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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장선이 5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여기 세종특별시는 벌써 여름입니다. 그리운 고

향 기장도 그런가요?

여름을 재촉하는 이맘때쯤이면 고향의 푸른 바

다는 샛바람으로 옷깃을 움켜쥐게 만들곤 했습니

다. 미역 말리는 아낙들과 주변에서 미역귀를 먹던

아이들, 눈 감고 맡으면 확 풍겨오던 갯내음도 모

두가 그립습니다.

고향의 어르신들과 선후배님께 지면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 것은 도시철도 기장선이

2012년에 국토교통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드

디어 기획재정부의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쁨을 고향의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기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장군

이 제 고향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저 또한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에 작은 힘을 보탰기 때문입

니다.

그 밑바닥에는 물론 새벽부터 찾아오는 기장군

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3월에는

이틀을 연달아 찾아오셔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

더군요.

한번은 제가 군수님이 실수로 두고 간 41번째 수

첩을 택배로 보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

인지라 수첩을 넘겨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도시철

도에 대한 고민과 만날 사람, 해결 방법 등 절절하

고 생생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

기에다 11만6천명이 서명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기장군민 청원서에서도 고향의 열기를 느낄 수 있

었습니다.

도시철도는 지역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기장발

전의 견인차는 도시철도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한

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지만 기

장군과 지역 주민들의 지금과 같은 열정과 노력이

라면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도시철도 기장선 유치가 최종 확정될 때까

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늘 그리운 기장에 이

렇게 경사스런 일로 인사를 드리게 돼 정말 기쁩니

다.

세종시에는 지금 바람이 붑니다.

고향 기장도 그런가요?

골목길을 뛰놀다, 엄마에게 혼나 땅을 보며 길을

걸을 때 문득 느껴지던 그런 달달하고 감미로운 기

장의 바람이 사무치게 그리운 날입니다.

지역 어르신과 선후배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

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릲도시철도는

기장의미래입니다릳 안석환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릫 릮

12만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인 릫도

시철도 기장선릮이 가시화되자 기장

군청에는 릫열정이 기적을 울리다릮라

는 감격에 찬 현수막이 걸렸다. 5월

27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자문회의 결과 도시철도 기장

선이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철도 4호선(미남~안평)을

기장읍까지 연결하는 릫도시철도 기

장선릮은 앞으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

사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5년 착공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30여차례 중앙

부처를 방문하며 도시철도 기장선

에 사활을 걸었던 기장군수는 릲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기장군과

자랑스러운 12만 기장군민의 힘만

으로 해냈다. 마지막 관문인 한국개

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

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젖 먹던 힘까

지 다하겠다릳며 릲이 또한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힘으로 기필코 이뤄내

모든 길은 기장으로 통하는 시대를

열겠다릳고 말했다.

경제성 부족(B/C 0.783)과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보

류됐던 도시철도 기장선 조기 건설

을 위해 기장군은 2012년 4월 부산

대산학협력단에 예비타당성 기초조

사 용역을 직접 의뢰했다. 용역 결

과 노선을 일부 수정해 경제성(B/

C 1.215)을 높이는 한편 도시철도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분담하기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서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은 급물살

을 타게 됐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이 맞물려

2012년 10월 16일에는 부산시의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관련자료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

출했다. 이어 2012년 12월 24일 국

토해양부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사

를 거쳐 릫국토해양부 2013년 상반

기 예비타당성 신청대상사업릮으로

확정돼 기획재정부로 제출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기장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를 직접 찾아다니며 사업의 시급성

과 당위성을 알리기에 주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지

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를 방문한 횟수만도 30여차례에 달

한다.

기장군은 도시철도는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우리군 특성상 경제성의 논리

를 떠나 비상대피수단 확보차원으

로서도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원전

주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4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됐

던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

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정부의 지

원이 절실하다는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또 올해 1월에는 릫도시철도 기장

선 건설 염원 전군민 서명운동릮을

전개했다. 총 11만6천명의 서명 자

료를 기장군수와 이장단 협의회 회

장단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도시철

도 기장선에 대한 군민들의 열기를

중앙부처에 고스란히 전하기도 했

다.

이런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노력

의 결과로 릫도시철도 기장선릮은 5월

27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

정되기에 이르렀다.

기장읍 오신마을 김인권 이장은

릲기장군에서 나서서 도시철도 기장

선을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다

들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군민들은 오늘이 올 걸

믿었다. 믿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

다릳며 릲그동안 애쓰신 군수님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기장군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릳고 말

했다.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이 건

설되면 각종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 등을 위한 대중교통망이 확충

되고 방사능 비상사태(적색비상)

가 발령될 경우 10㎞권역내의 주민

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수단

이 돼 기장발전을 100년 앞당길 것

이라 내다봤다.

앞으로 기장군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방

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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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3년 6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군과 12만 군민의 열정이기적을울리다
릫도시철도 기장선릮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장군에서 발행하는 기장군보 릫 릮이

군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995년 9월 25일 창간호에서 2013년 6월 212호에

이르기까지 지난 18년간 군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기장군보 릫 릮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문입니다.

주위의 훈훈한 미담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는

직접 작성한 수필 등의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정성껏 취재하고 게재하겠습니다.

제보 : 군보편집실709-4071~5

팩스 : 709-4079 이메일 : chunbo@korea.kr

믿을 수 있는 군정소식 릲기장군보에서만나세요릳믿을 수 있는 군정소식 릲기장군보에서만나세요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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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어르신한마당축제(이하 한마

당축제)가 5월 12일 4천여명의 어르신들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장체육관에

서 개최된 한마당축제는 새마을운동기장

군지회(지회장 구광웅)가 주관하고 기장

군, 기장군의회, 고리원자력본부가 후원

했다.

이날 행사는 릫多함께 해孝릮라는 슬로건

아래 릫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

이 효자되어 섬기겠습니다릮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장군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

족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노인 위상을

재정립하고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

써 오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자 이같은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고 밝

혔다.

개회식에서는 임성덕(기장읍), 박진성

(장안읍), 이광수(일광면), 양순자(정관

면), 윤명자(철마면) 씨가 모범노인으로

기장군수상을 수상했고 이어 김길덕(기

장읍), 정민수(장안읍), 김연자(일광

면), 정은선(정관면), 정한원(철마면)

씨가 효행자로 기장군수상을 수상했다.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새마을지회장

상에는 박란수(기장읍), 한순애(장안

읍), 손필호(일광면), 김봉자(정관면),

박순애(철마면)씨가 수상했다.

구광웅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회장은

개막식 인사에서 릲존경하는 어르신과 기

장군민 여러분들을 1년만에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뵙게 돼 반갑다릳며 릲정성껏 자

리를 마련했으니 오늘 하루는 모든 근심

과 걱정을 내려놓고 함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오전 뽀빠이 이상용 유랑극단 공연에

이어 점심 식사 후에는 박터트리기, 치어

리딩 공연, 스포츠댄스 공연과 실버노래

자랑이 펼쳐졌다. 특히 뽀빠이 이상용 유

랑극단 공연이 시작되자 어르신들은 옛

노래에 취해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부대행사로는 기장사진동호회의 영정

사진 남기기, 기장군보건소의 건강관리

홍보, 기장군미용협회의 미용 봉사활동

이 펼쳐져 많은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었

다. 기장군은 올해부터 노인을 더욱 공경

하는 의미에서 릫노인한마당축제릮를 릫어르

신한마당축제릮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17회 어르신한마당축제로 릫多함께 해孝릮

지역발전위해애써온어르신들께감사

소나무재선충병항공방제실시

5월28일부터 3차에 걸쳐 확산 방지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어르신한마당 축제.

일제강점기 때 부산 항일학생의거(일명

노다이사건) 주동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기

장 항일운동가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도

윤(李道胤) 지사(志士)가 향년 90세로 지

난 2월 25일 별세했다.

이 지사의 영결식은 4월 28일 국립대전

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숙히 거행됐고 애국

지사1묘역에 안장됐다.

1922년기장읍동부리 195번지에서태어

난 이 지사는 기장초등학교(23회)를 나와

1940년 11월 21일 동래중학 졸업반인 5년

(당시는 5년제였음)에 재학 중 학생 1000

여 명이 참여한 항일시위를 주도하고 일본

군 대좌의 관사를 습격했다. 이후 대구형무

소에서 8개월을 복역했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

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이 지사는 릲대

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을 기대한다릳는 말을 남겼다.

유족은 부인 김정자 씨와 아들 배성굛배

혁씨 등 2남 3녀.

기장의 마지막 항일운동가 릫이도윤 志士릮

국립대전현충원에영원히잠들다

4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이도윤 지사의 영결식 모습, 둘째 아들 이배혁 씨가 봉

안함을 들고 있다.

기장군은 5월28~29일 1차 항공방제에

이어 6월18일부터 7월10일까지 3회에 걸

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

방제<사진>를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

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

에 맞춰 지난 5월28~29일에 1차방제를 실

시하고 ▲2차는 6월 18~19일 ▲3차는 7월

9~10일 등 약20일 간격으로 총3회에 걸쳐

기장군 거문산, 백운산, 함박산, 철마면 안

평리 일원 549ha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는 릫치아클로프

리드액상수화제릮로 꿀벌이나 물고기, 누

에 등의 생육 및 환경에 큰 피해가 없으

나 혹시 있을 피해에 대비하여 방제시행

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릲항공방제 구역과 그 외곽

2km 이내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방제기간

전ㆍ후 방봉을 금해주고, 양어장 급수, 가

축방목 등을 금해주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 4월부터 소나무 재

선충병이 확산되자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의 달 맞아 뜻깊은 시간 가져

기장읍직원무료경로급식소봉사

기장읍사무소 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무료경로급식소에서 점심식사

배식 및 청소 봉사 활동<사진>을 펼쳤다.

기장읍에는 현재 기장군 여성단체협의

회에서 운영하는 기장읍 경로식당과 기장

군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장노인

복지관 경로식당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기장읍장과 직원들은 5월 14일에는 기장

읍 경로식당을, 5월 15일에는 기장노인복

지관 경로식당을 찾았다. 양일간 무료급식

소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배식과 뒷정리 등

을 도왔다. 기장읍 직원들은 배식을 직접

해보며 무료경로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가까이에서 공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풍성한대접에깊은감동

김 영 복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회장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마다 우리

노인들을 위해 큰잔치를 베풀어 주시

는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핵가족

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자기 부모를 등

한시하는 작금의 안타까운 오늘날 노

인들을 위로하는 좋은 날을 잡아 풍성

하게 대접하며 하루를 즐겁게 베풀어

주신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 구광웅

회장님, 기장군 새마을 최영애 부녀회

장님, 새마을운동기장군협의회정태우

회장님을 비롯한 각 읍면동 새마을운

동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우리 기장군

노인들에게 생일과 같은 분위기를 만

들어 좋은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많

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노인들도 사회에 모범이 되는

노인이 되어야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

합니다. 칭찬받는 노인이 되려면 적게

아프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기장군

은 노인들이 대우받고 편안히 쉴 수 있

는 효를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살

기 좋은 곳입니다.

항상 건강에유의하시고오늘과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365일 지속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

만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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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아직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나요?

룗민원24룘는 1년 365일 24시간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을 이
용하여 신청굛열람굛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정부민원창구 룗민원24룘www.minwon.go.kr 는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 개 념 : PC 등 온라인을 활용한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 창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수수료 혜택

○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열람 등 총61종

○ 수수료 감면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발급 등 총64종

○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서비스 제공

- 수수료 부과 민원 560여종에 대해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가능(1원=1포인트)

2013년 6월 3일(월요일)

광업굛제조업조사 실시

2012년 기준 광업굛제조업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굛제조업 부문 사업체가 대상입

니다. 우리군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약 280여개 입니다. 2013년 6월 13일 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오니 기장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문항 : 13개 항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창설연월 ④소재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조직형태 ⑦종

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⑧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⑨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

비와 관리비 ⑩유형자산 ⑪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연간품목별 임가공(수

탁제조)수입액 ⑬재고액

□ 이 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광업굛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굛평

가, 기업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 활용,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평가 자

료로 활용됩니다.

□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합니다.

