화(☏359-4500)로 문의 바람

밀양시립박물관은 기증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전시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통해 우리의 민족 혼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널리 활용
하는 일만이 기증자인 김향 선생의 깊은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증자의 고귀한 뜻을 잘 담아 전수하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김향(金香 , 

60)선생께서 기증한 고미술품 66점

을 한자리에 모아 『김향 기증작품

전』을 2019년 12월 24일부터 2020

년 4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 기증 전시작품으로 추사 

김정희 편지글(簡札), 석운 권동수

의 서예, 임전 조정규의 산수도, 소

호 김응원의 묵란, 소치 허련의 산

수도, 임당 백은배 복록수 삼성도

(福祿壽 三星圖), 석연 양기훈의 

조죽도(鳥竹圖), 소림 조석진 궐어

도(鱖魚圖), 심전 안중식의 산수도, 

소정 변관식의 수준 높은 미술 작

품과 다양한 조선시대 민속공예품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번 기증 작품 중 정재 최우석

의 경연수풍(輕燕受風)을 소개하

고자 한다. 

정재 최우석(鼎 齋  崔 禹 錫 , 

1899~1964)은 서울 출생으로 

1915년 서화미술회강습소 화과(畵

科)에 입학하여 안중식(安中植)과 

조석진(趙錫晋)에게 사사 받았다. 

1921년 서화협회 정회원으로 서화

협회전람회에 화조화, 영모화, 어해

도(魚蟹圖) 등을 출품하였다. 1924

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에 근대적인 

채색화 수법의 현실적 풍경화와 한

국의 역사 인물상 연작으로서 「포

은공(圃隱公)」, 「이충무공(李忠武

公)」, 「고운선생(孤雲先生)」, 「을지

문덕(乙支文德)」 등을 출품하여 입

선과 특선을 거듭하였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의 추천 작가·초대 작가·심사 위원

을 역임하며 역사인물화·도석인물

화·화조화·어해도 등을 출품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이 그림 경연수풍(輕燕受風 )

은 “제비는 바람을 가르며 가벼

이 난다”라는 뜻으로 이백(李白 : 

701~762)과 더불어 중국의 최고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두보(杜甫, 

712~770)가 지은 春歸(춘귀)라는 

시 구절에서 따 온 것이다. 제비들

의 나는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은 

봄바람을 타고 경쾌하게 나는 제비

들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세상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모습이 

엿보인다. 두보의 시 春歸(춘귀)와 

함께 감상하면 더 풍부한 의미를 느

낄 수 있는 작품이다.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함을 표현한

- 경연수풍(輕燕受風)

▲ 정재 최우석 [경연수풍]

자료제공 : 밀양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호 종

春   歸
- 두보(杜甫, 712~770)

苔徑臨江竹

이끼 낀 길은 강가 대나무 숲으로 이어지고

茅簷覆地花

초가 처마 밑에는 온통 꽃으로 가득하네.

別來頻甲子

이별한 이래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갔고

倏忽又春華

돌아오니 때마침 봄이 한창이구나.

倚杖看孤石

지팡이에 기대어 홀로 서있는 바위 쳐다보다가  

傾壺就淺沙

얕은 모래밭에 나가 술병을 기울이네

遠鷗浮水靜

멀리 갈매기는 조용히 물 위에 떠 있고

輕燕受風斜

제비는 바람을 가르며 가벼이 난다.

世路雖多梗

세상사 비록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吾生亦有涯

우리네 인생 어차피 끝이 있으니

此身醒複醉

이 몸 술 있으면 취하고 없으면 깨고

乘興即為家

흥겹게 지낸다면 바로 여기가 내 집인걸

2020년도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기획공연 안내

1. 17.(금)  19:30

5. 1.(금)  19:30

8. 21.(금)  19:30

3. 6.(금)  19:30 4. 3.(금)  19:30

클래식

대 중

클래식

다 원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 조성모, 차지연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국민 가수 주현미 콘서트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밀양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배철우 피아노 연주회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버라이어티 개그 쇼(개그맨 김원효,

             정범균, 박성호, 김재욱, 이종훈 출연)

신년음악회<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

주현미 ‘효’ 콘서트

밀양 클래식 주간Ⅰ<피아니스트 배철우>

쇼그맨

2. 14.(금)  19:30

6. 10.(수)  19:30

8. 22.(토)  17:00

3. 21.(토)  17:00 4. 18.(토)  17:00

연 극

다 원

클래식

연극 연극 무용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개그맨 정태호가 만드는 단 하나의 개그연극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프랑스에서 제작된 미디어아트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융복합 공연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밀양관내 학생들로 구성된 클래식 공연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2019 대한민국 연극제 대통령상에

             빛나는 화제의 연극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소방관이라고 불리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나다.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2020 대한민국 전통춤 무형유산

              특별전

그놈은 예뻤다

명품시리즈Ⅱ<픽셀>

밀양 클래식 주간Ⅱ<밀양 라이징스타 콘서트>

추천연극전Ⅰ<꽃을 피게 하는 것은> 추천연극전Ⅱ<골든타임> 명품시리즈Ⅰ<명무전>

2. 29.(토)  17:00

7. 3.(금)  19:30

10. 8.(목)  19:30

다 원

뮤지컬

다 원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대한민국 댄스뮤지컬의 원조 ‘사랑하면 춤을 춰라’ 시즌2와 

