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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의 
여름캠프



본 소식지에는 포천서체(포천막걸리체, 오성과 한음체)가 사용되었습니다. 포천서체는 2014년 9월에 개발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 부터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 인쇄매체 등 다양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천서체를 유료로 양도하

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문의 : 포천시 홍보감사담당관 ☎ 538-3019

캠핑여행

캠핑장에서 느낀 낭만

얼마전 동료들과 캠핑을 간적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챙겨 오라

는 몇 가지 물건만 챙겨 일행보다는 조금 늦게 캠핑장에 도착했다. 

먼저 아기자기한 텐트들이 나를 반겨왔고, 음식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나에게 손짓해 왔다.

여름이라 저녁 7시임에도 날은 아직 밝았다. 이제 막 어스름이 내

려 앉아 왔다. 맑고 청하 하지만 진한 바다색의 하늘이 한여름임

에도 시원한 선선함으로 다가왔다.

챙겨온 장비를 내리고, 음식 앞으로 앉았다. 동료들과 그리고 동

료들의 아이들과 맛있게 익은 고기, 소시지, 새우 등을 이야기를 

나눠가며 먹었다. 아이들은 한껏 신이나 낮에 물놀이 했던 이야

기를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

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편에는 모닥불이 타

닥타닥 따듯한 불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늘은 벌써 어둑하였지만, 환희 빛나는 달과 별들이 하늘을 수놓 

았고, 캠핑장은 밝게 빛나는 랜턴들에 텐트의 오색빛깔과 맞물려  

은은한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한여름임에도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한껏 기분을 고조  

시켜,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모닥불 주변에 둘러 앉아 못 다한 이

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낭만에 흠뻑 

젖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왠지 캠핑에 매력에 흠뻑 빠진 거 같다. 

  포천시 (홍보감사담당관)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캠핑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 새로움을 선사한다. 새로움을 찾는 욕구는 불과 몇 년 사이 팬션

에서 캠핑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다양한 캠핑 마니아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한창 팬션이 유행 했을 때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캠핑에 대

한 매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탄강 비둘기낭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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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혈산 캠핑장 http://phm.kr/ 031-532-2172 일동면 성장로 397

금동산야 cafe.daum.net/gumdongc 010-5248-7913 신북면 금동리 277-4

썬오브캠핑장 www.ssg4763.co.kr 031-542-5420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 14

명성산글램핑 http://cafe.naver.com/yunsongfamily 010-5137-0089 영북면 산정호수로 1017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 blog.naver.com/seoulcamp9 관인면 북원로 371-115

천보산자연휴양림 캠핑장 www.allkorea.co.kr 031-538-3342 원동교길 309 (동교동)