(인터넷조사 병행 ☞ http://kostat.go.kr/survey/mm에서 좌측 인터넷조사 배

너 클릭)

□ 조사대상

광업굛제조업부문에서 2012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며 조사기준일 2012

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또는 수행한) 종사자 10

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13. 6. 13 ~ 7. 18 매년 1회 실시

기획감사실(709-4031)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공개감사 실시

□ 감사사항 예고

○ 예고시기 : 2013. 5. 27(월) ~ 2013. 6. 5(수) ▷10일간

○ 예고내용 : 감사대상, 시민감사요망사항 제출요령, 결과통보 등

○ 예고방법 : 시굛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언론매체 등에 보도자료 제공

※룗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규칙룘제7조(시민의견 등 수렴)

□ 시민 감사요망사항 접수

○ 접수기간 : 2013. 5. 27(월) ~ 2013. 6. 5(수) ▷10일간

○ 접 수 처 : 시 감사담당관실, 기장군 기획감사실

○ 접수방법 : 서면, 전화, FAX, 인터넷, 접수처 직접방문 등

▷ 인터넷 접수 : 시 홈페이지 릲감사반장에게 바란다릳 신고

▷ 서면 접수 :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부에 기재, 접수증 발급

○ 접수사항처리 : 소관분야 감사반원에게 분류, 감사실시

▷ 가명굛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

○ 감사결과 조치

▷ 감사 지적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개선) 등 조치

▷ 감사결과는 감사요망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

기획감사실(7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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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사라저수지가 사라생태공원으로 거듭

났다. 기장군은 형식적인 개장식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기장읍 작은음악회가 열

리는 5월 26일을 공식적인 개장일로 본

다고 밝혔다. 기장읍 대라리 산 5-2번지

일원 사라생태공원은 81억원의 총사업

비가 투입됐다.

기장군은 공원 개장에 앞서 광장, 산

책로, 관리동, 계류시설, 종합놀이터 등

의 기반시설과 쉼터, 파고라의 휴양시설

을 설치하고 공원내 수목을 정비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 공원 이용객의 학습 효과와 색다른

경관 창출을 위해 유실수를 식재하고 노

약자 및 유모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

부 경사도를 조정해 주민 접근성을 높였

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도시화로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활용하여 사람

과 자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테마

공간으로 조성했다릳며 릲과거 공원이 신

체적인 휴식 기능에 치중했다면 사라생

태공원은 학습, 생태, 문화, 예술 활동

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다릳고 말했다.

한편 사라생태공원 중앙광장에서 열

린 기장읍 작은음악회에는 식전 행사인

색소폰 공연과 즉석 레크레이션에 이어

리코더 공연, 전자현악4중주, 초청가수

와 해바라기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기장군청 광장 및 로비가 기장가족들로 가

득 찼다. 릫기장가족과학체험축제릮가 5월 25일

과 26일 양일간 기장군 주최로 열렸다.

릫STEAM(과학굛기술굛공학굛예술굛수학 융합)

Festival릫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과학

문화 체험활동 및 수산해양 과학기술 체험활

동, 사이언스 콘서트 등이 펼쳐졌다.

기장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학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

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는 릫빛의 과학 기장, 물의 과학 기

장, 꿈의 과학 기장릮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

다. 먼저 전통과 첨단이 조화로운 과학체험

활동인 빛의 과학 기장은 군청 야외광장에 부

스를 마련했다. 대나무물총 만들기, 투석기

만들기, 앙부일구, 캐릭터 쌍안경의 전통과학

부스와 페이퍼 파일럿, 야광 안전 지킴이, 불

어라 딸기코, 큐티클 영양제, 발로 밟는 에어

로켓의 첨단과학 부스에는 직접 손으로 만들

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다.

물의 과학 기장에서는 수산해양 과학기술

과 관련된 수업형태의 부스와 체험형태의 부

스가 운영됐다. 물고기를 잡아라, 라이트잠수

함, 아쿠아 테라리움의 체험부스와 연체동물

해부실험, 증기보트의 수업부스가 참가자들

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군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꿈의 과학 기장에

서는 과학마술공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5월 25일에는 수

학창의 경진대회와 과학 골든벨이, 26일에는

에어로켓 경진대회와 과학마술 공연이 이어

졌다.

기장군관계자는 릲참가자들에게 새로운 형

태의 과학문화 체험을 제공해 합리적이고 창

의적인 사고력 배양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릳

며 릲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릳고 말했다.

기장가족과학체험축제열려

군청에서즐기는과학체험학습의장

저수지 기능이 상실된 사라저수지가 사라생태공원으로 거듭났다.

●주제 : 릲 릳

●일시 : 2013.6.1(토) ~ 6.2(일) ☞ 2일간

▷개굛폐장 : 오전 10시 ~ 오후 9시

●장소 : 정관신도시좌광천변중앙공원광장
▲프리마켓 (6월 1일오전 11시 ~ 오후 4시) ▲야외영화(7번방의선물)상영 (6월 1일오후 8시)

▲장미학습원개장 ▲정관어린이도서관개관 (6월 1일오전 10시)

●주최 : 기장군화훼작목반연합회

●주관 : 기장군

●주요내용 : 꽃정원, 꽃 화분심기체험행사등

기장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이하 직

거래장터)가 개장했다. 5월 11일 정관

면 좌광천 덕산보행교에서 개장한 장터

<사진>에는 주말을 맞은 많은 군민들이

찾았다. 기장군은 관내 및 전국에서 생

산되는 우수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이런 장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0개의 부스에는 기장군 농수산물 뿐

아니라 타지역 특산물도 판매돼 호응을

얻었다. 기장양봉작목반의 꿀, 기장군

버섯작목반의 버섯, 두호어촌계의 미역

굛다시마, 밀양시의 밀양장아찌, 대추,

함양군의 참마 등이 판매됐다.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이원구(정관면

임곡리) 씨는 릲기장삼부당근작목반에서

직접 재배한 당근이라 품질에 자신있

다릳며 릲친환경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

는 한편 타지역 특산물 부스도 확보했

다. 밀양시 대표로 참여한 양휘용(밀양

시 교동)씨는 릲농수산물은 생산도 중요

하지만 판매가 더욱 중요하다릳고 말했

다. 판매가 잘 되냐는 질문에 그는 릲솔

직히 어느 지역을 가든 판매는 예측하

기 힘들다. 하지만 이런 직거래장터 등

지자체의 노력이 농어민들에게는 희망

이다릳고 말했다.

기장군 김종범 농림과장은 릲아무리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해도 판매 애로

로 농어민들이 힘들다. 이런 농산물 직

거래장터 활성화야말로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릳며 릲오늘이 개장인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도굛농상생의 장으로 키워나갈 것릳이라

고 말했다.

기장군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좌광천 덕산보행교에서 농산물, 수산

물, 화훼류, 농수산가공품 등의 농수산

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

복합문화공간 릫사라생태공원릮개장
개장축하음악회 5월 26일열려

기장군농수산물직거래장터개장

도굛농상생의장으로키워나가야
기장가족과학체험축제가 기장군청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수학창의 경진대회에 참가

하고 있다.

어린이집 실수요자인 학부모의 참여로 수

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키

위해 시행 중인 릫기장군 안심보육 모니터링

단릮이 올해는 6월부터 운영된다.

모니터링단은 2011년 16개소, 2012년 31개

소를 모니터링 했고 2013년에는 50개소 어린

이집의 급식위생, 아동인권 등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모니터링단 운영은 감시

굛감독이 아니라 기장군, 학부모와 어린이집

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기장의 영유아를

함께 잘 키우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9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월과 12월에는 모니터링단 관찰내용 검토

와 평가를 거쳐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및 표창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참여시설이 더욱 확대된 2013년

릫안심보육 모니터링단릮 운영으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조

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기장군안심보육모니터링시행

부대행사

▲가족뮤지컬 릫오즈의마법사릮 6월 2일(일) 오후 2시 / 5시(2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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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릲 릳
공감인터뷰 ③ - 박문영 기장군 부군수

박문영 부군수가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주재하고 지진해일 대피체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상반기 중 명예퇴직을 앞둔 기장군 박문

영 부군수를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박 부군수는 1974년 1월 부산시 공채공무

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40여년을 부산

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1993년 부산광역시

지역경제국 축산계장, 1997년부터 2000년

까지 4년간 기장읍장 및 농업경제과장으로

기장군에서 근무했다. 2007년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업행정과장을 거쳐 2012년

기장군 부군수로 임명됐다.

공직생활이 40여년이라고 들었다. 소감

과 근황은?

- 1974년 1월 25일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서구 감천2동이 첫 발령지다. 당

시에는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5개년 계획

이 한창이었다.

릫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

자릮는 시대에서 릫가가호호 아이둘셋 하하호

호 희망한국릮의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이었

다. 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이라는 긍

지와 자부심으로 살았다. 이제 막상 떠난다

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근황이라니...... 열심히 출굛퇴근하고 있

다. 퇴직이 가까웠다고 쉬고 있을 거란 편

견은 버려라. 기장군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웃음)

작년 하반기부터는 군수님과 함께 릫도시

철도 기장선릮 조기 건설과 릫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릮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자주

방문했다. 또 국비 사업 설명을 위해 열심

히 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에 야구 박물관 및 명예

의 전당 우선협상대상자로 기장군이 선정

됐다. 퇴임 전에 쾌거를 이룩할 수 있어서

그 동안의 고생이 보상받은 느낌이다.

공직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

다면?

- 오래된일보다는근래의일들이기억에

많이 남는다. 2012년 1월 1일 기장군 부군

수로 임명되면서 각오가 남달랐다.

나에게 부군수란 자리는 퇴직을 앞둔 사

람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조여 매고 현장을 누비며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였다.

40여년의 오랜 행정 경험과 지혜를 기장

군에다 쏟아 부었다. 노력한 만큼 성과도

있었다.

기장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릫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릮에서 대상을 수

상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생산성 대

상은 행정안전부굛광역시도굛한국생산성본

부가 공동 주최해 전국 시굛군굛구 195곳의

행정 전반을 심사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

장군이 행정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한 것

이다.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기장군 공직자,

12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

4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나는 단 한번도

주민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렇다고 주민들에게 이끌려 가지도 않았다.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주민들과 눈을 맞

추고 보폭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주민들

이 정책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면 발걸음을

늦추었고 주민들이 빨리 가고자 하면 최선

을 다해 달렸다.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반자로

서 지역사회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공직생활을 하면

서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으로 임

했으면 한다.

내가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같

이 근무한 선배, 동료 중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경

우는 보지 못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평굛불만만 하는 사

람은 대부분이 중도에서 탈락하거나 성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릫희망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릮는 확고

한 신념 아래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

지고 매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앞날

에 서광이 비칠 것이라 확신한다.

기장군에서 부군수로 퇴직하는데? 퇴직

후 계획은?

1997년부터 4년간 기장군에서 근무한 경

험으로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

다. 이런 경험이 부군수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기장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생명력이 넘친다. 이런 지역적 가능성이 군

수님 이하 500여 공직자들의 열정과 만나

엄청난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그

럴 것이라 확신한다. 기장군 부군수로 퇴직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잡힌 계획은 없다. 다

만 40여년의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동안 믿고 지켜봐 주신 군수님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릲기장군 부군수라서 행복했습니다릳

공직 생활을 끝내면서 생각나는 글귀하

나를 소개하면서.....

무상 (無常 )

물은 흘러서 언제까지 차 있지 않으며

불꽃은 타 오르다가 머지않아 꺼진다

해는 뜨되 이내 지며

보름달도 어느덧 일그러진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괴로움이 돌아온다.

기장읍장

정건모

릫시랑대릮경관협정대상지로선정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사랑의 계절 5월을 보내고 은

혜의 계절 6월을 맞이하며 지난 1월부터 추진한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대상지로 기장8경 중 7경인 시랑대(侍郞臺)가 4

월 3일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경관협정서 작성 및 인가신청, 경관위원회 심의, 경관협정 인가 및 공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부산시에 제출되면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비와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먼저 역사가 있고 자연경관이 빼어난 시랑대 일원을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대상지

로 선정받기 위하여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시랑대 경관협정운영

운영회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시랑대는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동암마을 남쪽 해

변에 있는 바위로 된 대(臺)로 예로부터 기장제일의 명승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은 옹녀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으로 예로부터 원앙대라 불렸고 오색찬란한 원

앙새 같은 비오리가 원앙대 아래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큰 무리를 짓고 까마귀 떼처

럼 무리를 지어 날아다닌다 하여 비오포라고 하였다.

조선영조9년(1733년) 정3품 당상관에서 정6품 기장현감으로 좌천되어 내려온 권

적이 풍광이 빼어난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하며 자신이 한때 이조참의였다고 바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적으면서 벼슬이름인 시랑을 따서 시랑대라고 바위에 크게 새겼다

고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그 이후로부터 이곳을 시랑대라 부르게 되었다.

귀양살이라 하지만 오히려

신선이 노는 봉래산을 가까이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이조참의로 지내다가 여기에 왔노라.

시랑대란 석자를 푸른 바다 위 바위에 새겨

천추의 긴 세월동안 남아있게 하리라....

이곳에는 아직도 용여의 전설 흔적이 바위 곳곳에 새겨져 있다.

뢾기장읍지 778P 원앙대의 용녀설화 참조뢿

시랑대 바로 밑 암벽에 제룡단(祭龍檀) 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는 기장현

과 마을을 대표한 제주들이 기우제와 풍어제를 올린 흔적이 있다. 제룡단 앞 절벽

아래 암석에는 1억년 전에 서식했던 공룡(해룡)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마을사람들은 이를 두고 장군 발자국이라 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해

의 창파가 쉬지 않고 달려와 바위에 부딪혀 장관을 이루고 있는 이곳을 보는 문인들

은 글로써 표현하기가 힘들어 모두가 신선이 사는 곳이라 평한다.