              가수 BMK의 만남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주병진, 박혜미 주연의 환상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장   소 : 대공연장

내   용 : 라이브 비트박스와 비보잉의 만남, 넌버벌 비밥의 새로운

             이름 <셰프>

Let’s Dance CRAZY, and BMK

명품시리즈Ⅲ<뮤지컬 오! 캐롤>

뮤지컬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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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상상 ‘밀양’의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 소개한다.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   상

- 기저귀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내   용

- 기저귀 구매비용 6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86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분기별 바우처 지급)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신   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관할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기간 지원

•문   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체중이 2.5kg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

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내 선천성이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 

•내   용 :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신   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문   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영업신고·등록)로서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종류, 규모에 따라 1종~5종 차등 금액 부과

○ 납세의무자 : 2020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등을 소지한 자   

○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 납부방법

    - 방   문 :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지방세 담당(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 기기)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계좌이체)

    - 전   화 : 밀양시 지방세 납부 ARS 080-331-3030

○ 기타 문의사항 : 밀양시청 세무과 도세담당  ☎)359-5135

2020년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②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③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지원방법 : 현금지원

3. 지 원 액 :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

4. 신청자격 : 연고자 및 이웃사람

5. 문      의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55-359-5179)

만18세~20세 학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시행

○ 사업내용 : 2020. 1. 1. 장애인연금법 제4조 개정 시행에 따라 

만 18세~20세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2019. 12.부터 사전신청을 연중 실시

○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20세 중증장애인 중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기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불가능했던 점이 개정되었고 만18세 연령도래자는 연령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2000년생~2001년생은 12월부터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 가능

○ 장애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

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장애인연금 수급이 불가능함

○ 문의사항 : 밀양시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359-5157)

버스 운임요금 인상 안내

1. 시행일시 : 2020. 1. 10. (금) 00:00               2. 적용지역 : 밀양시 전지역

3. 요금변경 사항                                                                       (단위 : 원)

구    분

기본요금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시가지지역,
10km까지)

(10km~18km) (18~26km) (26km이상)

현금
교통카드
, 승차권

현금
교통카드
, 승차권

현금
교통카드
, 승차권

현금
교통카드
, 승차권

일반인
기존 1,300 1,250 1,700 1,600 2,100 2,000 2,500 2,400

변경 1,500 1,450 1,900 1,800 2,400 2,300 2,800 2,700

중고생
(청소년)

기존 900 850 1,350 1,100 1,600 1,400 1,900 1,600

변경 1,000 950 1,500 1,200 1,800 1,500 2,100 1,800

초등생
(어린이)

기존 650 600 850 800 1,050 950 1,250 1,150

변경 750 700 1,000 900 1,200 1,100 1,400 1,300

※ 농촌지역 : 구간제 요금 적용(단, 10km이하인 경우 기본요금 적용)

※ 교통카드 및 승차권 사용시 할인 적용

4. 버스불편 신고센터 운영

    주간 - ☎ 055-359-5335(밀양시 교통행정과)

    야간 - ☎ 055-359-5450(밀양시 당직실)

공공질서 지키기 캠페인

아무데서나 주정차

흔히 볼 수 있는 갓길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구역입니다.

2중으로 그어진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 안된답니다!

요일, 시간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역입니다.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음

- 흰색 실선 -

-- 황색 점선 -- = 이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가능

5분 이내 정차가능 주정차 절대금지

탄력적 주정차 허용

- 황색 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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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상 담
<상속포기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밀양출장소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

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

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

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

만, 보전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

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

기를 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

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

는 기간 내에도 대위상속등기가 가

능한지 판례를 보면, 상속인 자신

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

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

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

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

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

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

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

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

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4. 4. 3. 

선고 63마54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B가 상

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에서도 A의 대위상속등기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B

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다

면 그에 의해 A가 행한 대위상속등

기는 그 효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

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가 필

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밀양출

장소(시청 서문 부근, 356-5131)로 

내방상담을 하시거나 (국번없이)132

로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답  변

A는 B에 대한 채권이 있으나 B는 재산이 전혀 없는데, 1개월 전 B의 아버지 C가 사망하여 C의 명의로 된 상속임야 1필지가 있으므로, 

A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임야에 관한 대위상속등기를 한 후 그 중 B의 상속지분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가 상

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대위상속등기가 가능한지요?

질  문

밀양 법흥상원놀이 2020년 전승자 1기 모집 공고 

○ 모집인원 : 선착순 00명

○ 자       격 : 관내(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남자 우선)   

○ 접       수 : 1) 일    시 : 2019. 12. 12 ~ 2020. 01. 11(토)까지 

2) 장    소 : 밀양 법흥상원놀이보존회 055) 356-7011(010-3561-5394) 

3) 신청방법 : 인터넷(e-mail) 및 직접방문 또는 우편우송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하는 해넘이

- 2019년 마지막 해, 너를 보낸다

- 밀양 일몰 명소

삼랑진철교 노을

명품십리길 노을

아리랑오토캠핑장 노을

    -. 인 터 넷 : gbs62@nate.com 

    -. 우편접수 : 2020년 01월10일 오후6시 도착분까지

    -. 방문접수 : 매주 금요일 18:00 ~ 21:00,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법사길 77  우)50416

○ 문의전화 :  055)356-7011 (hp 010-356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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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ryang) 요가, 힐링 요가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교수 서 종 순

손요가는 간단한 손동작으로 신경계와 내분비선에 영향을 몸을 제어하고 정신건강을 잘 보전하게 해준다. 요가동작이 어렵다면 손으

로 하는 요가를 잘 활용하면 좋다. 에너지방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회로를 만들어주어 특정한 효과를 증진시킨다. 최소한 2분 이상 손

요가를 유지한다.