맑은물소리 캠핑장 damteocamp.com 010-5308-9838 관인면 담터길 123

아프리카 갤러리 캠핑장 http://cafe.naver.com/africacamping 010-7121-7325 신북면 깊이울로 167

수목원 맛있는 글램핑 www.dglamping.com 010-5246-6202 소흘읍 직동길 28

깊이울 달빛 캠핑장 www.gipiuldalbit.co.kr 010-3695-6512 신북면 깊이울로 204

포천계곡캠핑장 www.계곡캠핑.com 010-9477-5880 이동면 금강로 6304

포천이동생태공원 캠핑장 http://cafe.daum.net/Idong-park 031-538-4552 이동면 장암리 613-1번지

넓은마당 캠핑장 http://cafe.naver.com/bigarden 031-535-9107 이동면 화동로 2530

청담 관광농원 http://cafe.naver.com/dotoricamp 010-3228-5651 화현면 명덕리 10-14번지

명덕 관광농원 http://cafe.naver.com/dotoricamp 010-3228-5651 화현면 봉화로 400-150

자일랜드 www.jailland.com 070-7760-0393 영북면 호국로4350번길 154-188

위크온 글램핑 http://blog.naver.com/weekon9 010-3136-6472 이동면 늠바위길 201-3

포천 베어스 글램핑 파크 www.bearsglamping.com 010-8866-7769 내촌면 금강로 3009

광릉솔개캠핑장 www.kscamping.co.kr 031-544-1260 소흘읍 광릉수목원로779번길 120

즐거운 나들이 캠핑장 www.즐거운나들이.kr 010-8739-9514 가산면 우금6길 64

아이에프에이 캠프 운악 http://www.campunak.co.kr/ 010-3746-8245 화현면 금강로 3806-80

추동캠프 http://blog.naver.com/wonhe11 011-2011-2043 창수면 포천로2811번길 194

광릉숲 이야기 관광농원 http://cafe.naver.com/foreststory2014 010-5694-7994 소흘읍 직동길 44

닥박골 휴양림 www.dakbakgol.com 010-5379-3811 신북면 깊이울로1길 48-17

대회산 캠핑장 http://cafe.naver.com/nangcamp 031-531-3315 영북면 대회산길 79-89

백운오양골 캠핑장 www.oyangcamp.co.kr 031-536-5565 이동면 화동로2457번길 92

도리돌 캠핑장 도리돌캠핑장.com 010-9874-2120 이동면 화동로 2464

산마루 캠핑장 cafe.daum.net/sanmarucamping 010-2250-5942 이동면 금강로 6584-20

산정호수 가족글램핑 www.산정호수.com 031-532-6135 영북면 산정호수로 399

운악레저타운 http://www.woonak.co.kr/ 010-8866-0261 화현면 화동로432번길 26

계곡과소나무 캠핑장 www.cwpension.net 010-4842-2689 일동면 무리울길 299

캠핑라운지 http://www.campinglounge.com/ 010-4761-1145 이동면 성장로1289번길 155-76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http://www.pcss.kr/ 031-538-3362 영북면 비둘기낭길 108

353캠핑 353camping.com 031-535-2250 영북면 산정호수로 1004

몬테비얀코 http://cafe.naver.com/montebianco 010-5221-2724 이동면 늠바위길 181

포시즌스 오토캠핑장 www.campingresort.co.kr 031-535-8585 신북면 탑신로 1259-68

도마치 캠핑장 http://도마치캠핑장.com/ 010-3341-6101 이동면 화동로 2316

깊이울마을 야영장 031-533-5155 신북면 심곡리 774-1 방아텃골 관광농원 010-6218-2373 일동면 길명리 398-8

나무아래 010-5223-3068 소흘읍 광릉수목원로874번길 50 나마스떼 010-8559-6333 신북면 청신로 571

대청마루 물소리 011-224-5500 관인면 담터길 239 백운힐링 캠핑장 010-3280-1009 이동면 포화로 320-1

삼정 관광농원 010-9732-0068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207 낭만가족 캠핑장 010-5340-6243 신북면 지동길 199-10

약사계곡 캠핑장 031-536-5424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 14-2 HJ글램핑 010-2916-3456 이동면 화동로 2440-34

이동계곡 캠핑장 031-542-5419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 14-1 수원산오토캠핑장 031-535-4308 군내면 청군로2985번길 50-29

카라반 캠핑장 031-542-5420 이동면 금강로6263번길 12-1 산정레이크RV리조트 010-8761-5251 영북면 산정호수로 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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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포천선’은 기존 운행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

장하는 사업으로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의정부시 민락지구, 

양주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송우지구와 대진대학교, 포천

시청을 연결하는 29km의 노선이며, 사업비는 1조 8,076억원 

규모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투자를 효율

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

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는 도봉산~포천선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전철연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 등의 사전절차 이행,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꾸준한 노력을 하였다.

2010년 7월에는 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3개 단체장이 공

동으로 전철유치사업 촉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기

획재정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건의하였다.