현재 이곳은 부산 갈맷길의 한 구간으로 약 1㎞의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고 시랑대

에 인접하여 해동용궁사와 국립수산과학관이 자리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

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2012년경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대상지로 추천 상신 하였으나 아쉽게도 대상지에

서 탈락하였다. 유구한 역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시랑대 일원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마을에서 기초자료를 다

시 정리하고 기장읍과 협의하여 기장군, 부산시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로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추진 대상지로 선정된 것 같다.

특히 부산시 관계자(경관협정담당 사무관, 주무관)가 시랑대 현장점검 시 시랑리

동암마을 주민대표와 함께 필자도 시랑대가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되

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랑대가 부산광역시 경관협정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지금부

터 착실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부산시로부터 시비 등 행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마을, 읍굛면, 군이 함께 노력 발굴하

고 잘 보존하여 문화굛관광자원으로 연계해 나가야 되겠다.

보건소 소식
기 간 내 용

2013년 2월~12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구강건강상담 및 기록부 작성

- 구강세균막관리 구취측정

-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잇솔질 체험

-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 구강위생용품 등 홍보물 배부

모집기간 수강기간 비 고

2기 교실 5월 27일 ~ 6월 11일~7월 30일 8회

3기 교실 8월 26일 ~ 9월 10일~10월 29일 8회

날짜 요 리 명

6/24 1주차 녹차머핀

7/1 2주차 유자마들렌

7/8 3주차 오트밀 크린베리쿠키

7/15 4주차 미니 생크림케익

예방의약계(709-4858)

월별 일자 요일 읍면
소독작업 지역

오전 오후

6월
3 월

기장 덕발1, 덕발2, 신천 내동, 오신, 소정1, 소정2

철마 구림, 마지 이곡, 미동

4 화 기장 원마1, 원마2 신암, 서암, 동암

4 화 장안 좌동, 덕산 선암, 내덕

5 수
기장 동부1, 동부2, 동부4 당사, 석산, 공수, 양경

정관 구연동 덕산, 방곡

7 금
기장,일광 서부1, 사라1 학리, 횡계, 삼덕

철마 안평 고촌, 사등

10 월
기장,일광 사라3, 무곡 문중, 문동

장안 용소, 하근 기룡, 하장안

6월

11 화
기장,일광 교리1, 교리2, 교리5 이동, 동백

정관 매곡, 달산 상곡2(형진A), 대전, 달산1

12 수
일광,기장 신평, 칠암 서부2, 두하, 동서

철마 송정1 입석, 임기

13 목
기장,일광 무양, 대변 원당, 후동, 청광

장안 상장안, 대명 신명, 도야

14 금
기장,일광 월전, 두호, 원죽1 하리, 광산, 상리

좌 광 천

17 월
일광 삼성1, 삼성2 화전, 당곡, 산수곡

정관 모전, 양수 덕전, 상곡1

18 화
일광 이천동, 이천서 회룡, 대리, 상곡

철마 장전, 대곡 점현, 구칠, 신리

19 수
기장 덕발1, 덕발2, 신천 내동, 오신, 소정1, 소정2

장안 대룡, 판곡 신리, 개천

20 목
기장 원마1, 원마2 신암, 서암, 동암

정관 가동 평전, 산막, 병산

21 금
기장 동부1, 동부2, 동부4 당사, 석산, 공수, 양경

철마 와여, 백길 석길, 중리

24 월
기장,일광 서부1, 사라1 학리, 횡계, 삼덕

장안 고무, 반룡 구기, 길천

25 화
기장,일광 사라3, 무곡 문중, 문동

정관 월평 두명, 임곡

26 수
기장,일광 교리1, 교리2, 교리5 이동, 동백

철마 구림, 마지 이곡, 미동

27 목
기장,일광 서부2, 두하, 동서 신평, 칠암

장안 임랑 월내, 시장

28 금
기장,일광 무양, 대변 원당, 후동, 청광

좌 광 천

○ 병 원 명 :기장병원(1개소)

○ 위 치 :기장읍 대청로 72

○ 문 의 : 723-0171, http://www.gjhp.kr/

□ 기 간 : 2013. 6. 10(월) ~ 2013. 6. 30(일)

15일간(1일4시간)

□ 장 소 :관내 다중집합장소 및 민원발생 장소, 공중이용시설

□ 참여인력 :담당자, 시(市)금연단속요원

□ 활동내용

- 버스정류소 내 흡연자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여부 점검

건강증진계(709-4822)

○ 일 시 : 2013년 2월~12월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대 상 :관내 주민(가족단위로 신청)

○ 장 소 :보건소 2층 치과실 및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

○ 모집인원 :매회 선착순 5~10가족이내(대기등록 가능)

○ 비 용 :무료

○ 내 용

○ 선정자 통보 :개별 문자메세지 ＆ 전화통보

구강보건실(709-4854)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관내 복지카드를 소지하신 분과 보호자

분을 대상으로 노래, 스트레칭과 함께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을 마련합니다.

□ 웃음치료 교실 운영 일정

※ 프로그램 개강 후에도 참여 가능합니다.(수시모집)

□ 시 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1시간 소요)

□ 장 소 :기장군 보건소 보건교육장

□ 수 강 료 :무료

보건행정계(709-4794)

- 기장군 아토피굛천식 예방관리 사업 -

○ 대 상 :아토피굛천식예방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

○ 수강기간 : 2013. 6. 24 ~ 7. 15 매주 월요일(총 4회)

오후 2시~4시

※ 수 료 식 : 7월15일

○ 주 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우리아이 베이커리 조리법

○ 프로그램 내용

○ 수강장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조리실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333-28)

※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 사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 모집기간 : 2013. 6. 10(월) ~ 선착순 마감 (30명)

○ 신청방법 : ① 전화 접수 ☎709-4794 ②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 신청서 비치) ③ 홈페이지 신청서식 작성 -뢿

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 (메일: skalet2k@korea.kr / 팩스 :

709-4799 )

보건행정계(709-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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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의회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기장군의 1년 살림을 점검중인

기장군 의회 정동만 의원을 만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들었

다.

정 의원은 기장읍의 장기 개발계획과 기장군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기장읍성 내 릫한옥마을릮을 조성해야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릫기장군 한옥마을 지원조례 제정 검토 보고릮를 준

비하고 있다며 기장시장에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

이 모여드는데 시너지효과를 위해 기장읍성의 정비와 발맞추

어 릫한옥마을릮 조성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강

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전주 한옥마을

을 찾았다며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망해가던 근처 상권이 한옥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로 인해 살아났다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문화와 관광이 만나 융합 시너지를 낸 대

표적인 사례라며 만연해 있는 릫한옥촌릮 붐에 편승만 해서는 안

되며 전통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

해서 장기적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과거 모조리 허물고 획일적인 고층 콘

크리트 숲으로 바꿔온 릫삽질릮 중심의 계획에서 이제는 탈피할

때라며 지역 특성에 맞춰 다듬고 고치는 릫관리릮 방식으로 도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리방식의 도시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한옥마

을의 조성이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도시민들이 이제 아파트 콘크리트 덤에서 빠져나와 앞 다투

어 한옥마을을 즐겨찾고 있다. 우리 기장군도 이제 전통과 문

화, 생활이 묻어나는 도시에서 살 때가 됐다. 기장군민의 생활

수준 향상이 바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로 이어

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한옥마을 조성이라

고 정 의원은 말한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 중에 비중을 크게 두었던 것

이 릫죽성천 정비릮였다며 얼마 전 기장중학교 앞과 동부리 한신

아파트 앞 쪽 하수관거 공사가 마무리되어 악취가 사라졌다며

주민들이 매우 반겨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

도 월드컵빌리지 내 계획되어 있는 주경기장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경기장이 있어야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기장군의 체육시설 현황은 기장군민이 스포

츠를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며 지금은 스포츠마케팅 시대

인데 외부 스포츠 마니아들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장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관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관내 전 어린이집 원장굛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청 차성아트홀에서 5월 7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

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의원 동정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5월 15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

한 가운데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회했다. 금번 회기는 제187회 정례

회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예비적 성

격의 회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장은 릫제17회 기

장멸치축제릮를 통해 도시 브랜드의 품격

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컸

던 공무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연

말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연초

구상한 사업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자고 역설했다.

또한 제6대 기장군의회에서 의원발의

안건 및 각종 연찬회와 간담회 수가 대폭

적으로 증가하는 등 각종 통계적인 자료

를 예시하며 동료 의원들의 눈부신 의정

활동을 치하하고 민생 속으로 더욱 더 파

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릫회기

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릮, 릫휴회의 건릮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5월 16일에는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어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릮 및 해당 상임

위 소관 릫행정사무감사 계획서릮를 작성했

다. 5월 20일에는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에서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릮과 릫부산광역

시 기장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

체 평가 조례안릮, 릫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릮을 처리하고 해

당 상임위 소관 릫행정사무감사 계획서릮를

작성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

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

한 후 조례안과 성명서 등 안건 5건을 처

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였다. 이

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서 발표는 대

표발의자인 정종복 의원이 릫안전한 어르

신 한마당 축제릮라는 주제로 실시되었고,

5분 자유발언은 김쌍우 의원의 릫부산 프

리미엄 아울렛(첼시 아울렛) 주변 교통

대란 대책릮과 정동만 의원의 릫어르신 한마

당 행사의 문제점과 대안제시릮라는 주제

로 진행되었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추진을 주문하는 것으로 7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기장읍성내 릫한옥마을릮조성해야

제6대 기장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및 각종 제안서 채택 증가

최근 군민의 연료비 절감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 등

릫정책의회릮, 릫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릮

를 표방하는 제6대 기장군의회(의장 박

홍복)가 최근 들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지표가 되는 의원발의 조례 및 각종 제안

서 채택 건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

후, 의원발의 조례는 16건, 각종 제안서

(성명서, 결의안, 건의안 등)는 12건을

채택했으며, 총 29차례의 회기 중 군정질

문을 13회 실시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굛통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

는 한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

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안 마련과

우리군 장기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

는 쪽으로 의정의 방향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전 의원이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쌍우 의원)릮을 만

장일치로 채택해 제정 했고 부산광역시

의 심의와 집행기관의 조례규칙 심의회

를 거쳐 5월 21일, 조례를 최종 공포했다.

이 조례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해 군민의 연

료비 절감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

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기준에서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 기장군수가 별도

로 지정하는 공급희망 신청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구역과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할 때 필요시 관련 위원회에

서 인정하면 별도로 정해진 규모의 보조

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의회가 폐회되는 날까지 지방자치

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많

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장군의회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어르신한마

당 축제가 5월 12일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기장군의

회에서는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해 어르신

들의 축제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각

종 지원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집행기관 감시굛통제 역할 충실

기장경찰서가 주최하는 2013년도 상반기 치안정책설명

회가 기장군의회 전의원과 기장군굛기장경찰서의 전 간부

가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5월 6일 개

최됐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치안굛교통 분

야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06

7월 17일 오후 2시 방송국 채널 재배치에 따라 일부 TV방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모콘으로 채널 설정을 하여야 정

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컨버터 이용가구

① 컨버터 리모콘의 노란색 [채널검색] 버튼을 누르세요.

②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TV채널 재설정이 시작됩니다.

＊채널설정이 시작되면 완료될 때까지 리모콘을 조작하지 마세요.

③ TV채널 재설정이 완료되면 메뉴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삼성TV / 엘지TV이용가구

① 리모콘의 [메뉴]버튼을 누르세요. * 모델별로 리모콘의 버튼

이 다릅니다.

② 메뉴에서 뢾채널뢿항목으로 이동 → 채널에서 뢾자동채널 설정뢿

항목으로 이동 → [선택] /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③ 자동채널 설정을 실행하시면 채널검색 및 설정이 진행됩니다.

＊자동채널 설정 중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완료될 때까지 리모콘

을 조작하지 마세요.

④ 자동채널 설정이 완료되면 [선택] / [확인]버튼을 누르세요.

□ 지상파 방송국 채널 변경은 왜 하나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디지털방송채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채널을 디지털방송대역으로 정리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집에서 보는 TV채널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방송국 채널이 변경되어도 시청자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 제외대상 TV는?

유료방송(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에 가입된 TV는 채널

설정 없이 정상적으로 TV를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동수신설비(벽면 단자)를 이용하고 있어도 채널설

정을 해야 하나요?