손 요가

3. 팔짱 무드라

양손을 가슴 앞에서 엄지손가락은 주먹 안에 넣어 양 겨드랑이 안에 

넣는다. 에너지가 상반신에 머물러 있다가 머리로 흐르게 된다. 뇌

를 건강하게 한다

4. 손가락 끝모음 요가 

손바닥을 무릎에 놓는다. 모든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 끝에 댄다. 

양손은 각각 무릎 위에 놓고 앉는다. 소화와 신진대사에 좋은 효과

가 있다.

2. 쌍주먹 손요가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어 주먹을 쥐고 양손의 손가락 관절들이 

서로 닿도록 하고 주먹을 위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댄다. 마주 댄 주

먹을 배꼽 부위 앞에 놓는다. 두 개의 에너지장이 만들어지고, 에

너지는 손가락의 지점을 지나 전신으로 펴져나간다. 폐의 횡격막, 

흉부 및 쇄골 부위에서 호흡능력이 향상된다.

1. 주먹 손요가

확고한 결심이나 강력한 의지에 도움을 주는 손요가이다. 앉는 자

세에서 손목을 무릎 위에 놓는다.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하고 엄지

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주먹을 쥔다. 상부 호흡기관을 자극하여 폐

의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
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
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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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대인들이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의 ‘멀티 페르소

나’를 첫 번째 키워드로 삼았다. 세분화·양면성·성장

을 고루 포함하며 다른 아홉 가지 키워드를 벼리처럼 

잡아주는 중요한 개념으로, 다매체 시대를 사는 현대

인들에 여러 모습에 집중하며 커뮤니케이션 패러다

임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또 드러나지 않게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5060 소비자를 ‘오팔세대’라고 명명하

고 세밀하게 분석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축이 되어 만

들어가는 ‘업글인간’ 트렌드를 살펴보고, 기업에게 자산이 된 팬심과 덕심으

로 똘똘 뭉친 소비자들인 ‘팬슈머’ 등 2020년 떠오를 이슈를 전망한다.

  제공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담당 (☏359-6025)

책 한 권  생각 한 줌

(11월의 추천도서) •발행년 : 2020

•출판사 : 미래의 창

•서명 : 트렌드 코리아 2020

•저자 : 김난도 외 8명 지음

1월 영어도서관
영/화/상/영

❖ 상영장소 : 밀양시립영어도서관 2층 다목적실

❖ 상영일정 : 매주 일요일 14:00~

※ 음성언어는 영어, 자막은 한국어로 상영

제  목 일자 시간 장  르 등  급

스머프 05일 90분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페이지마스터 12일 80분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새미의 어드벤쳐 19일 85분 애니메이션 전체관람가

제  목 일 자 시간 장  르 등  급

공작 04일 137분 드라마 12세 이상

쿵푸팬더3 11일 95분 애니 전체 관람가

캡틴마블 18일 123분 SF 12세 이상

1월 시립도서관
영/화/상/영

❖ 상영장소 : 밀양시립도서관 (5층 시청각실)

❖ 상영일정 : 매주 토요일 15:00~

※ 상기 상영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체험동화구연 신청 안내

영어도서관 체험동화 신청 받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위한

체험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   용 : 대형스크린의 동화 배경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으로 들어

                 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는 체험 동화구연 프로그램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5:00~5:30, 

                 매주 토요일 오후 1:30~2:00

○ 대   상 : 6~8 세 아동 (★선착순으로 8명, 주1회 신청)

○ 접수처 : 사전 전화 예약 (☎ 055-359-6049~50)

영어도서관 주말 영어책 스토리텔링 안내

★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오후2시

★ 대  상 :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및 가족

★ 문  의 : 영어도서관 사무실(☎ 055-359 6049~50)

▣ 원어민 선생님이 세계 여러나라 이야기책을 소개하고 다채로운 독후활동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외국 전래 동화책을 읽어보아요. 

(“피노키오”중 한 장면)

영어도서관 AR 회원 모집

 《  AR 운영내용  》 

 제13차 AR (영어독서능력프로그램) 회원 모집

영어읽기 테스트 (SR) 를 통해 

본인의 영어독해능력을 파악한 

후 자기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독서퀴즈를 푸는 영어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

AR 이란?