2011년 11월에는 향후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기초자료로 국

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2012년 9월까지 「포천

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여 경제적 타당

성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철도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1개월 간 전개하여 총 41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자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포천

시를 비롯한 경기중북부 지역의 전철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강

력하게 건의하고 계획 반영을 주장하였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선’이 신규

착수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포천시에서 그 동안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의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경기북부 지역 

전철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서명운동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여 중앙정부의 공감대를 이

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봉산~포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일 뿐으로, 전철을 유치를 위

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포천시에서도 전철유치 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전략사업과)

- 도봉산~포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확정 고시 -

시민과 함께 만든   철도망
지난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확정·고시되어 발표되었다.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이번 구축계획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봉산~포천선’

이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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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동양 최대 규모의 승진훈련장과 영평사격장 등 9개소의 군부대 사격장이 산재하여 그 총면적이 부천시의 면적(53.44k㎡)에 이른다.  

수 많은 군부대와 탄약고, 비행장 등 군사시설과 46,000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 최전선의 요충지로서 잦은 사격훈련과 군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밤낮없는 사격훈련과 군사작전은 도비탄과 오폭이라는 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 많은 군사시설은 시민의 재산

권을 침해하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돌봄이 절실하다.

포천시민 , 국가의 특별한 돌봄이 절실하다...

밤낮없는 군사작전과 사격훈련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수 많은 도비탄과 오폭사고는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에는 

10차례의 도비탄과 오폭사고가 발생하여 팔뚝만한 포탄이 인

근 주택의 안방까지 날아든 바 있다. 사격장 인근 시민들은 소

중한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도 때도없이 날아 다니는 비행기의 소음은 시민들의 생활불

편을 넘어 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까지 불가능하게 할 정

도이다. 또한 수 많은 군사시설로 인한 군사보호구역(230.19 

㎢/ 시 전체의 27.8%)은 시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심각하

게 침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지

난 60여년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온 몸

으로 받으며 살아온 포천시민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

지 못하는 위태로운 삶을 극복하고자 오늘도 집단항의와 시위

라는 방법으로 국가의 돌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양상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군사격장 피해대책지

원부서인 민군협력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우선 시에서는 시민들이 주한 미군이나 우리 군에 요

구할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한미협력협의회와 관군협력협

의회 등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군 관

련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같은 처지에 있는 철원군과 공

동용역 MOU를 체결하고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

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

군에 공여되었거나 공여된 주변구역 중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2차 주한미군 발전

종합계획에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주장이 반

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미군 간에 한미 친

선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현안문제에 대응해 

가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활

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군사시설과 훈련 등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와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

력하고 있으며, 「군 소음법 및 군사 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

한 법률」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전

국의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의 깊은 상처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여야 할 의무가 있고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인내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해 온 포천시민의 경우

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포천시민과 사격장은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을 갈망하고 있다.                                         

포천시 (자치행정과)

군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한 포천시민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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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용인시청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

두고 결승전에 진출한 포천시민축구단은 김포시민축구단을 상

대로 전반 득점 없이 후반으로 이어진 가운데 첫 골은 김포에

서 터졌다.

김포시민축구단 주명규 선수가 후반15분경 세트피스 상황에

서 헤딩골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포천의 계속적인 공격이 

이어진 가운데 후반 35분경 포천시민축구단 문진규 선수의 천

금 같은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1:1 무승부 이후 연장까지 

득점 없이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에 돌입한 두 팀은 선축을 한 

포천이 6:5 상황에서 포천의 골키퍼인 최안성 선수가 김포의 

마지막 킥을 멋지게 선방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전국체전에 도대표로 처음 출전하게 된 포천시민구단은 K3리

그 최강을 자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선

발전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전국체전과는 인연이 먼 

듯했다. 하지만 이날의 승리로 포천시민축구단 관계자는 “경기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최선을 다해 뛰어준 선

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경기도 대표 선발전 통과가 어려

운 만큼 우승까지 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는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포천시민축구단이 오는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제97

회 전국체전 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포천의 명성을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포천시민축구단은 2016년 K3 정규리그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14경기 12승 1무 1패로 승점 37점을 기록하며 당당

히 1위를 사수하고 있다. 