정부에서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별도의 채널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단, 일부 공동수신설비에 따라 TV가 안나올 경우

는 관리사무소 또는 콜센터(106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채널 재설정이 어려워요굩

채널 설정이 어려울 때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콜 센 터 : 124

○ 삼성전자 : 1588-3366 / LG전자 : 1544-7777 / 대우디스플레

이 : 1588-1023

○ 지상파 방송국

- KBS : 02-781-1000

- MBC : 02-789-1010

- EBS : 1588-1580

- KBC : 062-650-3114

- JTV : 063-250-520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릫디지털마당릮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http://www.digitaltv.or.kr)

민원봉사과(709-4174)

미루지 말고, 암 검진 받으세요굩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완치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중 보험료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

-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87,5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월보험료 83,000원 이하

□ 암 종별 대상자 기준

＊고위험군 :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대상자(간경

변증, B형간염항원양성, C형간염항체양성, B형 또는 C형간염 바

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자)

□ 기장군 암검진 기관 안내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안내문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사전예약 필요)

○ 무료국가암검진을 통한 암 발견시 암 의료비 지원

문의 : 기장군보건소(709-4832)

저소득층 암 환자 또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

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암치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원내용

□ 신청서류

-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암 치료비 영수증(원본), 약국영수증(처방전포함)

- 통장사본 등

문의 : 기장군보건소(709-4833)

○ 기장군보건소에서는 태아기형 유무 확인 및 조기대처로 영아사

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거주 임신14주~18주

사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정검사 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태아기형아검사 의뢰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검사항목은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관련 질

환을 발견 할 수 있는 Quad 검사[태아단백(AFP), 성선자극

호르몬(HCG), 비포합형에스트리올(uE3), 인히빈(Inhibin-A

)]를 실시합니다.

○ 또한 2013년 5월 1일부터는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가임

기 여성(만15세~만49세)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

로 풍진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가임기 여성의

경우 관내 거주가 확인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

건실(709-4860) 또는 정관보건지소 진료실(728-7761)을 방

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기장군보건소(709-4865)

□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주로 SFTS 바이러스

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진드기

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주증상으로는 38-40도를 넘는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통, 근육통, 림프절종창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더 진행이 되면 신경계 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이나 체내의 여러 장기의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장

기부전에 이르기도 합니다.

□ 진드기는 실내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진드기와 다르나요?

SFTS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작은소참진드

기는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5~8월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

에 직접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며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야 합니다. 작업 및 야외활동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입었던 옷은 털고 세탁한 후

목욕합니다.

□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경우에는 핀셋 등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제

거하고, 심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장군보건소(709-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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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당주차장지원계획

틀니관리중요해

의학칼럼

서울프라임치과 원장

염한조
릲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릳라는

속담이 있다. 과연 이가 없이 잇

몸으로 식사가 가능할까?

같은 나이의 노인들을 비교해보면 치아가 있는 분과 치

아가 없는 분과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있어 많은 차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가 없이 나이를 드신 분들은

치아가 있는 분들에 비해 허리도 많이 휘어지고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치아 상실로 인해 저작 효율의 감소로 소화기능의

저하는 많은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교합의 균형이

깨지면 악관절의 손상 등에 의해 척추의 만곡이나 신경통

등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치아가 상실 된 채로

있게 되면 입 주위의 근육이 수축 또는 변형이 되어 얼굴

의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가 쉽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틀니는 충치나 풍치 등에 의해 치아가 상실

이 되었지만 빠진 치아를 받쳐줄 수 있는 앞뒤의 치아가 없

는 경우에 잇몸과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하여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 틀니와 치아가 한 개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잇몸에서만 지지를 얻는 완전 틀니가 있다.

치아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환자들 중에는 가끔은

차라리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시

는 분들도 있으나 가능한 한 자신의 치아를 한 개라도 보

존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술식의 등장으로 틀

니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자연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었으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아직은 고가이

기 때문에 보편적인 술식은 아니며 환자의 건강 상태나

구강관리 상태 등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틀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틀니는 충치도 먹지 않고 풍치가 생길 염려도 없지만

특히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못쓰게 되면

틀니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

는 치아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틀니로 음식을 씹을 때 힘이 잇몸에 전달되기 때

문에 잇몸 속에 있는 치조골이 흡수되어 낮아지기 때문에

대개 2년에 한번은 잇몸과 닿는 부위를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인공치아와 자연치아의 강도가 달라 오래 사용함으

로 인해서 치아의 면이 닳는 경우에는 새로 제작을 해야

하므로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더

라도 내부장기를 제외하고는 밤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게

된다. 잇몸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틀니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밤사이에는 틀니 전용 세정액에 담가두는 것이 좋으며,

특히 수면 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다무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면 중에 틀니를 끼우고 있으면 잇몸의 손상이

더욱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식사 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고 아침저

녁으로 양치질을 할 때에 틀니 전용 칫솔로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 분할 후 군에서 무료 등기까지 -

□목 적

1필지의 공유(2인 이상)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

도록 하여 군민(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

고 지역개발 촉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토지이

용불편 해소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3년간)

□적용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

의를 받아 신청

□타법배제및군에서무료등기까지

건축법굛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굛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분할 제한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여 공유자 상호 합의에 의거 분할하

는 업무로서 공부정리 및 등기까지 처리하며, 공부정리

및 등기 수수료는 무료로 하고 있음

토지관리과(709-477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자동차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

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3.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간 : 2013. 6. 16 ~ 2013. 7. 1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지방세청)

- 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릲지방세 납

부 메뉴릳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

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

립 됩니다 -

○ ARS 지방세납부 : 유굛무선 무료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납부

080-858-3001 (부산시 전체) 080-858-3017 (기장군)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709-4151)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교육일정(2013.7.1 ~ 7.12)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교육및교재비 :무료

○접수기간 : 2013.6.3(월) 09:00 ~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20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 (709-4305)

7월 군민 정보화 교육 안내

암종류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대상
만40세 이상

남녀
만50세 이상

남녀
만40세 이상

여성
만30세 이상

여성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검진주기 2년 간격 1년 간격 2년 간격 2년 간격 1년 간격

기본검사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분변잠혈검사

유방촬영술
및유방촉진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초음파검사 및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검진
기관명

전화번호

항목
검진
기관명

전화번호

항목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경부

국민
건강의원

723-0300 뀱 뀱 뀱 뀱 뀱
연합
의원

721-1722 뀱 뀱 뀱

권태경
내과의원

723-8275 뀱 뀱 뀱 뀱 뀱
기장
병원

723-0171 뀱 뀱 뀱 뀱

기장
고려병원

722-1236 뀱 뀱 뀱 뀱 뀱
이광욱
내과의원

722-9957 뀱 뀱 뀱

기장사랑
여성의원

723-0760 뀱
이재관
내과의원

721-0053 뀱 뀱

다솜메디
칼의원

723-8880 뀱 뀱 뀱
정관

제일의원
728-3115 뀱 뀱 뀱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720-5114 뀱 뀱 뀱 뀱 뀱
조훈

내과의원
728-1253 뀱 뀱 뀱

박진우
내과의원

728-2302 뀱 뀱 뀱 뀱 뀱
최정숙
내과의원

724-0008 뀱 뀱 뀱 뀱

서울아산
내과의원

722-1888 뀱 뀱 뀱 뀱 뀱
침례병원
분원정관
의원

728-9779 뀱 뀱

정원택
내과의원

722-7579 뀱 뀱 뀱
한빛메디
칼의원

728-8779 뀱

구 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

대 상 자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

하여확인된 신규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등록신청일 기준 3개월평균)

- 지역가입자 89,000원이하

- 직장가입자 85,000원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원발성 폐암인 경우

대상질병
5대암(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
모든 암

지원기간 최대 3년간 최대 3년간 최대 3년간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법정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

급여 120만원까지비

급여 100만원까지
100만원 정액지원

구 분 소 아 암

대 상
만18세 미만인자(1995.1.1이후 출생자)로서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

대상질병 모든 암

지원기간 계 속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

본인부담금 전액(급여, 비급여)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원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사진꾸미기 7. 1 ~ 7.5(5일간) 10:00 ~ 12:00 30 월~금(10시간)

동영상제작 7. 8 ~ 7.12(5일간) 10:00 ~ 12:00 30 월~금(10시간)

□지원목적및근거

▷ 주택가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대문, 담

장 등을 헐거나 자신의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부설주차

장을 추가 설치코자 하는 군민에게 사업비 일부 보조를

통하여 주차공간을 확충

▷ 주차장법 제21조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

리조례 제17조,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

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0조

□지급계획

▷ 보조금 지급대상(선착순 5건)

- 단독(다가구)굛다세대굛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

조하여 주차장 설치 희망자

- 이웃간 경계를 헐고 공동 주차장 설치 희망자

- 자기 소유의 주택, 토지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하려는 자

▷ 보조금 신청

- 공고 : 2013. 5. 24 ~ 2013. 12. 31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단, 선착순

5건 초과시 조기마감)

▷ 보조금 지급한도

- 대문철거, 담장개조 등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제반비

용, 소요비용의 70％ 이내

- 신청 건당 최대 300만원 이내

교통경제과(709-4576)

재부강원향우회 회원 모집

고향을 떠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열심히

생활하시는 선후배님들을 모십니다.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우의를 다지고 삶의 피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사무국장 김유진(010-3855-0677)

재부강원향우회 회장 장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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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관내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을 돕고 있다.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방문

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생활

에 필요한 요리교실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피해관련

교육까지 이민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사

진>을 시행한다. 매월 2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활요리, 이유식 등의

요리교실은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

며 결혼이민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회

적 위험요인에 특히 취약한 다문화가족들

이 한국의 법질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법적보호수단을 강구하여 성숙한 사회 구

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인

권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도 지속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법에 관해

서는 부산 출입국 관리소 이민통합팀장

(신수용)이, 생활 속 범죄예방교실은 기

장경찰서 외사계에서 직접 강의를 진행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최근 보이스 피싱 등 금융관련 사

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

융사기 피해위험이 높은 다문화가정의 금

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

문화가정 방문지도자를 대상으로 금융사

기 피해교육을 실시했다. 국민은행 기장지

점의 부지점장(조대호)이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피해예방요령, 피해사례에 대한 교

육을 직접 진행했으며, 방문지도자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을 전파

할 계획이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 등

기장군 내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지원활동

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사랑의헌혈행사로나눔문화실천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임직원굛시설 이

용자가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

하여 공공기관의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서

고 있다.

공단은 릲당신의 헌혈이 아이의 환한 웃

음을 지켜줍니다.릳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5

월 15일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종합사회

복지관, 문화예절학교, 기장생활체육센터

등 관리시설 14개소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행사를 개최했다. 공단 사랑의

헌혈행사는 2009년 개청 이후로 매년 시

행하여 이번으로 제6회를 맞이했다.

공단은 교통사고나 새로운 질병 발생

등으로 수혈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

라의 헌혈률이 4∼5％로 매우 낮은데다

헌혈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1∼2회 헌혈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 60여명이 참

여했으며, 공단 운영시설 이용자도 자발적

으로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헌혈에 참여한 박종범 경영기획실장은

릲작지만 소중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기

쁘다릳며 릲앞으로도 공단에서 앞장서 헌혈

을 비롯해 이웃사랑 실천 봉사활동을 지

속적으로 시행해 공공성 증진을 위해 노

력하겠다릳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사랑의 헌혈행사를 비롯해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다솜누리 봉사단,

지역환경정화 활동,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굛다문화 가정 호응 커 CJ헬로비전과 함께

어르신 노래 한마당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노인복지관에서 4

월 18일 신나는 어르신 노래 한마당이 열

렸다. 이 날 행사는 CJ헬로비전방송의 릫감

성충전소 통통통 시즌 2릮 프로그램의 촬영

으로 진행됐으며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어

르신의 추억사진에 얽힌 인터뷰, 초대가수

공연, 기장군노인복지관 소개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홍보의 기회와 어르신들 간의 어

울림의 기회를 가졌다.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릫감

성충전소 통통통 시즌 2릫는 촬영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과 환호로 가득했으며, 유쾌한

분위기에서 마무리 됐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릲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더욱 흥겨웠

다. 이번 행사로 복지관 이용자끼리 서로

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릳고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복지관 담당자는 릳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행과 질적 향상에 힘쓰겠다릲고 밝혔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

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저소득층 가정아동을 대상으

로 국민은행 기장지점 및 기장군바르게살

기협의회와 연계하여 릫행복한 5월굩 가족지

원서비스릮를 진행했다.

평소 어려운 가정 여건으로 외식의 기회

가 제한되어 가정의 달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 될 수 있는 저소득층 가정아동

을 대상으로 외식권을 제공(국민은행 기

장지점)했고,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

여 지원대상가정 2가구와 후원자 가족이

함께 식사하여 따뜻한 어버이날 나눔을 실

천했다.