신 청 대 상
영어독해가 가능한 초등 3학년 이상 (2019년 기준)
(초등, 중학생, 성인 60명)

접 수 기 간 2020년 1월 11일(토) ~ 1월 23일(수) 

운 영 기 간 2020년 2월 ~ 6월 (5개월간)

접 수 장 소 1층 영어도서관 종합자료실

문 의 055) 359-6046

20년도 상반기 영어도서관 강사 모집

∼ 상반기 영어도서관 영어프로그램 강사 모집 ∼

영어도서관에서는 2020년 상반기 영어독서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원어민 및 일반 강사를 1월에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1월 16일(목)  ~ 1월 23일(목) 

○ 강의기간 : 3월 3일(화) ~ 7월 18일(토), 10주간 2회

○ 강의대상 : 미취학아동, 초등 1~6학년, 중등 1~2학년, 성인

○ 접수방법 : 영어도서관 사무실에 강사지원서를 직접 제출

                      ※ 지원서양식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영어도서관 ☎359-6046



※본 채용정보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5-359-5598밀양시 기업 채용정보

12 취업/경제

업체명/소재지 전화 직종 모집요건 및 직무내용 인원 임  금

삼강엠앤티(주) /하남읍 391-7020 생산직 후육 강관 제조(2교대 또는 주간근무) 0명 시급 8,350원 이상 / 주 6일 근무 / 중식제공 / 통근버스 / 기숙사

성진화학  /부북면 322-6821 생산직 자동차 부품 제품 검사 및 조립(2교대근무) 2명 시급 8,350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 통근버스

삼진산업(주) /삼랑진읍  351-0259 사무직 매입/매출관리, 거래명세표발행및 세금계산서발행 
4대보험 / 급여 / 퇴직연금관리, 기타 주어진 업무 1명 연봉 2,20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중식제공 / 통근버스

덕인노인전문요양원 /하남읍 391-1253 조리원
노인요양원내 조리실 조리 및 식사준비 / 주방 설겆이(전처리

포함) 등 관련 업무 전반 / 배식관련 업무     
1명 월급 174만원 ~ 230만원 / 주 5일 근무

우주 P&G /산외면  353-6205 생산직 하이샤시 창호 제작 및 조립 업무  5명 월급 174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고려도토(주) /상남면 355-1679  관리 사무원 수.출입 업무 / 전반적인 총무업무 / 회계업무  1명 연봉 2,35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 기숙사

주식회사김선애오병이어 /무안면  352-4744  생산직 누룽지 생산 업무(2교대 근무)  5명 시급 8,350원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 차량유지비 

주식회사 대덕 /산외면  351-3200 납품기사 육가공 배송업무 1명 월급 20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주)이엔에프 /하남읍 391-6500 선별원 건설폐기물 선별 현장 지원, 살수 업무, 1톤 트럭 운전 가능자(수동) 1명 월급 22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KM  /초동면 802-7522 용접원 co2용접 업무 / 경력 (최소 2년 6 개월이상) 1명 월급 250만원 ~ 300만원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의료법인 생명사랑의료재단 밀양
윤병원 /삼문동 

354-2200
(내선5) 간호사 병동 및  인공신장실 중환자실 간호업무

(3교대 근무), 간호사(필수)   5명 월급 25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 기숙사 

주)에스제이/ 하남읍 391-4694 생산직 자동차 부품 및 차체조립 업무 2명 시급 8,350원 이상 / 주 5일 근무 / 중식제공

사)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삼문동 351-0415  사회복지사 회계, 결재, 행정, 인사, 협력기관연계 및 관리, 제공인력 관리 
 이용자 모집 및 상담 등, 사회복지사2급(필수) 자동차운전면허(필수)  1명 월급 180만원 이상 / 주 5일 근무

기본급 기준 상여금 별도 : 60% 

㈜보연엔지니어링 /삼랑진읍 355-6890 사무보조원 캐드 및 캐드캠 이용하여 전산입력 1명 시급 8,590원 이상 / 주 5일 근무 중식제공

밀양시일자리지원센터 359-5598 전화 상담 및 방문 상담 (밀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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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5,500원 / 짬뽕 6,000원
새미4길 46     ☎ 356-1399

경일루

커트 8,000원 / 파마 25,000원
삼문강변로 58     ☎ 355-5239

유나헤어

목욕 5,500원
밀양대로 1801     ☎ 354-3479

월성탕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시고, 알뜰 소비하세요!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한 우수업소입니다.

▶ 1986년 설립 된 고려도토 주

식회사(대표이사: 손완호, 상남면 

밀양대로 696)는 국내 1위 세라믹 

원료 제조업체로서 도자기 원료 제

조 및 내열자기 시장에서 뛰어난 품

질을 인정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 고려도토 주식회사는 창립 

이래 도자기 회사 등에 도토(도자

기의 원료가 되는 고령토질의 점

토)를 공급하다가 10년의 연구결

과 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소재 

배합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흡수 

내열자기(깨끗한 뚝배기)를 개발

하였다. 기존 뚝배기는 본체내부

에 빈 공간들이 존재하여 근본적

으로 흡수율을 가지고 있다. 흡수

율로 인해 사용과정에서 세제 및 

음식물 찌꺼기가 뚝배기 본체 내

부에 침투·흡수하게 돼 음식물 

내부로 재용출될 가능성이 있지

만 해당 제품은 이러한 위생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 깨끗한 뚝배기는 ‘2017 하이 

서울 어워드’를 수상했을 뿐만 아

니라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HIT500’, ‘2017년 이달의 으뜸 

중기제품’과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을 수상하여 상품의 우수성

을 인증받아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세라믹 시장에도 진출하여 선도

적으로 이끌고 있다. 