  포천시 (문화체육과)

● 15라운드 경기
   - 일  시 : 2016. 8. 20.(토) 17:00 

   - 상  대 : vs 화성FC  

   - 장  소 : 포천종합운동장

● 16라운드 경기
   - 일   시 : 2016. 8. 27.(토) 17:00

   - 상   대 : vs 평창FC

   - 장   소 : 평창종합운동장

포천시민축구단이 지난 6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경기도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포천시민축구단 창단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로 오는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제97회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었다. 

2016 포천시민축구단 K3리그 8월 일정

 오는 10월 충남 전국체전 출전 !
경기도 축구대표! 포천시민 축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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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올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6월말부터 7월중순까지 3

번 실시한 백운계곡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500개체수/

ml이하) 보다 월등히 낮아 관광객이 안심하고 놀기에 적합함이 

증명 되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백운계곡은 2009년 4월 환경부에서 지정된 물놀이 지역으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물놀이객이 이용하는 계곡인 만큼 철저

한 수질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9월에는 월2회, 7~8월에

는 주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분변 또는 병

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사고 및 피부병 예방 등 수질의 안전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대장균이며,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

고기준은 대장균 500개체수/ml 이하 이다.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최저 37개체수/ml, 최고 290개체수/

ml, 평균 115개체수/ml이며, 최고수치마저도 기준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기에 적합한 청정계곡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9월까지는 수질조사

를 계속 실시하여 포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

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포천시 (환경관리과)

■ 백운계곡, 물놀이지역 수질검사 결과 매우 안전

지난4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10대 민천식 부시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민천식 부시장은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4

년 경기도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선정한 존경하는 간부공무

원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재직하는 동안 도시관리계획수립, 도

시개발사업 및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바른 공직관을 

바탕으로 직무에 충실해 타 공무원에 귀감이 되고 있다는 주의 

공직자의 평이 따르고 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에 걸쳐 

시정주요업무를 받고 포천시 부시장으로써의 공식행보를 본격

적으로 시작한 민천식 부시장은 시민중심행복도시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천식 부시장은 2002년 부천시 시설사업소장, 2009년 부천

시 맑은물청소사업소장, 2012년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

장, 2013년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을 역임했다. 재임 중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도지사표창을 3차례 수상했으며, 2005년도에

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포천시 (홍보감사담당관)

■ 제10대 민천식 부시장 취임



포천경찰서는 7월 20일부터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

를 위하여 사고다발 구간이었던 국도43호선 축석검문소~여성

회관입구사거리 16.9km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조정한다.

그동안 국도43호선은 포천시의 주요간선도로로써 1일 6만 여대

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

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포천경찰서는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포천 만들기 일환으로 

국도43호선 속도 하향을 위해 포천시, 도로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과 협조하여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포천시 관내 모든 국도에 대

하여 속도하향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포천경찰서

■ 43번국도 호국로 최고제한속도 하향 조정 

포천시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과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개선에 대한 시민홍보 등을 위해 관내 10개 공공기관 관용차 배

출가스 무상점검을 2016년 7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6월 포천경찰서 및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 배출가스 무

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정경유차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온 포천시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관

내 10개 공공기간 차량 261대에 대해 기관별 2회, 휘발유 차량

의 경우 공기과잉율,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고 경유 차

량의 경우 매연을 측정하여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점검한 후 개선을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내에서 매연차량(승용차,화물차,건설기계 : 굴삭기,페로

이다,지게차,덤프트럭,트레일러 등) 발견시에는 120콜센터 및 

포천시 환경관리과에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불편신

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편신고를 할 수있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점검 후 적합판정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

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개

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하면 1회 60만원, 2회 80만원, 3

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차량의 운행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포천시 (환경관리과)