한편 기장군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

도록 풍성한 먹거리를 지원했다. 종합사회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후원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족 지원 서비스를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가정아동

가족지원서비스제공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노력계속할터

홀로사는어르신과봄나들이행사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 지난 4월 홀

로 사는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봄나들

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기장

달음산 라이온스클럽(회장 우봉철)에

서 전액 지원하여 경주 문화엑스포와

언양 자수정 동굴을 체험하는 등 노인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

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보트 체험 등 다

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했

다. 이번 행사는 기장지역에서 모범적

인 봉사활동을 펼쳐온 기장 달음산 라

이온스클럽 회원이 후원하고 기장군노

인복지관이 기획하여 진행됐다.

노인복지관장은 릲후원자들의 작은 정

성으로 우리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특히

이웃으로부터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쉬

운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제

공할 수 있어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릳

며 앞으로 매년 달음산 라이온스클럽

과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봄나들

이 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뿐만 아

니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을 대상으로 한 릫행복 나들이릮 등 다양

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년

기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

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

년도 기장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

2월 27일 노인복지관 일자리 사업 발대

식으로 시작으로 기장관내 노인 일자

리 창출 및 사회 참여도 제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은 교육형,

복지형, 공익형 사업으로 구분되어 총

13개의 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97명의 노인이 참여한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의 경우 노

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함께 공공성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아

이사랑사업, 경로당 환경 가꾸기 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사업, 보육

시설 급식도우미 사업, 도서관 사서도

우미 사업, 우리 마을 벽화그리기 사업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노인 일자

리 공익형 사업 위탁교육이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일자리 사

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릲노인의

사회 참여 의미와 역할릳을 주제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참여의

의미를 느끼며, 사업을 통해 참여자 어

르신이 지역 사회 내 인적자원으로서

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

력을 지속하여 관내 노인 사회참여의

중심체로 역할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

이다.

기장생활체육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수영특강 안내

강좌명 운영시간 운영일 구분 정원 (남/여) 분반 대상연령 요금

방학특강1 08:00~08:50 화~토 강습수영 26 (13/13) 2
초4학년 이상

청소년
30,000

방학특강2 12:00~12:50 화~토 강습활동 26 (13/13) 2 초 1~3학년 30,000

방학특강3 14:00~14:50 화~토 강습수영 26 (13/13) 2 초 1~3학년 30,000

방학특강4 15:00~15:50 화~토 강습수영 30 (15/15) 2 초등학생 30,000

방학특강5 16:00~16:50 화~토 강습수영 30 (15/15) 2 초등학생 30,000

방학특강6 21:00~21:50 화~토 강습수영 30 (15/15) 2
초4학년 이상

청소년
30,000

기장종합사회복지관

6월 프로그램 안내

기장군다문화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안내

단계 요일 시간 장소 대상

초, 중급반 화 10:00~13:00 정관초등학교 다문화가족

단계 요일 시간 장소 대상

입문기초 화 10:00~13:00

센터 프로그램실 다문화가족
초중급반 목 10:00~13:00

중고급반 화 10:00~13:00

한국어능력 시험 반 목 13:30~15:30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대상

책만드는 엄마 매주 화 13:30~15:30 204호 다문화가족 부모

별당아씨교실 첫째,셋째 수 10:00~12:00 센터＆문화예절학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둘째,넷째 수 10:00~13:00 기장농업기술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와 뮤직팡팡 매주 수 13:00~13:40 센터 프로그램실 다문화부모-자녀

미술아카데미 매주 화 14:30~15:20 센터 프로그램실 다문화자녀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장소 대상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매주 월요일 13:00~15:00 204호 결혼이민자

펠트강사양성과정 매주 수요일 10:00~12:00 302호 결혼이민자

구분 모임일 시간 장소 대상

취업 자조모임 매월 넷째 금요일 13:00~15:00 204호
취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결혼이민자

중국 자조모임 매월 넷째 토요일 10:30~12:30 정관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

베트남 자조모임 셋째주 수요일(연4회) 10:30~12:30 정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조모임 셋째주 화요일(5월~9월) 19:00~21:00 302호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청소년가족 우주과학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대 상 청소년 가족 60명 장 소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일 정 2013. 6. 22 ~ 6. 23 접수방법 전화접수 ※ 선착순 마감

접수기간 2013. 6. 1 ~ 6. 8 참 가 비 1만 5천원

일 정 표

첫째날(6/22, 토) 둘째날(6/23, 일)

시 간 주요내용 시 간 주요내용

15:00 수련관 도착 07:00~07:30 기상 및 세면

15:00~15:30 신청접수 확인 07:30~08:00 가족별산책 및 체조

15:30~16:00 오리엔테이션 및 방배정 08:00~09:00 아 침 식 사

16:00~17:00 가족별 열전굩미니올림픽 09:00~10:00 에어로켓 제작

17:00~18:00 가족 레크리에이션 10:00~10:30 에어로켓 발사대회

18:00~19:00 저녁식사 10:30~11:00 설문조사 및 퇴소식

19:00~21:00
별자리알아보기 및 야광

별자리판 만들기

21:00~22:00 천체망원경 관측

22:00~23:00 취침준비 및 세면

23:00~ 취침

○ 강습기간 : 2013.7.24 ~ 8.23(1개월간)

○ 참가정원 :관내 청소년 168명(강습별 대상연령 확인 후 신청)

○ 모집기간 : 2013.6.20 ~ 7.19(1개월간 신청자 모집)

※신청 사이트 :

○ 당첨자 선정 : 2013.7.20(토) 13시(컴퓨터 자동 추첨, 당첨

자 SMS 자동 발송)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lims.gijangcmc.or.kr)

○ 여름방학 수영특강 프로그램

※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721-9536∼8)

뢾유아체능뢿

○ 대 상 : 5세~7세

○ 정 원 : 15명

○ 시 간 : 토 10:30~11:20

○ 수 강 료 : 월 20,000원(재료비 별도)

○ 개 강 일 : 5/4일(토)

뢾EQ로봇교실뢿

○ 대 상 : 초등 1~6년

○ 정 원 : 14명

○ 시 간 : 화 16:30~18:00

○ 수 강 료 : 월 20,000원(재료비 별도)

○ 개 강 일 : 5/7일

뢾엄마와 통합놀이-점핑점핑아이스쿨뢿

○ 대 상 : 8~36개월

○ 정 원 : 15명

○ 시 간 : 목요일 10:30~11:10(20~36개월), 11:20~12:00

(15~24개월), 12:10~12:50(12~18개월), 13:00~13:40(8~12

개월)

○ 수 강 료 : 3개월 60,000원(재료비별도)

○ 개 강 일 : 6/13일 (목)

뢾동화구연지도자 과정뢿

○ 대 상 : 성인 누구나

○ 정 원 : 15명

○ 시 간 : 금 10:30~12:30

○ 수 강 료 : 월 30,000원(재료비 별도)

○ 개 강 일 : 5/10일(금)

※ 6개월 과정으로 동화구연 2급 자격증 응시가능

뢾미술치료사 전문 자격증 1 과정교육(공인)뢿

○ 대 상 : 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 및 전문 미술 치료 상담에

관심이 있는 성인, 새로운 전문직을 희망하는 성인

○ 수업일자 : 6/1, 6/8, 6/15, 6/29, 6/30

○ 시 간 : 토 09:00~19:00

○ 수 강 료 : 34만원

○ 전문강사 : 조정자(SATR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김희진

(PATR 미술치료전문가)

※ 혜 택 : 한국미술치료 학회 미술치료사 자격관련 워크샵

영역 45시간 인정 수료증 발급/차기 과정 수료기회부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723-0415)

1. 한국어교실

뢾정관 반뢿

뢾기장 센터 반뢿

2. 가족교육

3. 취업교육

4. 자조모임 (필리핀, 일본 자조모임도 개최)

기장군다문화지원센터(723-0416)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직접 관찰하고, 로켓의 원리를 이

해할 수 있는 과학 공작활동을 통해 가족사랑과 우주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하고자 릲청소년가족 우주과학캠프릳를 개최합니다.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별 열전미니올림픽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 별자리 알아보기및 야광별자리판 만들기,

천체망원경 관측, 에어로켓 제작 및 발사 등의 다양한 천체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천문학을 쉽게 배우면서 가족의 소중한 추억

을 만들어 보세요굩

기장군청소년수련관(728-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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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잃을때사람은비로소늙는다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지음 / 김영사

얼마 전에 대학 동아리 모임에 나갔

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 등산

복 상의와 휴대전화기,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명함 지갑을 놓고 내렸

다.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전화기의 전

원은 이미 꺼져 있었고 그 물건들은 이

제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었다.

주말 이틀을 마치 고립된 기분으로

휴대전화기 없이 지냈다. 내 실수로 빚

어진 일이면서도 마치 남의 탓인 양 괜

히 타인을 원망하며 멍한 머리로 시간

을 흘려보냈다.

얼마전동국대학교에거금을기부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다는 어느 스님 생

각이 절로 났다. 인터넷, 자가용승용차,

휴대전화, 신용카드 이 네 가지를 사용

않는다는 사무(四無) 스님이 바로 그

분이다. 매스컴을 통해 이 기사를 보면

서 문명의 이기에 젖어 사는 사람으로

서 먼저 든 생각은 四無로 살면 얼마나

불편 할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 없이 이틀, 신용

카드 없이 한 일주일 지내고 보니 생

각이 살짝 바뀌었다. 편리함 보다 그러

한 물질에 기대어 살면서 생긴 나약함

이랄까, 있다가 없음에서 오는 불편함

에 대해 생각해 보니 오히려 그 반대

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수련회나 오지 여행

때는 휴대전화기나 신용카드 없이도

잘 지냈다.

수련회 기간이나 오지여행지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들고 다녀봐야 짐만 될

뿐 무용지물인 것이다. 그러니 애시당

초 처음부터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챙겨야 할 일의 가짓

수가 줄어들어 좀 더 본질적인 일에 집

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필요 없는 일에

신경을 분산시켜 시간을 헛되이 나누어

쓰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당장이런물건들을없애고살아가기

가또 불편하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조금

가볍게 해볼까하고 다짐해 본다. 시간

낭비 없이 인간본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창한 표제가 아니라도 좋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시간을 축내

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보자는 말이다.

히말라야 설산에 한고조(寒苦鳥)라

는 새가 산다고 한다. 둥지를 틀지 않

고 사는 이 새는 밤마다 추위에 시달려

야 했고 또한 밤마다 내일 아침에는 꼭

둥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한다. 하지

만 날이 밝으면 따스한 햇살과 멋진 풍

광에 넋을 잃고 집짓기를 잊고 만다.

밤이 되면 다시 내일은 반드시 집을 짓

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결국은 추위에

떨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 책에 소개되

어 있는 설화 한 토막이다.

이 책의 제목은 영화 빠삐용에 나오

는 내용에서 기인한다. 살인죄라는 누

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빠삐용은

끝없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어느 날 꿈

을 꾼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무죄임을

주장하다가 재판관의 릫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릮라는 말에 유죄임을 수긍한

다. 살인보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죄

가 더 크다는 말이 아닌가. 참으로 무

서운 말이다.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

생활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순간

순간흘러가는 시간을 움켜쥐고 한시도

구도의 념(念)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치열함과 하나라는 생각이다.

후배 한 명이 우스개로 릫나의 비극

세 편릮이라는 글을 어느 곳에 실었다.

왕자와의 사랑이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거품으로사라진 인어공주의 슬픔과 파

트라슈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어간 네

로와 저 혼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릫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릮에 나오는

제제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슬픈 결말로

마무리되는동화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

곤 했었다. 책을 읽으며 군데군데서 울

컥울컥했고어느 부분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의 내용에서 받은 슬픔이

아닌,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들에 대한

회한이었을까 구도자들의 치열함에서

느낀 감동이었을까.

박태만 서예가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배식차를 밀고 각반 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1998년 개교한 대청초등학교(교장 황효

익, 이하 대청초)는 현재 35학급 8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큰 규모의 학교다. 그

런데대규모학급임에도불구하고대청초에

는 전교생이 한자리에 할 수 있는 실내공간

이 없다. 체육실 겸 강당의 역할을 대신하

고 있는 다목적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

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 더욱

이 천장이 낮아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아 현

실적으로 실내체육 수업이 힘들다. 또한 급

식실이 없어 점심 급식은 학생들이 학습하

는 장소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며 조리실 또

한 노후 되어 설비들을 교체하거나 리모델

링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청초 황효익 교장은 릲기장군 대부분 초

등학교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학교는 다목적 강당이 없어 학생들

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릳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교육의 혜택을 덜 받

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날씨에 따라 체육활동 좌우돼

릲선생님, 우리학교는 왜 큰 강당이 없어

요?, 햇볕이 뜨거워서 체육하기 싫어요, 추

워서 체육시간이 겁나요, 비오면 체육 못해

요?릳 이는 대청초 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체육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대청초

의 체육활동은 날씨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눈이나 비가 오거나 황사가 많은 날에는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날이 추워도 떨면서 운동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더워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

어야 하고 모래바람을 맞으며 체육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

다. 이런 날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효율도 떨어진다.