▶ 고려도토 주식회사는 국

민모두가 건강한 뚝배기 요리

를 먹을 수 있도록 제품 연구개

발에 꾸준히 힘쓰겠으며 뚝배기

를 활용하여 한국 고유의 식문화

(K-FOOD)를 알리는데 앞장서겠

다고 밝혔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5)359-5833

우리지역 향토기업을 소개합니다.

- 고려도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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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을 소개합니다! <11>○ 경영자 : 배규열

○ 농장명 : 꿈이있는 열이농장

○ 주   소 : 하남읍 명례리

○ 주작목 : 딸기

➔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노력,,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남과학기

술대학에서 실시하는 딸기 최고경

영자과정을 1년 동안 다녔고,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농업마이

스터대학을 2년 과정으로 수료하였

다. 수시로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도 방문하여 교육일정을 알아보고 

참석하려고 노력 중이다.

➔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재배기술적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며 충분히 극

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

통판매에 있어서 스스로 개선해나

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개인

브랜드로 차별화시킨 딸기의 가치

를 인정받기 위해 직거래 비율을 높

이고 고객관리 등 온라인 판매를 촉

진해야 하지만 혼자서 일을 하다 보

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족함을 많

이 느낀다. 

➔ 강소농교육을 통한 성과,,

 같은 밀양시에 살면서 딸기농사

를 지어도 알지 못하였던 여러 사람

을 알았고, 서로서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몰랐던 부분에 대한 지식도 쌓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

서 농업경영체가 의미하는 말과 같

이 농업인은 CEO이다. 자신과 농

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가 

정신과 도전정신을 제고시켜 새로

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

델(BM)을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성

과이다.

➔ 앞으로의 계획,,

소비자로 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먹고 사는 것이 농업인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는 직거래를 활성화하

고, 딸기체험농장도 같이 운영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부심

과 보람도 느끼고, 농업소득도 높이

는 것이 목표이다. 

문의: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 

055)359-7152

밀양시는 경영혁신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업 경영체를 선정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보에서는 

강소농 육성사업에 참여한 우수 농가를 소개하고,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가치는 소비자로 부터..

청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장갑 전달’

내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세대 환경정비’ 

단장면 표충사 연등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내일동 새마을협의회, ‘100세 인생 사랑나눔 팥죽데이’

상남면 적십자회 ‘사랑의 빵나눔 행사’

삼랑진읍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하남읍 등불봉사단,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삼문동 풍물패, ‘이웃돕기 성품 기탁’

밀양... 올 한 해도 따뜻했다.

가곡동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초동면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무안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산타가 갑니다.’

산외면 새마을부녀회, 팥죽나눔 행사

부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전기요로 사랑의 온기 전해요’



14 참여 마당

★ 독자 참여마당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원고, 이름, 주소(읍면동까지 표기),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우편(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 시보담당), 메일(myinfocom@korea.kr)로
매월 15일까지 보내주세요. 시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문제를 푸신 후, ★표 자리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하여 
밀양시와 관련있는 단어를 찾아주세요. 이 단어를 우편엽
서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까지 보내주시
면 정답자 가운데 15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2만 원)
을 드립니다.

    우편엽서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밀양시보 담당자 앞 (우50420)

    홈페이지 : 밀양시청 - 시정미디어 - 홍보지
                  - 가로세로 낱말퀴즈 응모하기

축하합니다.(지난호 당첨자)

밀양시보 2019년 

제271호 밀양사랑 

가로세로 낱말 맞추

기에 응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231명이 응모했

고 정답자는 224명 

이었습니다.

<지난호 정답> 사명대사

▶ 출제자 : 안  은  진

박진형(삼문동), 김봉조(초동면), 안형진(내이동), 김지은(가곡동), 

이채영(내일동), 박문석(삼문동), 이이호(삼문동), 문혜진(상남면), 

김혜신(교   동), 김경숙(삼문동), 최우혁(상남면), 박희훈(삼문동), 

정순주(내이동), 이호열(부북면), 이경순(상동면)

<가로열쇠>

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기호 ‘@’를 가리키는 말.  4. 혼
인 전에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  6. 2019년 밀양
의 재선충 피해 ○○○는 전년 대비 38% 감소함. 재선충
의 피해를 입는 나무.  7.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  10. 산
후조리용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민물고기.  12. 유죄를 선
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
어 주는 제도.  14. 거주지를 옮기고 관할 관청에 그 사실
을 알리는 일.  16.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18. 사물
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  20.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  
21. 예로부터 왕의 상징으로 여겨진 상상의 새.  22. 밀양
시립박물관에는 밀양의 ○○○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많
은 유물이 있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고 변해 온 역사.
<세로열쇠>

1. 몹시 센 고집을 동물에 비유한 말. ≒ 쇠고집.  2. 바느
질할 때 손가락에 끼는 도구.  3. 잘 때 몸을 덮는 침구.  5.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허옇게 담근 김치.  8. 학교를 상징
하는 노래.  9.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11. 궁지에 몰렸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는 사람. 
예) ○○○ 작전.  13. 좋은 운수를 만나 일이 뜻대로 잘되
는 사람.  14. 2022년 삼문동과 내이동을 연결하는 새로
운 다리가 설치되면 시내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
○됨. 앞날을 내다봄.  15.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16. 지휘자가 지휘할 때 쓰는 막대기.  17. 어깨를 나란히 
함.  19. 바닷가.  20.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파는 
일. 예) ○○ 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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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본·듯·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창/작/가/사를

보내주세요!!
매월 주제에 맞게 밀양아리랑 창작 가사를 만들어 우편엽서 또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1월 16일까지 응모해주
시면 우수작품 5개를 선정해 온누리상품권(2만 원)을 보내 드립니다.