■ 공공기관 등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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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포천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5

월 16일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중에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구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사가 입원 병

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업

무(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를 보조하는 행위를 수행하며 입원

환자에 대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자의 간병을 간호사가 담당하면 전문적인 간호로 의료의 질

이 향상될 뿐 아니라 간병 비용에 대한 개인부담도 줄어드는 

등 장점이 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포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오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포천시의회는 7월 1일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였다. 이에 정종근 의원이 의

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으로는 류재빈 의

원, 이명희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정종근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면서 개인적인 기쁨과 감회에 앞서 16만 포천시

민 대변자의 역할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의정활동을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보다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

린 의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

린다”며,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

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제117회 정례회에서 포천선 광역철도 조

기추진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의안을 상정하고 의결

하였으며, 이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되 있는 제119

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토교

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도봉산·포

천선 광역철도’사업을 우리 시에서 제시한 합리적이고 타당

한 근거에도 그 추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진하

게 되었다. 이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10년 이

내 신규 착수 사업 광역철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양주구간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 각종 규

제와 군부대 사격장으로 피폐해진 포천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

추진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촉구 특별위원회」는 현재 장암역

까지 운행 중인 7호선을 장암역>민락지구>고읍·옥정지구>송

우지구>대진대>포천시청까지 29km 연장 계획인 ‘도봉산·포

천선 광역철도’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 마련 방안을 세우고, 중앙

부처 및 관련 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

단, 경기도 등)에 포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포천시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포천시의회

포천선 광역철도 조기추진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포천시의회 의원

의         장     정종근 538-2500

부   의   장     류재빈 538-2503

운영위원장     이명희 538-2509

의         원     서과석 538-2506

의         원     이형직 538-2504

의         원     윤충식 538-2505

의         원     이원석 538-2508

의         원     이희승 53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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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소식



| 청려장은 왜 건강과 장수의 상징인가?

중국 후한 때 유향이란 선비가 심야에 지팡이로 땅을 치자 불

빛이 환하게 일어났다 하여 이름 붙여진 청려장은 1년생 잡초

인 명아주의 대로 만든 지팡이를 말한다. 청려장은 과거 통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지팡이라 해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이 

‘조장(朝杖)’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

수의 상징으로써 알려져 왔다. 현재 정부는 이 전통을 이어 매

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게 

청려장을 지급하고 있으며, 창수면에서는 노인공경의 ‘효’를 

더함으로써,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 창수면 행복 만들기 사업인 사랑의 효 지팡이 사업

창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행

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랑희 효 지팡이인 청려장을 만들

어 창수면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드려 어르신 공경의 효 사상

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남는 지팡이는 일반인에게 판매

도 하는데, 발생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서

고 있다.  

행복 만들기 사업인 사랑의 효 지팡이 사업은 마을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의 고령화 지역이며, 임

야를 제외한 농경지가 9.86k㎡에 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

인 창수면의 특징을 잘 살린 효 사상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려장이 만들어 지는 과정

청려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기에 

맞는 작업을 한다. 밭을 일구어 거름을 주고 포트에서 자

란 명아주를 심고 적당히 자란 명아주에 지지대를 설치, 

끈 묶어주기, 가지치기, 상순치기를 하며 지팡이 용도에 

맞게 잘 자란 명아주를 채취한 후, 양잿물에 삶아 표피를 

제거한 후 건조작업을 거쳐 사포 및 니스 작업을 마쳐야 

비로소 훌륭한 지팡이가 완성된다.

근래에는 사랑의 효 지팡이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

라 창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효사상을 자연스럽

게 가르칠 수 있는 근사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건강하고 

밝은 포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창수면사무소*이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효  사상을 몸소 실천하며 배우는 체험공간’ 

  창수면 ‘사랑의 효 지팡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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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이야기 |

명아주라는 1년생 풀의 줄기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인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진  청려장(靑黎杖)을 아시나요? 