그렇다고 매번 체육수업을 하지 않을 수

도 없는 노릇이다.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수

준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

문이다. 본교 5층에 있는 작은 다목적실은

규모가 작아 2개 이상의 학급이 동시에 체

육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활

동중심의 체육이 불가능하다.

비단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초등학교는

구르고, 뛰고, 던지는 등 놀이중심의 교육활

동이 많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이 없다는 것

은 교육활동 자체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현 교육

계 추세는 교육활동의 상당부분이 실내 다

목적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목적 강

당이있음으로해서운동장과실내강당으로

학생들이 분산되어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체력단련을 통한

건전한 사고방식 함양에 박차를 가할 수 있

다.

혼잡한 점심시간

학교급식은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

의 한 과정이다. 대청초는 학교 급식실 식

당이 따로 없어 전교생이 모두 교실에서 점

심을 먹는다. 오전 11시가 되면 조리가 완

료된다. 조리실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배식

통에 담겨 릫덤웨이터(dumbwaiter)릮라는 배

식용 소형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옮겨진다. 각 층에서는 배식담당 학생들이

배식차를 운반해 각 교실에서 급식이 이루

어진다.

배식 준비하는 소리에 덤웨이터 주변 교

실들은 수업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배식차를가지러삼삼오오모이면

더욱소란스러워지고서로부딪히거나넘어

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 아찔한 상황이 발생

하기도 한다.

대청초 하유미 영양교사는 릲조리 이후에

교실로 급식을 나르는 데까지 한 시간이 넘

게 걸려 면이나 생야채 요리는 엄두를 못

낸다릳라고 말하며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 우려를 표했다. 교실에서 급식을 하다보

니 조리가 완료되는 시간과 배식시간의 차

이가 너무 커서 음식이 많이 식을 수밖에

없으며 식중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걱정

했다.

더운 날에는 조리실에서 교실로 배달하

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수 있다. 또 교실

에 잔반통이 몇 십분씩 방치돼 있어 어마어

마한 세균을 번식시킬 수 있기에 위생상 위

험하기도하다. 배식차가 도착하면 교실 앞

은 배식당번과 급식판을 든 학생들로 뒤엉

켜 아수라장이 된다. 학생들은 배식을 할

때 줄을 늦게 서면 반찬이 모자랄 때도 있

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최희영 학부모회장은 릲학부모들이 급식에

있어서중점적으로걱정하는부분이편식이

다. 학생들이 직접 배식하다 보면 골고루

먹지 않게 된다.릳라며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양도 늘리고 반찬도 골

고루 먹는 등 올바른 식습관이 굳어지는 계

기가 생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로교실에서학생들이자율배식을하다보니

담당교사가 급식지도를 하더라도 편식문제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먹기 싫은 음식은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아서 남기고, 좋아하

는 음식은 많이 먹게 되어 균형 잡힌 식사

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이후 교실에 음식냄새가 남아 있

어 특히 여름에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교실급식이 동시급식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고 학교에서는 급식위생에 최대한 신

경 쓰고 있지만 한계가 많기에 쾌적한 급식

환경이 필요하다.

모두가 참여할 수 없는 학교행사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육활동만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예활동, 체험활동, 현

장학습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대청초

는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모두 함께 설 수 있

는 실내공간이 없어 학생, 학부모 뿐 아니

라 외부인사들도 인사만 하고 발길을 돌려

야 했다.

대청초 학생회장 이수연(6학년)양은 릲운

동회나 학예회연습을 할 때 지금 있는 다목

적실에서는 협소해 다 함께 연습할 수가 없

다. 졸업식이나 입학식에도 전교생이 다 함

께 참석하지 못해 TV방송으로 시청해야 했

다릳며 아쉬움을 표했고 학생 모두가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다목적강

당 설립에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김동일 학교운영위원장은 릲자녀들의 전

반적인 건강, 체력증진, 학업향상에 걸맞

은 시설이 필요하다릳라며 다목적강당 설립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지금은 평생교육

시대다. 다목적강당의 설립은 지역사회 활

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들

은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

을, 주민들은 생활체육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하루 빨리 다목적강당이 설립

되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청초등학교 릲다목적강당없어너무힘들어요릳
학교, 학생, 학부모모두의절실한숙원사업

릫 릮

꾸뻬 씨의 행복 여행 - 프랑수아 를로르(오래된미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가 행복의 참

된 의미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저자는 행복에 대한 자기중심적인 집

착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세계와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 노력할 때 행복의 순간은 다가온다고

말한다. 미묘한 인간의 심리를 논리적이고 명료한 화법으로 분석하는

문장, 여행이라는 매력적인 소재, 삶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메시지

들은 릲당신은 행복한가?릳라는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 무라카미 하루키(비채)

신작이 나온다는 소식만으로 전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무라카미 하

루키의 소설보다 흥미로운 전설의 에세이다. 저자 특유의 고감도 더듬

이로 섬세하고 유쾌하게 포착해낸 일상의 조각들이 신성한 공감을 불

러일으킨다. 아무도 글로 담지 않았던 야릇한 기분이나 공기의 감촉을

달라지게 하는 미묘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해낸다. 삶을 번역하는

52편의 에피소드로 뜨거운 일상의 순간들을 만나보자.

스티브 잡스 이야기 - 짐 코리건(명진출판)

릫이 시대 최고의 아이콘릮, 릫차가운 전자 기기에 따뜻한 인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릮이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 그의 예측불허한 인생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게 풀어낸다. 미국 컴퓨터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애플사의 시작과 고난.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

겨나지만 탁월한 선택과 능력으로 재도약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 역정이 펼쳐진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21세기 글로벌 아이콘

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난과 역경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구가 뿔났다 - 남종영(꿈결)

아프다 못해 성이 난 지구, 우리는 뿔난 지구를 달랠 수 있을까? 한겨레

남종영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을 통해 위

기에 처한 지구의 어제와 오늘을 알아보고 내일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

보자. 저자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글과 사진을 바탕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지구 환경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이상기후와 멸종사태, 동

물보호, 환경 파괴, 식품 문제 등 핵심적인 환경 문제를 두루 살피고 있

으며 가습기 살균제, 원자력 발전소, 해양 쓰레기 등과 같은 시사적인

환경 이슈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 관련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 시사토론이나 과학논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환경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며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루 15분 피로를 푸는 습관 - 니시다 마사키(부키)

피로회복제를 먹고 잠을 더 자도 여전히 피곤한 이유가 뭘까? 해도 해

도 끝이 없는 일, 성과에 대한 압박감과 답답함,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

트레스는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옥죄고 있다. 이에 정신과 의사인 저자

는 하루 15분 피로 관리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그 동안 이유를 알 수 없

었던 증상의 원인이 피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에 대한 자가 진단을 돕는다. 피로 자가 진단을 통해 몸 상태를 객

관적으로 파악하고 생활 습관에서부터 심리적 조언에 이르기까지 피로

를 푸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지금 당장 자신의 피로를 진

단하고 유형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매일 아침 출근길이 가벼워질 것이다.

스마트한 선택들 - 롤프 도벨리(걷는나무)

독일 5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화제작. 저자는 오랫동안 많

은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은 똑똑한 사람들이 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

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탁월한 선택을 하는 노하우란 잘

못된 선택을 피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빈번하게 빠

지는 대표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피할 수 있다면 번번이 우리를 후회하

게 만드는 잘못된 결정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일상적

이고 실용적인 생각의 오류들을 알고 자신의 성격만 탓하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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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①May fifth Sunday

Today is Children릫s day굩 I릮m very

excited. ②It릫s my plan. ③I will playing

free. ④I watching TV much longer

time. ⑤Also I will playing board game

with my sisters. ⑥But my old sister is

very bad. So in fact I don릮t like to play

with my old sister. ⑦But I like young

sister verymuch.

⑧Now I will as much as I like play

for children릫s day. ⑨First, watch a TV

굩 ⑩Second, play the computer games.

⑪Third, play board game with my sis-

ters. ⑫Today is our world굩 ⑬My

cousin will visit my house and playing

hardwith me.

영어 에세이, 일기 등을 A4 10줄 내외 분량으

로자유롭게작성하셔서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

원문 첨삭하여 릮기장사람들릫에 게재해드립니다.

□보내실곳 :주소)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560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실

E-mail) skyoranges@korea.kr

(수정)

①May fifth Sunday

Sunday, May 5, 2013 (날짜 표기법 - 요일,

월 일, 년도)

②It릮s my plan.

Here릫s my plan. (대명사 it가 지칭하는 내용

이 뒤에 나오므로 갑자기 it를 쓰면 어색할 수

있다)

③Iwill playing free.

I am having a free time the whole day. (will

다음에동사원형, thewhole day는오늘은하루

종일 자유다라는 의미를 위해 추가해 봤다)

④Iwatching TVmuch longer time.

I will watch TV as long as I want.

(watching이라는 진행형을 쓴 것도 틀렸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니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동

안 TV를 보겠다고 표현하고 싶다면 watch TV

longer than usual도 생각해 보자)

⑤Also I will playing board game with my

sisters.

I am going to play board games with my

sisters too.

⑥But my old sister is very bad. So in fact I

don릮t like to playwith my sister.

But honestly, I don릫t like playing with my

older sister that much because she is naugh-

ty.

(두 문장을 하나로 묶는 게 좋겠다. naughty

는 장난이 심한, 짓궂은 이라는 뜻. that much

는 그다지 라는 뜻)

⑦But I like young sister verymuch.

My younger sister is quite nice though.

(though를 문장 끝에 붙이면 하지만, 그래도

라는 뜻, 구어체.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으니

older와 younger로 구분하자)

⑧Now I will as much as I like play for chil-

dren릮s day.

I will spend Children릫s Day doing whatever

I want. (will 다음엔 동사원형이 나와야 함)

⑨First, watch aTV굩

(영어에서는 주어+동사가 나와야 하지만 이

렇게 일기체나 구어체에서는 주어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⑩Second, play the computer games.

Second, play computer games굩 (둘 다 느낌

표를 줘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the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⑪Third, play board gamewith my sisters.

And third, play board games with my sis-

ters. (board games는 복수로 처리했다. 열거

할 때 마지막엔And를 넣어 주자)

⑫Today is our world굩

Today, it is our world굩 (비인칭 주어 it를 넣

어 주자)

⑬My cousin will visit my house and playing

hardwith me.

My cousin will come to my house to play

with me.

영어첨삭자:이성득

(부산시 국제협력과 국제회의통역사)

기장군에는 16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

개 사업소, 5개의 읍굛면, 그리고 의회사무과

가 있죠. 이번 호에서는 미래전략과에서 하

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미래전략과에는 전략홍보팀, 언론팀, 군보

편집실이 있어요. 전략홍보팀에서는 지역발

전 계획과 구체적 청사진에 대한 군민의 관

심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어

요. 국정과 시정 그리고 군정의 업적과 활동

을 알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군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우리군 성장을 위한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죠. 또한

매주 일요일 차성아트홀에서 최신영화 등 테

마가 있는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우리군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글로

벌화 되어가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지역 출

신 대학생 및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를 관리

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

기 위해 땀 흘리고 있죠. 언론홍보팀에서는

방송사굛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군정 홍보자료

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책이나

관심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적극

홍보하기도 하고 언론매체 보도사항을 모니

터링하여 군정 신뢰도 제고에 애쓰고 있죠.

군보편집실에서는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

을 1995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군정

소식뿐만 아니라 관내 구석구석의 주민생활

상,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정보를 보다 알차

고 다양하게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요. 이를 위해 발행면수를 8면에서 24면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죠. 또한 군민 각 세대와

출향인사, 각급기관굛단체, 관내 기업체에 배

포함으로써 군정홍보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군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있어요. 언제나

군민들에게 먼저 한 발짝 다가가는 군보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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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의 장래 꿈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것

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돈을 버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돈

을 벌까 궁리하다가 수박주스를 만들어 팔기

로 했습니다. 갈증도 해소하고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여름에는 수박이 제철이라서 주스 가

격을 싸게 해서 친구들에게 팔 수 있는 점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수박주스를

만들어 팔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구입하려

면 모두 6만원 정도가 필요하였는데 문제는 민

수가 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

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수박주스 사업에 투자

하라고 권유를 하였지요. 그리고 투자를 했을

경우,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을 친구들에

게 모두 나누어 주겠지만, 만일 사업에 실패한

다면 투자한 돈조차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도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민수의 사업 아이디어가

좋다며 기꺼이 민수를 믿고 5명의 친구가 돈을

투자하였는데, 한 명은 2만원을, 나머지 친구

네 명은 모두 만원씩을 가져왔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동안 정성껏 주스를 만들어

팔았고 그 결과, 투자한 금액 6만원을 제외하

고 모두 4만원의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이익금

중 민수는 자신이 수고한 값으로 만원을 제외

하고 3만원의 이익금을 자신의 수박주스 사업

에 투자한 친구 다섯 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

다. 어떻게 나누어 주었을까요? 민수는 투자

금액의 비율에 맞추어 2만원을 투자한 친구에

게는 만원을, 나머지 친구에게는 5천원씩 나누

어 주었습니다. 물론 6만 원도 투자한 만큼씩

나누어 주었답니다.