우편엽서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밀양시보 담당자 앞 (우50420)

홈페이지 : 밀양시청 - 시정미디어 - 홍보지 - 밀양아리랑 창작가사 공모

축하합니다.(지난호 우수작) 박정수(내이동), 김현정(삼문동), 박정덕(안성시), 손보미(부산진구), 손귀분(내일동)

< 12월 주제 : 새해 >

한  장    두  -  -  장        뜯  어    내  -  -  니         일      년 이  -  후  -  딱   -
내  년    달  -  -  력        열  두    장  -  -  에         설     렘 이  -   가  -  득   -

굳  은    결     심               작  심    삼      일              후      회  -  -  막  -  -    급 
행  복    한     일               좋  은    일      만              그      득  -  -  하  -  -    길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  가  났  -  -     네
아    리  아    리  랑        쓰    리  쓰    리  랑         아  라    리  -  가  났  -  -     네

아      리     랑                고      개          로          날      넘  -  겨   주  -  -     소
아      리     랑                고      개          로          날      넘  -  겨   주  -  -     소

11월 우수 작사가 박정수(내이동)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새학년이 시작되어 분주하게 보내는가 싶더니 어느새 

12월이다. 

도서관에서 해맑은 아이들을 만나며 봉사한 지도 벌써 2년째다.

5학년, 2학년 둘이나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뭔가 학교에 도움이 

되고 싶어 큰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일이다. 평소 수줍음도 많고 내성적이

라 망설임이 많았지만 다행히 좋은 이웃과 더불어 같은 날 봉사하게 되

어 한시름 놓았다. 

매주 화요일이면 바쁜 걸음으로 종종거리며 학교 도서관 문을 열고 꿈

나무들을 만났다. 반짝이는 두 눈들을 보면 마음이 늘 즐거웠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기

도 했다.  하지만 엄마가 학교 오는 모습에 기운이 나는지 자주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는 아들과 딸의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에 ‘힘들어

도 내년에 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학교는 꿈과 사랑을 가꾸는 학교 교육 목표처럼 많은 학생

들이 도서실에서 책에 흠뻑 빠져 꿈을 가꾸는 것 같아 도서정리를 하면

서도 늘 뿌듯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특성화교육의 일환인 

선비학습체험 중 가족문화탐방은 가족간에 대화의 장을 연결하는 디딤

돌 역할을 한 것 같다.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이지만 모르고 지낸 곳이나 

인물이 참 많았다. 어렵다고만 생각한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큰 아

들을 보며 나도 덩달아 역사 서적을 읽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다.

어느 광고의 문구에 “당신은 학부모입니까, 부모입니까?”라는 물음

을 들을때 나는 과연 어느쪽일까 생각하며 망설여질 때가 많았다. 하지

만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 보다 바른 인성속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문득 방정리를 하다 10년 전에 적어놓은 일기장을 읽으면서 지금은 

다자라 성년이 되어 가고 있는 듬직한 아이들 뒤로 나의 그림자를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해본다.

쏜살같이 흐른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도 물흐르듯 즐거운 삶을 

향해 달려간다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 김 미 정(부북면)

담장이나 지붕이 나직하여

옛집이 낯선데

마당가를 따라

과꽃 채송화 맨드라미  

장독을 닦는 엄마가 있는

풍경만은 그대로다

가난을 느끼기에

너무 환했던 마당

꽃무늬 생활한복 엄마가 

바지랑대 끌어 세우며 

산등성이를 지나는 흰 구름에

얼굴이 머물 때면 

온 세상이 다 환했고

넉넉한 그 품은

여섯 큰 고비 쉬이

지탱해 주었다

잊힐 일인가 느림도 멋인 걸

재봉틀 숯다리미 디딜방아

장독대 지키며

다행히 엄마가 그 집에 산다

앞치마 두르고 

식탁에서 책장을 넘기다 문득

손때 묻은 그 장독대에 서서 나도 

밀랍 인형으로 살아있고 싶다

엄마가 사는 집
황 해 령(삼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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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밀양사람들 코너에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제보자 이름, 주소, 연락처,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우편(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 시보담당),
메일(myinfocom@korea.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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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람들

취재 : 밀양시보 편집위원  송 문 희

취재 : 밀양시보 편집위원  박 종 수

밀양뮤직클럽 음악봉사단 “투엠씨”(회장 

신익기)는 2011년 음악을 좋아하는 8명의 회

원으로 창립되었다. 남천강변의 작은 음악

실(박순진 전 회장 제공)에서 소규모로 시작

하였으나, 뜻을 함께하려는 회원들이 33명

으로 늘어나면서 삼문동에 위치한 50여 평

(165.3m²) 되는 공간을 임대하여 옮기게 되

었다. 이곳 연습실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어 

언제든 회원들이 가능한 시간에 들러 자유

롭게 연습할 수 있고, 모두 회원들의 개인 악

기로써 드럼을 위시하여 다양한 악기가 반

짝이고 있다. 회원들은 모두 생업에 종사하

고 있으면서 틈틈이 밀양시 사회단체의 기

념행사에도 공연을 하고, 요양원 및 소외계

층 행사에는 재능기부를 하는 등 기쁜 마음

으로 음악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발전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매년 2