부모님 모시고 치과에 가볼까요?
“작은 엄마! 이가 많이 흔들려서 씹을 때 불편해요~ 이 좀 빼주세요~ ”    “치과에서 이를 뽑아야지.. ”
 “치과 무서워요~ ”   “어? 그럼~ 실로 할머니한테 빼달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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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조카가 이가 흔들린다며 이를 빼달라

고 했다. 할머니는 흔들리는 이를 실로 묶더니 조카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하곤 순식간에 아이의 이마를 툭! 쳐 이를 

뽑아내신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가족들은 한참을 무허가 의

료행위라면서 “하하하” 웃음 지었다. 

어렸을 적 치과에 대한 추억들은 하나씩 갖고 있지 않은가? 치

과 가기 무서워 떼쓰거나 했던 적 말이다. 지금도 치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곤 한다.

왜일까? 어렸을 때는 단순한 치과 치료의 두려움이 치과 가기

를 꺼리게 했다면, 세상 물정 알아가는 어른이 되어서는 ‘헉’ 

소리 나는 치과 치료비용이 치과 가기를 주저하게 한것은 아닐

까? 어른이 되어서도 치과 치료는 아픔도 주지만, 경제적 고통

까지 같이 주어 우리를 덜덜 떨게 하곤 한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다!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

상으로 하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본인 부담률 

50%) 적용이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 어르신까

지 확대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그것이다! 

그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ㆍ하악(위ㆍ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평생)는 정해진 시술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부분 틀니를 보험급여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

술비의 약 53~65만 원만 부담하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시술받

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비용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다

른 치료의 경우 30%만 본인부담 하면 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래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은 65세 

이상 대기 수요자 및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중·장년

층에게는 분명 희소식일 거라 생각된다.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은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 중 하

나이니 말이다. 

어릴적 자식을 위해 항상 신경 써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해 보

며, 부모님은 혹시 치아 때문에 속 썩고 계신지는 않은지 한번 

돌봐 드리는 건 어떨까? 예전과 다른 한결 가볍고 즐거운 마음

으로 치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번)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

 시민기자 신인순

[틀니·임플란트 가격 및 본인부담금] 출처 - 보건복지부
(’16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1악당＊)

치과임플란트

(1개당)레진상 금속상

가격(수가) 1,071,680 1,242,660 1,303,810 1,235,720＊＊

본인부담금(50%) 535,840 621,330 651,900 617,860

* 1악당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

** 행위료 1,055,72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 생활정보



어르신들
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올 여름은 기후 변화 등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보일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인지 요즘 뉴

스를 보면 연일 폭염특보를 보도하는 기상예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통 폭염이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를 말한다. 폭염특보는 주의보와 경보

로 나뉘는데, 주의보는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경보는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

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 된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지럼증, 무기력증, 구토, 두통 등의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열사병 발생 후 즉각적

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룰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른신들에게서 위와같은 증상들은 물론, 이로인한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는 폭염 특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폭염에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폭염 대비 행동요령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물을 자주 마십니다. 

      -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니다. 

     ※ 신장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물을 마십니다.

❖ 시원하게 지냅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착용).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은행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무더위 시간(12시~17시)대에 밭일 등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로 연락합니다.

      - 119, 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폭염 대비 행동요령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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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

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4)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발

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기준이 무

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의자의 경우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에 의해 형사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아 피의자

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

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는 강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5조는 강력범죄 외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의 증거가 있다면 국

민의 알권리 보장, 기타 공익 등을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 통증이 있거나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뒤쪽으로 내려와 

발과 발가락까지 통증이 있을 때 의심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좌골신경(궁둥뼈신경)이 손상되거나 

압박되어 염증 반응이 일어나 통증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이상근

(piriformis muscle)이라고 하는 근육

이 비대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이상근

은 고관절의 움직임에 많이 관여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근막통증증후군 또는 

근육 경축에 의해 비대해 질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이 좌골 신경통은 하부 요통

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요추염좌, 

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추신경뿌

리병증 등과 감별해야 합니다.  