앞에서 살펴본 릫민수의 수박주스 주식회사릮

에서 민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민수

친구들은 투자자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흔

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릫○○ 주식회사릮 역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따

로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회사들은 일반

적으로 5천원짜리 종이로 만든 증서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 증서를 주식이라고 부른답

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앞의 예에서 민수 친

구들, 즉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들을 주주라고

부르며, 주주들은 회사의 운영 자금을 직접 제

공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만일 회사가 잘못

되어 실패하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릴 위

험도 있답니다. 이 때문에 1년에 한 번 회사 경

영을 담당한 사람들은 주주들에게 회사의 운

영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바

로 주주총회라는 것입니다. 주주 총회에서 투

자자인 주주들은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

을 고쳐 나가도록 건의하거나, 경영진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답니다.

출처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http://fq.or.kr/

군민을 위한 가족음악회

○ 일시 : 6월 21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정관신도시 좌광천변 중앙공원 광장

○ 공연내용 : 가족뮤지컬 릫사운드 오브 뮤직릮

요가와 클래식의 만남 등

○ 부대행사 : 무료 즉석 가족사진(기장사진동호회, 사진분과), 대

형 풍등 띄우기 시연(리현도 공방) 등

주최 기장예술인협회(회장 윤기철)

후원 기장군, 기장군의회

정보화 교육 교육생 모집

일 시 수 업 내 용

1 강
6.17(월), 18:00~20:00

컴퓨터의 기초- 윈도우즈xp 각 명칭과 화면구
성 살펴보기- 파일, 폴더 관리 (복사, 이동, 삭
제)

2 강
6.19(수), 18:00~20:00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구
성- 정보검색하기(농업관련)- 시작페이지 변경
하기/ 즐겨찾기 추가하기

3 강
6.24(월), 18:00~20:00

내 컴퓨터로 정보 가져오기- 스마트폰으로 찍
은 사진 PC로 보내기(*스마트폰)- 카톡으로
여러사람에게 사진전송하기

4 강
6.26(수), 18:00~20:00

이메일 사용하기 - 구글계정 만들기- 메일 주
고받기 - 구글계정으로 전화번호 동기화(*스마
트폰)

5 강
7.1(월), 18:00~20:00

파일 전송하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여 파
일전송하기- 알집으로 압축하기, 압축풀기

6 강
7.3(수), 18:00~20:00

인터넷뱅킹 ＆ 쇼핑- 공인인증서 절차 이해하
기-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기(*스마
트폰)- 전자지갑(스마트 월렛 사용하기)

7 강
7.8(월), 18:00~20:00

인터넷으로 멀티미디어 즐기기- 미디어플레이
어 설치 및 사용하기 - 음악파일을 벨소리로
지정하기(*스마트폰)

8 강
7.10(수), 18:00~20:00

바이러스와 악성코드 검사하기-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 검사하기- 파밍방지 프로그
램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스마트폰 백신프
로그램 설치하기

▣ 교육기간 : 2013. 6. 17 ~ 7. 10 (8회, 기간 중 월굛수요일)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아카데미관 정보화 교육장

▣ 모집인원 : 17명〔스마트폰 소지자〕※애플사(아이폰)폰 제외

▣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 교육일정 및 내용 (PC 및 스마트폰 활용법)

▣ 접수기간 : 2013. 6. 3 ~ 6. 14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및 방문접수〕

농업기술센터(709-530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요령

뢾물놀이사고 10대 안전수칙뢿

1. 여행을 떠나기 전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힙니다.

2. 야외 물놀이를 계획할 때에는 물이 깨끗하고, 자연 조건이 안전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지역의 기상 상태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거친 파도, 강한 조류 등

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가능한안전요원이있는물놀이장소를선택하고그규칙을따릅니다.

5.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 후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합니다.

6.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수영을 할 수 있고 응급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켜봐야 합니다.

7.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8. 물속에서 갑작스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

비운동을 합니다.

9.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레저 활동시

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10.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피해야 합니다.

뢾물에들어갈때지켜야할사항뢿

일반적으로 수영하기에 알맞은 수온은 25~26℃정도이다.

물에 들어 갈 때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①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

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②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정도의 얕은 물인데도 허우적대

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③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

지 않는다.

※ 숨을 들이 쉰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려 빠져 나오기 어

려울 때는 숨을 내뱉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④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⑤ 수영 중에 릲살려 달라릳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내지 않

는다.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⑥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⑦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재난안전과(709-4635)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추진목적 : 장애인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

하여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제4차 편의증진 5개년

(2015-2019) 계획수립을 위함

○ 조사기간 : 2013. 5. 13 ~ 7. 31

○ 조사대상

▷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일(릮98. 4. 11) 이후 건축(신축굛증축굛

개축굛대수선굛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던 건물

▷ 공공청사, 공공시설 등 건축연도와 관계없이 조사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한 전수조사요원 현장 방문 조사

○ 협조사항 : 건축주 또는 관리인은 현장 방문 조사시 조사요원에

게 적극 협조(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7조)

복지지원실(70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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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자주 묻는 질문 2

대학입시제도의 이해와 대비전략 ⑫

전창민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전문위원

장안제일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의 부담을 줄이고자 탐구 최대 선택과목수가

2013학년도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가 되

면서 개별과목을 선택한 응시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과목 응시자수의 감소

에 따라 각 등급별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 어

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탐구과목을 신중하게 선택해

야 한다. 특히, 자연계 수험생의 경우 수시모

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과학탐구의 영향

력이 대단히 크고 또한 정시모집에서 영역별

반영비율에서 국어나 영어보다도 높은 경우

가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전략적으

로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수험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표

적인 것이 바로 릫탐구영역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가?릮이

다. 탐구과목은 수능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과목간의 표준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탐구과목 반영 시 표준점수

를 반영하지 않고 백분위점수에 기준을 둔 각

대학 자체의 변환표준점수로 산출하여 반영

을 한다. 따라서 탐구과목의 선택기준은 표준

점수의 유불리가 아니라, 백분위점수가 유리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백분위는 한 수험생의 집단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릲100을 만점으로 환산한 수릳를 말하는

것으로, 한 수험생이 얻은 점수보다 낮은 점

수를 얻은 수험생들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

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의 전국 백분위

가 97이었다면, 전국에서 97％의 수험생이 A

학생보다 표준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는 것으로 A학생의 전국석차백분율은 3％가

되는 것인데, 즉 전국에서 3％ 안에 든다는 것

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백분위점수를 각 대

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환표준점수를 이

용하여 나온 점수를 전체 총점에 반영하게 되

는 것이다.

백분위에 유리한 탐구과목은 수능에서 응

시자수가 많은 과목이다. 예를 들어, 수능에

서 사회문화 과목 선택자 수는 30만 명이고,

한국사 과목은 5만 명이라고 할 때, 백분위

90 이내에 들 가능성은 사회문화는 3만 명이

고 한국사는 불과 5천 명이다. 5천 명보다는

3만 명이 유리한 것이다. 즉, 응시자수가 많은

과목이 백분위점수가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수능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선택

한 사회탐구 과목의 순서는 사회문화, 한국지

리, 윤리, 근현대사 순이었고 과학탐구에서는

생물Ⅰ, 화학Ⅰ, 물리Ⅰ, 지구과학Ⅰ 순이었

다.

백분위점수는 일

종의 석차이므로 여

러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보다는 이른 시

기에 선택 과목에 집

중하여 깊이 있게 공

부하는 학생이 훨씬

유리하다. 경북대,

경기대, 단국대(천

안), 울산대 등은 한

과목만을 반영하며,

연세대, 고려대, 성

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제2외국

어를 사회탐구 1과목으로 대체해주기 때문에

제2외국어/한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사탐 한

과목만 공부해도 된다.

그러나 탐구과목을 선택할 때 최우선 순위

는 전략상의 불리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즉, 자신의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

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전략상 불리함이란 자

신의 선택과목의 응시자수가 다른 과목에 비

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백분위점수를 받기

가 어렵다는 것인데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

관제전형이나 면접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라

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여 준비

하는 것이 전략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그 이

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이다.

지원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진로가 불

분명한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개설된 과

목, 특히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

이 유리하다.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일치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학년 탐구과목을 완

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3학년 때

배우는 탐구과목이 자신이 택한 수능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릫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

부 따로릮가 되어 학습 부담이 커지고, 3학년

탐구과목 수업 시간이 부담스러워 지는 것이

다.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일치시켜 부담

없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3학년 때 개설된 탐

구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현재 2학년인 학생들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

불어 입학사정관제 폐지니 입시제도의 변화

니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능에서의 큰 줄

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탐구영역

에서 한 과목을 조기에 결정하고 2학년 때 완

벽히 준비해 놓는다면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

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득씨가 2012 아시아여성리더스 포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연설을 동시통역하고 있다.

국가 간 정상 회의, 세계 주요 기구들의 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해외서적,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등

우리 일상에서 이제 통번역은 너무나 가깝게 있다.

언어, 문화가 다른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을 소

통하게 만들어주는 직업, 국제회의통역사. 현재 부산

시청 행정자치국 국제협력과에서 행정부시장/국제대

사, 소관부서 영어권 통역, 번역 및 감수를 맡고 있는

이성득 씨를 만나 국제회의통역사의 세계에 대해 들

어보았다.

- 어떻게 하면 국제회의통역사가 될 수 있나요?

흔히 알고 있는 동시통역사의 공식 명칭이 릫국제회

의통역사릮입니다. 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통번역대학

원에 진학해 졸업시험에 통과하면 그 자격을 받을 수

있죠.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

실 졸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 기수 때도 44명

중에서 2명만이 국제회의 졸업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

죠. 이렇게 졸업시험(대학원에 따라 인증시험)을 거

치면 각종 국제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회의통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순차통역 등을 하는

일반 통번역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통번

역 에이전시에 등록, 프리랜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지구촌이 하나로 가까워질수록 정부기관, 출

판사, 일반 기업 등 통번역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 2012년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 박원

순 서울시장 연설 동시통역, 피지공화국 대통령 수행

통역, (주)포스코 동시통역, 여수엑스포 스위스관 번

역, BMW미니 매뉴얼, 삼성전자 글로벌 프린트 시장

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 활동을 해왔습니다.

실제로국제회의통역사 혹은 통번역사로서 일하는 분

야는 첨단기술 IT, 경제, 정치,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

지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말 실력까지 갖추는 것이 중요합

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통번역을 잘하

는 사람은 드물죠. 평소 사회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 뉴스, 잡지 등에 눈과 귀를 열고 관심을 가져야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고향이 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어학연수도 가지

않고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문

기초영어 등 기본서의 예문, 즐겨듣는 팝송의 가사를

통째로 암기하고 틈틈이 영어사전을 읽었습니다. 특

히 기본서의 영어문장 암기는 제 영어의 뼈대를 만들

어 주고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적극 추천합니

다. 또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외국인 앞에서 내가

실제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상하며 외우는 것

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영어 텍스트

를 한국어로,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과

흔히 릫쉐도잉릮이라고 하는데 CNN 앵커의 멘트를 하

루 20분정도 소리 내서 따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제회의통역사를 꿈꾸는 고향의 후배들에게 조

언해주신다면?

통번역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결국 실력이 가장 중

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자신과의 싸움

에서 이길 수 있는 끈기만 있다면 활동할 수 있는 세

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직은 부산의 통번역시장이

작아 큰 회의나 행사 시 서울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고향의 후배들과

함께 국제무대에 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합

니다.

풀 때마다 중간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다. 꼭 막히

는 부분에서 기억력은 우리를 배신한다. 특히 풀이

과정이 긴 고등학교 수학에 그런 질 나쁜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나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녀석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당

했으니까. 내 친구들도 많이 당했다. 우리 반에서 그

녀석(문제)에게 당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

고백하자면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 때문에 많이

울었다.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니 얼마나 제풀에

화가 났겠는가. 사실은 감성이 풍부해서 운 것이 아

니라 낮은 점수 때문에 맞아서 울었다. 당시 수학

선생님은 팔뚝이 굵기도 했거니와 특수 제작된 사

랑의 매를 갖고 계셨다. 안 맞아 보면 모른다.

그 매는 두 달 동안 바닷물에 숙성시킨 참나무로,

바람이 선선한 응달에서 아주 잘 말린 것이었다. 마

지막 처리 과정으로 매 곳곳엔 잔못이 박혀 있었고.