회 해천에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회원들은 시민들과 함께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긍지로 삼고 있

으며, “투엠씨”의 일원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

각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공연할 

수 있도록 뮤직클럽이 자체 운영하는 봉고

에는 항상 악기가 실려 있으며, 여러 가수들

도 회원으로 등록하여 완전한 공연팀을 이

루고 있다. 그동안 용궁사의 ‘정월초하루 해

맞이’ 행사를 필두로 ‘산내면 정월대보름 달

집태우기’, ‘밀양시 외국인근로자 축제’, ‘느

티나무 한마당 대축제’의 식전공연, ‘단장면 

감물리와 인도 찌아찌아마을의 자매결연 기

념’ 행사,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쁨 나눔’ 행

사 등 무수히 많은 행사를 통해 밀양시민들

과 함께하였다. 특히 노인보호시설을 찾아 

음악봉사를 할 때면 “살면서 음악봉사하게 

된 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

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뿌듯해 한다. 

그리고 각종 행사 참여와 요양원 재능기부 

횟수가 늘어나자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해 새 임원진을 회장 

신익기, 총괄감독 하해병, 사무국장 한정미 체

제로 개선하여 대외 활동의 바쁜 일정을 차분

히 꾸려가고 있다. 누구든 음악봉사를 원하는 

곳은 한 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적어도 보

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한다. 500명 이

상의 야외공연도 가능하다는 “투엠씨”의 일

정표에는 한 해 동안 공연한 기록과 연말의 

계획이 가득하게 적혀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음악봉사를 즐기며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회

원들의 마음처럼, 저물어가는 2019년의 태

양이 더욱 따뜻하게 빛나고 있다.

얼음골옛길 81은 산내면 남명리에 

있다. 길 이름 속에는 어떤 보물이 추

억처럼 숨어있을 것 같다. 이곳「사과 

꽃피는 저녁」찻집에 들어서면 작은 

문화공간을 만나게 된다. 아담한 잔디

밭에는 시화들이 전시되어 있고 옥상

으로 오르는 계단에도 시인들이 직접 

쓴 시들이 붙어 있다. 시를 따라 옥상

에 오르면 산자락에 다닥다닥 붙은 집

과 사과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 시 노래 가수 남미경 씨가 

산다. 그녀가 밀양과 인연을 맺은 것

은 15년 전 밀양과 창녕의 문화행사

에 참여하여 시 노래를 부르면서부터

이다. 울산이 고향인 그녀는 어쩌다 

밀양사람이 되었냐는 질문에 ‘여기에 

오면 그냥 고향처럼 좋았어요.’라며 

무엇보다 사과꽃에 반했다고 사과꽃

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래서 찻집 이

름도 「사과 꽃피는 저녁」이다. 

이렇게 외딴 곳에 차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있냐는 물음에 ‘어디 차를 마

시러 이곳 까지 오겠어요? 찻집이라기 

보다는 문화공간이죠. 사과꽃를 좋아하

고 시를 좋아하고 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감하고 공감하는 공간, 그

리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죠.’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를 사랑하고 

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

는다고 한다. 멀리서는 서울, 여수에서

부터 가까운 울산, 창원까지 다양하다. 

그녀의 시 노래는 밀양보다 타 지역

에 먼저 알려졌다. 2013년에는 울산에

서 열린 대한민국고래문학제에서 예

술상을 수상하였고, 울산문화예술회

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또 각

종 문화 예술 행사 초청으로 300차례 

이상 공연을 하였다. 그리고 밀양에서

도 작년부터 매년 7월이 되면 해천 야

외무대에서 시 노래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2018년 12월 10일 KBS

창원 방송국의 문화산책(시처럼 노래

처럼 - 시 노래가수 남미경 편)에 출연

하여 밀양 얼음골사과를 알리고, 이병

곡(밀양문학회장) 시, 황동진 작곡 ‘내 

몸은 광야를 떠돌아도’를 소개하고, 밀

양의 독립 운동 테마거리와 의열기념

관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음반을 3집이나 발표한 중

견가수다. 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트로

트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거나 

케이팝(K-pop)으로 주목받는 가수는 

아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랑을 노래하

고, 문화를 노래하고, 역사를 노래하

고, 잊혀져가는 소중한 것을 노래한 

시들은 모아 노래를 부른다. 

읽고 감상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시를 ‘듣는 시’로 다가오게 한 그녀는 

음반의 제목처럼 <맑은 눈빛 그냥 그

대로>, <사랑하면 보인다>, <어머니

의 고래>를 노래한다. 

온통 사과밭으로 둘러싸인 동네, 4

월이면 사과꽃 향기에 취해버리는 동

네, 가을이면 꿀 먹은 사과가 연지를 

바르고 새색시처럼 익은 얼굴을 내밀 

때까지「사과 꽃피는 저녁」은 생기를 

불어 넣는다. 

사과꽃이 좋아, 사과꽃에 반해 밀양

사람이 된 사람, 올 봄엔 사과꽃 흐드

러진 얼음골옛길81에서 어떤 시 노래

를 들려줄지 이제 막 겨울인데 벌써부

터 내년 4월이 기다려진다.