좌골신경통의 진단은 주로 의사의 신

체 검진으로 진단하나 정확한 감별을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

흉악범 얼굴을 왜 
가리는건가요?

좌골신경통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이 재 현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 병 국

법률칼럼

건강칼럼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

다. 최근 경찰청은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일관된 기준을 적

용하기 위해 △잔인성(사체훼손·토막 

등) 및 중대한 피해(사망·중상해) △충

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알권리·재범

방지·범죄예방) 3개 유형으로 '체크리

스트'를 만들었고 일관성을 위해 각 시·

도 지방경찰청에 꾸려진 신상공개위원

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신상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법원의 1차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개하도록 결정이 된 경우 경찰 출입 

또는 현장검증시에 피의자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

로 자연스럽게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

니다. 

습니다. 좌골신경통의 치료는 우선 보

존적 요법(대증요법)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의 약물요법이 가능하고, 물

리치료도 병행할 수 있으나 초음파를 

이용해 이상근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의 스

트레칭이나 등척성 운동(매달리기처럼 

근육의 길이 변화는 없이 단지 긴장만 

초래하는 운동)을 환자에게 교육하여 

꾸준히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이상근의 힘줄을 절제하여 좌골신경을 

감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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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생태관찰로 체험 동민 걷기 대회
· 일    시 : 2016. 9. 3(토) 7:00 ~ 10:00

· 장    소 : 포천체육공원(포천시 신읍동 108-2)

· 참 여 인 원 :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코    스 : 포천체육공원~신북면경계 아트교인근(왕복 약5km)

· 문    의 : 포천동사무소 (☎ 538-4752)

상하수도 요금 통합고지 
· 시 행 일 : 2016. 8월 고지분 부터

· 대    상 : 포천시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

· 내    용
- 상하수도 요금이 당월분과 체납분이 합산되어 통합고지

-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총6종에서 1종으로 통합 

· 문    의:상하수과 (☎ 538-3440, 344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 기    간 : 2016. 7월~8월

· 단 속 장 소 :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30여 시설  

-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장애인업무시설, 병원 등 

· 단 속 내 용 : 계도조치 및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여부 확인 후 

· 문    의 : 노인장애인과 (☎ 538-3237)

포천시 마을세무사 운영 
· 운 영 기 간 : 2016년 6월 ~ 2017년 12월

· 내    용 :

-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가 무료 전화 세무 상담

· 포천시 마을세무사 지원현황

성 명(사무실) 사무실 소재지 연락처

장중진 세무사(마이 홈택스) 소흘읍 송우로 75 ☎ 070-8638-8610

임승우 세무사(천지세무법인) 소흘읍 송우로 75 ☎ 031-532-7272

신영균 세무사(세무법인다올) 소흘읍 송우로 75 ☎ 031-544-9141

· 문     의: 세정과 (☎ 538-2181, 2182)

※  영세주민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

· 추 천 기 간 : 2016. 8. 1 ~ 10. 31 (최종선정 2016. 3월 예정)

· 추 천 대 상 : 사회적으로 헌신·귀감이 되는 경기도민

· 추 천 방 법

- 일반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접수

   · 서    식 :  도청 홈페이지 →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배너

   · 우    편 : 1644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31-8008-2229

   · e-mail : ilvljy@gg.go.kr

   · 방문접수 :  경기도 자치행정과, 포천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거 주 요 건 : 일반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문접수

-  수사장 결정시까지 경기도에 계속해서 10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도민

· 문   의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 8008-4090)

2016년 근로복지공단 융자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

- 월평균 소득 239만원(세금 공제전) 이하 근로자

· 신 청 서 접 수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 828-3032)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
· 기    간 : 2016. 12. 15(목)까지

· 대    상 : 지역발전을 원하는 누구나

· 내    용 : 민간전문가 활용 컨설팅 지원

7.12 오후 7시 창수면사무소에서 ‘체험농가 클러스터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민간전문가 활용 지원사업(2016년도 국토부 공모선정)의 

일환으로 6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민주도 농가활성화를 위한 

과정이다. 

