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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

(직경 10cm)

목초액

화구(25x25cm)
배기구(직경 10cm)

연통을 배기구에 꼽되, 연통 하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밑에 목초액받이통을 묻어 둔다.숯의 재료가 되는 탄재는 길이 90cm x 직경 50cm

화구 주변에 벽돌이나 다른 기름깡통으로 입구를 만들고,

드럼통 전체를 흙으로 덮는다.

탄재는 드럼통 상부에 쌓고, 

밑불용 장작은 드럼통통 하부에 쌓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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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淘沙   

遼寧省文化建設協會 祕書長 张翼

沈水正潺潺，                   

来客欢颜，                     

传承礼义有德山。              

箕子遗风今尚在，               

续写文缘。                     

苹果恁甘甜，                 

沐浴温泉，                     

礼山好客似尼山。               

劫后白鹮飞半岛，               

荷映家园！       

파도가 모래를 씻는다   

	 	 요녕성문화건설협회	비서장		장		익

깊은	물이	졸졸	흐르며,

오신	손님	얼굴	모두	환하고

그들	모두	덕산의	예의를	계승했네

기자1	선생이	남긴	미양풍속	지금도	남아있어

회답으로	우리들의	인연	계속	만들고자	하네

사과는	상당히	달고	시며

온천물에	목욕하고	나니

예산	귀한	손님	마치	공자	같구나

힘든	일	마치고	

흰	학	반도를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예산군도	힘차게	비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箕子(기자) : 본명은 서여(胥余), 상나라 28대왕 문정(태정)의 아들. 

미자, 비간과 더불어  ‘은말삼인(殷末三仁)’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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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회전교차로 이렇게 이용하세요!



23

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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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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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일시 : 2017. 9. 27.(수) 14:00 ~ 17:00

•장소 : 예산종합운동장 윤봉길체육관

•행사내용

    - 기업과 구직자간 현장 면접 실시

    - 취업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및 취업 상담

    - 직업체험 등 취업관련 이벤트 부스 운영

•참가방법

    - 구인기업 : 2017. 8. 1 ~ 8. 31.까지 예산군청 경제과로 참가신청

    - 구직자

        ・ 행사당일 행사장을 방문하여 희망업체에 이력서 제출 및 면접 응시

        ・ 이력서, 증명사진 2매,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문의 :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82)

2017년 예산군 일자리박람회가 열립니다 
군민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기업에게 좋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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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청소년증 하나로 교통카드 기능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만 9세~18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

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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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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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과세개요

•과세기준일 : 2017. 8. 1.

•납기 : 2017. 8. 16. ~ 2017. 8. 31.

•납세의무자 및 세율 (지방교육세 10% 포함)

   -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11,000원

   -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55,000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군내에 사무소 및 사업소를 둔 법인 : 55,000원 ~ 550,000원

•주요 납부 방법

   - 은행 CD/ATM기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인터넷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하여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고유가상계좌로 납부

   -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한 납부

   - 은행계좌 자동이체신청에 의한 납부 : 납기말일 오후 6시 이후 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신청에 의한 납부 : 23일 카드승인

•문의 : 재무과 부과팀(041-339-7367) 및 각 읍・면 주민생활지원(재무)팀

2017.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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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장기기증 등록장소 - 관내 병・의원,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기증 등록방법

- 등록기관(접수창구)에 직접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자필 서명

- 우편, 유선 등록 :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신청서 출력 → 우편/팩스 발송

- 인터넷 직접등록 : 사전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접속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제한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와 타인의 강요에 의한 경우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제비 지원

구 분 대 상(1) 우수상(2) 장려상(2명) 비 고

상 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