밀양뮤직클럽 음악봉사단 “투엠씨”

사과꽃에 반해 밀양에 살아요_ 시 노래 가수 남미경의 밀양사랑

▲ 밀양시 외국인근로자 축제에서 공연

▲ 밀양불교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행사 공연

▲ 시 노래 가수 남미경



‘밀양시보’에서는 밀양의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구석을 찾아서 탐방할 계획이다. 거대한 역사적 의미나 중요한 

인물 중심으로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밀양의 옛사람들이 지난하게 살아왔던 흔적과 애환의 뿌리가 

남아 있는 곳, 꼭 알리고 싶은 아름다운 비밀의 그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제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과 추억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밀양의 구석구석으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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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밀양시보 편집위원  장 창 표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이즈음엔 누구나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 희망, 

목표, 결심이라는 단어들을 한 번

쯤은 생각해 본다. 

밀양에서 태어나 밀양아리랑을 

부르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영남

루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남루 누각에 오르고도 

가까이에 있는 천진궁을 몰랐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우리나라 3대 누각의 하나인 영

남루(보물 147호) 마당 윗쪽(서북

쪽)에 위치한 천진궁(天眞宮)은 

1652년(효종 3년) 밀양 부사 김응

조가 창건하여 전패(殿牌-왕의 초

상 대신 ‘殿’ 자를 새긴 객사의 목

패)를 모시던 공진관(拱辰館-전

패를 봉안한 객사)을 1722년(경종 

2년)이 단청을 올려 대덕전(大德

殿)이라는 현판을 걸고는 우리나

라 개국 시조인 단군의 영정과 위

판(位版-나무로 만든 지방)으로 

고조선 88왕을 모신 다음, 좌측(동

쪽) 벽에 부여 77왕, 고구려 27 왕, 

가락국(가야) 10왕, 고려 32왕의 

시조 왕위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우측(서쪽) 벽에는 신라 55왕, 백

제 30왕, 발해 14왕, 조선 27왕의 

시조 왕위를 봉안한 궁(宮)이다.

이곳은 1894년(고종 31년) 동

학농민운동 때에는 일본 헌병대가 

강점하여 한민족의 얼과 혼을 말

살하기 위해 우리 백성을 가두는 

옥사(獄舍)로 사용됐다. 더구나 

1910년 경술국치 때에는 전패가 

땅에 묻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

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샘)이 

있다.’ 개천절(10월 3일) 노래의 

첫 구절이다. 올해가 고조선 개국 

4353년이다. 1952년 고장의 뜻있

는 인사(人士) 500여 명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주체의식을 높이

기 위해 단군봉안회를 결성했다. 

1953년 처음 봉행한 개천대제에

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하

는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에

는 이시영 부통령과 신익희 국회

의장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모았

다. 그날 기념으로 심은 느티나무

가 아름드리나무로 커서 현재 천

진궁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곳의 제례는 음력 10월 3일

(고조선 개국일)의 개천대제(開天

大祭), 음력 3월 15일(단군의 붕

어崩御-임금이 세상을 떠남)의 

어천대제(御天大祭)로 전국에서 

단군 영정과 위패, 8개국 개국 시

조(왕)의 위패가 모셔져 봉헌(奉

獻)하고 있는 곳은 우리 밀양 천

진궁이 유일하다. 

1957년 대대적인 수리와 함께 

대덕전을 천진궁으로 바꾸고, 출

입문(일주 삼문)에는 만덕문(萬德

門) 현판을 걸었다. 만덕문은 대종

교경전의 하나인 ‘삼일신고(三一

神誥)’ 천훈(天訓)의 “계만선 문

만덕(階万善 門万德)”에서 인용

됐는데, 천(진)궁은 온갖 선(善)의 

계단과 온갖 덕(德)의 문(門)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길(吉)하고 상서

(上瑞)로운 공간으로 이곳에 들어

가려면 많은 덕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58

년 중앙에 사단법인 ‘단군숭녕회’

가 설립되면서 밀양의 단군봉안회

는 1961년 ‘단군숭녕회’로 개칭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진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식 팔

작지붕의 조선 후기 건물로 1974

년 12월 28일 경남지방유형문화재 

제117호로 등재됐다. 

예로부터 정월 초나 집안의 길

흉사가 있을 때 천진궁을 찾아 고

(告)했다. 특히, 객지로 떠날 때는 

예(禮)를 올리며 어디를 가던 단군

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민족과 인류를 위한 

큰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

(正月)이다. 정월이란 음력으로 

일 년 중의 첫째 달을 일컫는데, 

적어도 한 해의 시작만큼은 마음

을 바르고 굳건히 해보자는 의미

로도 해석할 수 있다. 1925년 노

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작

자 버나드 쇼(G. Bernard Shaw)

의 묘지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

게 끝날 줄 알았다.”

올 정월에는 우리 민족의 혼

(魂)이 숨 쉬고 반만년 뿌리가 깃

든 천진궁의 숨결을 찾아 자신의 

삶을 되새겨 보는 것도 뜻깊은 일

이 아닐까 싶다.

민족의 혼이 숨 쉬고 뿌리가 깃든 곳    - 천진궁(天眞宮)을 찾아서 -

▲ 단군 어진 ▲ 단군 동상

▲ 천진궁 내부

▲ 만덕문(출입문) ▲ 천진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