· 문    의 : 도시과 (☎ 538-2377)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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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아트밸리 공개관측행사
· 행 사 명 : 달과 목성, 토성의 만남

· 일    시 : 8. 6(토), 8.13(토) ~15(월) / 저녁 7시 ~ 9시

· 장    소 : 아트밸리 내 조각공원

· 참 가 비 : 무료(아트밸리 입장료낸 관람객)

· 내    용 

- 천체망원경을 통한 달, 목성, 토성 관측

- 휴대폰을 이용한 달사진 촬영

- 달사진 포스터 배부

· 문    의 :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 538-3487)

포천아트밸리 주말 과학체험교실
· 행 사 명 : 여름방학 맞이 과학체험교실 운영

· 일    정 : 7.16 ~ 8.21(토, 일요일) / 12회

· 시    간 : 14:00, 15:00 / 2회

· 장    소 : 천문과학관 3층 과학체험교실

· 대    상 : 관람객 중 초등학생 이상 신청자(선착순 20명)

· 참 가 비 : 무료(아트밸리 입장료를 낸 관람객)

· 내    용 : 회전 별자리 판 만들기, 입체 천체 투영기 만들기

· 문    의 :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 538-3487)

제1회 비만예방 디자인 공모
· 공모주제 :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

· 공모 부문 및 응모자격

   - 웹  툰 : 전국민

   - 포스터 : 청소년부(초·중·고등학생), 일반부(만19세 이상)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2016. 7. 25(월) ~ 9. 9(금) 18:00

    - 당선작 발표 : 2016. 10. 5(금), 개별통보

· 이메일접수 : leeej3@nhis.or.kr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동의서 1부, 응모작품 JPG파일(10MB이내)

웹 툰
크기 가로 최대 960pixel, 세로 제한 없음

형식 10컷 이상(스크롤 형식)

포스터
크기

❶ 컴퓨터그래픽프로그램을 이용한 파일:

  297*420mm(3,508*4,961 pixel) A3 size

❷ 직접 그린 그림 : 4절지(394*545mm) size

형식 자유

※ 반드시 출품작품에는 건강보험공단 로고 삽입(홈페이지 다운로드)

※ 단, 1차 선정작에 한해 원본파일(AI, PSD, 제작실물 등) 제출

· 시상내용 : 

구분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웹    툰 200만원 각 150만원 각 70만원

포스터
일반부 150만원 각 100만원 각 50만원

청소년부 100만원 각 70만원 각 50만원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 540-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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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궁무진포천뉴스’검색 후 설치

무궁무진포천뉴스 앱으로 확인하세요!

● 무궁무진포천뉴스(news.pcs21.net)는 우리시의 보도자료와 홍보영상, 시민기자단이 참여해 

  만들어낸 다양한 콘텐츠가 수록된, 포천시 대표 홍보매체입니다.
 

● 이제는 앱(Application)설치로 어디서든 무궁무진포천뉴스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지면으로 발행되는 

  무궁무진포천 소식지와 이메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포천소식

● 소소한 생활이야기,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PC버전에서 ‘참여마당/참여하기’)

 → 우리시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도 공유하고 선정된 분에게 드리는 소정의 원고료도 받아보세요!

●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시정소식을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해 주세요!

 - SNS로 포천시 소식 받기

+ 포천시 함께 만들어 가요! +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pcs21/app

‘무궁무진포천’ 검색 ‘소식받기’

페이스북
www.facebook.com/newspcs21
‘포천시청’ 검색, 페이지 ‘좋아요’

트위터
twitter.com/lovepcs21
‘포천시청’ 검색, ‘팔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