우리를 더 황당하게 한 것은 하단에 쓰인 릫사랑의

매릮라는 선명한 글씨다. 어떻게 보면 수학 선생님의

사랑의 매가 당시 나를 수학과 멀어지게 했던 것 같

다. 지금 생각하니 끔찍하다.

그런데 볼 때마다 까먹는 문제를 기억하는 방법

이 있다. 시험 치르기 몇 분 전에 반 친구가 어떤 문

제를 풀어 달라고 할 때가 있다. 그러면 가르쳐 준

학생은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맞히는데 풀

이를 배운 학생은 대개 이상하게도 실제 시험에서

틀린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학생이 문제 풀

이를 물어 왔을 때 귀찮아하며 안 가르쳐 주면 바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된다. 어떻게 아느

냐고? 안 가르쳐 주고 틀린 아이가 나였으니까.

나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점점 더 강의에 깊

이가 생긴 것은 물론이요, 실력이 늘기 시작했다. 그

런 것 보면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다. 남에게 베풀

면 베풀수록 자신이 더 풍요로워진다. 남을 가르치

다 보면 그 문제가 100퍼센트 자신의 것이 된다. 선

행을 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참세상의 섭리와도

다르지 않다.

공부 못하는 친구가 물어 오면 싫은 내색하지 말

고 가르쳐 줘라. 시간 아까워하며 혼자만 공부한 학

생치고 원하는 대학에 간 학생 드물다.

출처 : 수상한 중학수학책

불법지하수양성화(자진신고) 기간운영

□ 추진배경 : 허가굛신고 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

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굛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방치한 자

□ 자진신고 기간 : 2013. 6. 3 ~ 2013. 11. 30

□ 자진신고 방법 :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 서류 간소화 : 준공신고 생략, 최초 수질검사 면제

□ 자신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

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백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방안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

련법에 의거 처리

건설과(709-4672)

관내슬레이트건축물현황및처리대책

구분 계 주택 창고 공장 축사 시설 기타

기장군(전체) 1,983 1,423 265 51 62 169 13

기장읍 680 552 53 8 9 48 10

장안읍 469 336 70 4 8 49 2

일광면 487 369 69 3 23 23 0

정관면 165 64 32 34 8 27 0

철마면 182 102 41 2 14 22 1

□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

□ 처리대책

○ 근거

- 룗석면안전관리법룘제25조, 제26조(릫12.4)

- 룗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룘(릫12.10)

- 룗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룘(관계부처 합

동, 릫10.12)

- 룗2013년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룘

(환경부, 릫13.1)

○ 절차 : 사업비(국비+시비)지원 → 슬레이트 지원사업 신

청접수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업무 위탁 → 사

업 후 정산

○ 규모 : 2013년 1억8천720만원 (78가구 지원 가능 규모, 1

가구당 240만원 지원)

○ 실적 : 2013년 4월말 현재, 64가구 처리 지원(2012년 : 38

가구, 5천895만원 지원)

□ 향후계획

○ 관내 슬레이트 건물 전수 조사(국비 1천만원, 용역 시행

중, 7월말 완료계획)

○ 2014년 지원규모 증액 요청(국비 및 시비)

환경위생과(709-4384)

6월 기장도서관행사안내

일 자 제 목
1일 (토) 아이스에이지4 (대륙이동설)
2일 (일) 돌핀 테일
8일 (토) 헷지
9일 (일) 퀼
15일 (토) 메리와 맥스
16일 (일)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22일 (토) 호튼
23일 (일) 건축학개론
29일 (토) 월래스와 그로밋 (거대 토끼의 저주)
30일 (일) 트레져 버디즈

일자 제 목

06/01 구름나라

06/08 마녀위니의 요술 지팡이

06/15 숨쉬는 항아리

06/22 피카소

06/29 개미가 날아 올랐어

1. 가족 뮤지컬 안내

- 공 연 명 : 행복을 굽는 헨젤과 그레텔

- 일 시 : 2013년 6월 22일(토) 11시~12시

- 대 상 : 어린이 및 부모 80명

- 접 수 : 6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내 용 : 헨젤과 그레텔을 가족뮤지컬로 재창작하여 배려와 나

눔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의미가 담김

- 장 소 : 시청각실

- 문 의 : 사무실 ☎ 709-5331

2. 유아영어 씽씽잉글리쉬 수강생 모집

- 내　　용 : 노래와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익히는 유아영어

- 대　　상 : 유아 6-7세 각 반별 15명

- 일　　정 : 7월 12일(금) ~ 8월 30(금), 총 8차시

- 장　　소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시　　간 : 오후 3시-5시, 각 반별 1시간 수업

- 준 비 물 : 색연필, 싸인펜, 가위, 풀, 재료비6,000원

- 모집기간 : 6월 25일(화) 오전10시부터 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 3시 15명, 4시 15명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709-5321

3. 생활과학교실 2013년 2기 모집안내

-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

- 일　　정 : 7월 9일(화) ~ 9월 10(화) ※기수별 10차시 단위로 운영

- 장　　소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5시30분

- 재 료 비 : 35,000원(차상위계층은 재료비 면제)

- 모집기간 : 6월 25일(화) 오전10시부터 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709-5321

4. 초등일일독서교실 안내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 (1일 1학급 참여)

- 일 정 : 매주 목 ~ 금, 오전10시 ~ 11시30분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평생교육실, 1층독서사랑방

- 신 청 : 각 학급 담임선생님 신청

- 내 용 :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 분류 및 검색방법 소개, 전자책

활용 및 체험, 독후활동, 자유로운 책읽기 등

- 문 의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709-5321

5. 동화배달부 안내

- 대 상 : 기장읍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내 용 : 유아 기관에 필요한 우수 그림책 선정 및 대여

- 신 청 : 전화 신청 후 일정 협의

- 기 간 : 2013년 12월 내 1개월간 대출(300권)

- 문 의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709-5321

6. 그림책 읽어주기 안내(6-7세 유아 및 가족)

- 매주 토요일 11:00 ~ 12:00 [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7. 주말 가족 극장 상영 안내(매주 토굛일요일 14:30 ~[시청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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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 활력 주도

릫여성농업인'으로서

전문 자질 개발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96년 5월 17일 설립한 비영리공익단체다.

207여명의 여성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58년 생활개선구락부로 출발, 1990년 농

촌지도자중앙회 생활개선분과회로 활동하

다가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가 생겨

났다.

기장군연합회는 2년 후인 1996년 출범해

현재 김윤옥(59세) 씨가 제9대 회장을 맡

고 있다.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과 농업굛

환경굛전통문화를 지키고 농촌사회의 활력

을 주도하는 연합회는 회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합회 6대부터 9대 회장까지 19년간 이

어져 온 릫전통장 담그기릮행사는 이제 연합회

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3월이면 회

원들끼리 힘을 모아 된장을 담가 한 달간

숙성시키고 이것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한

다. 올해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소외계층들

을 위해 써달라며 5개 읍굛면에 직접 된장

20통을 전달했다.

김윤옥 회장은 릲된장은 전통적으로 내려

오는 한국고유의 먹거리로 맛도 좋고 몸에

도 좋아요. 가정에서 꼭 챙겨먹어야 할 것

중 하나죠릳라며 된장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

서고 있다.

전통된장은 발효식품 가운데에서도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나며 간 기능회복과 간 해

독에도 좋다. 또 식이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좋고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줘 다이

어트를 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된장

의 레시틴은 뇌세포 활성화, 기억력 향상

및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이소폴라본의

유도체는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기 쉬운 골

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연합회 회원들은 매년 기장군 축제나 행

사에 참가해 우리 전통 음식과 문화를 알리

고 있는데 지난해 군민체육대회 때도 떡메

치기 체험과 감주 무료시식회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월 2회씩

무료급식소 봉사에도 빠지지 않는다.

2012년 장안읍 연꽃축제는 생활개선기장

군연합회 장안읍 회원들이 농촌지도자회와

함께 힘을 합쳐 주최했다. 특히 손수 준비

한 차 시음회는 인기만점이었다.

회원들은 한지공예 등의 과제교육을 통

해 기본소양을 높이고 매년 전국생활개선한

마음대회에 참가해 릫여성농업인릮이라는 전

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개발한다. 김윤옥

회장은 기장군 여성 영농후계자 두 명 중

한 사람으로 릲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

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들도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나아가 기장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작으나마 힘이

되고 싶습니다릳고 말했다.

김 회장은 릲5개 읍굛면 회원들이 함께 활

동하며 서로 유익한 정보도 교환하고 도움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도농복합도시 기

장에서 여성농업인으로서 능력도 계속해서

개발해나가고 우리 농산물과 전통음식을 널

리 알리도록 노력할겁니다릳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제 212 호

2013년 6월 3일 (월요일)

농업은생명, 농촌은미래

작지만강한 릫강소농릮육성

자치구(군) 단위농업기술센터부산서유일

<농업기술센터식물병원토양무료검정안내>

○ 대 상 : 관내농업인

○ 신청방법 : 기장군농업기술센터내 식물병원에서 접수

○ 토양검정분석 소요일수 : 2주일정도

○ 시비처방서 발부 : 의뢰 후 농가에서 알아보기 쉽게 결과에 대한 처방서 제공

○ 분석 및 검정결과는 농촌진흥청 한국토양정보시스템룆흙토람(http://soil.rda.

go.kr)룇에서 언제든지 조회가능

※ 토양 시료채취 요령 : 겉흙 2cm정도 걷어내고 필지당 5군데 이상 땅속 깊이

10~15cm 깊이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잘 혼합되게 골고루 섞어 시료봉투에 2

kg 정도 담아 분석 의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식물병원(709-5306)

기장군에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굛군중 유일하게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이하 센

터)를 운영한다.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농경지 면적은 1996년 4월 부산광역시 기장군농촌

지도소 개소 당시보다 다소 감소한 3,268ha, 농가인구는 13,505명에 이른다(2012년

군정백서 참조). 하지만 연중 농지 활용이 가능한 시설채소, 화훼류 생산 등 도시근

교형 농업이 점차 늘어나 기장군 농업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으며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장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농

촌지도사업을 비롯한 농업기술 보급, 병충해 예찰방제, 토양검정 등 실질적인 작물

지도까지 찾아가는 현장농업을 지도하고 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해 농업 인력과 농촌지도자와 생활

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굛지원 하고 있다.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는 전통장

함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전통장 제조기술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담근 된장을 기증하

여 이웃사랑에도 앞장서고 있다.

센터에서는 천연염색 규방공예 등 연중 상시 전통문화 강좌를 개최해 지역 여성의

다양한 소득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생활기술과제 교육과 능력개발 교육

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아울러 우리군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식

문화 연구회에서 우리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도시주부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 및 텃밭 가꾸기, 생활원예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교육, 찾아가

는 녹색기술교육(화분갈이) 등을 운영해 농사를 짓지 않는 군민들에게도 도시농업

과 농업굛농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준공한 농업아카데미관은 농업인 교육, 세미나, 영농상담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교육,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지상2층, 연면적 648.38㎡ 규모의 농업아카데미관은 1층에 세미나실, 녹색

삶도서관, 기장농업홍보관, 2층에 농업인교육관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이와 더불어 기장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산팝콘 상품화 프로젝

트 시범사업, 웰빙잡곡단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유용미생물(EM)보급, 농기계

임대은행,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등 다양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기장군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보급을 위하여 꾸지뽕 암

그루 다량증식과 순 백도라지 증식 보급 등 다양한 시험연구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최재구 소장은 릲기장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농업기술을 개발굛보급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릳 라며 농업기술센터가 기장군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kjagri)에서는 최신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영농기술, 현장애로기술상담, 주간농사정보, 농업인 학습단체 등 다양

한 농업정보를 볼 수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1~5)

릫 릮

기장군 농업알리고발전시키는데앞장서

19년간해온 릫전통장담그기행사릮 전통으로자리잡아

자동차세 10％경감(자동차세 연납과 요일제 동시참여시

19％경감), 공영주차장주차요금 50％경감, 주거지주차장 가점

부여 등 혜택

◈추진배경

○ 자동차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및
시간 절감 효과는 물론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을 보호함으
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

◈추진개요

○ 시행일시: 2010. 10. 1.부터 (9. 1.부터 신청자 접수) 계속

○ 대상차량: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
용굛승합차

○ 시행방법: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 7시 ~ 오후 8시까지 차량 미운행

○ 신청요령: 구굛군, 읍굛면굛동,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또는 승
용차요일제 홈페이지(green-driving.busan.go.kr) 신청
▷ 공무원이 직접 전자인증표 부착

◈참여혜택
○ 자동차세10％경감, 공영주차장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부여, 제휴카드 사용

시 자동차세3％ 및 대중교통요금할인 등, 자동차보험료

8.7％인하(운행정보확인장치 구입굛부착시), 민간 할인 가

맹점 요금 할인 등
※ 승용차요일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굛공영주차

장 진입 제한(경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등 제외), 연 5회

이상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전자인증표 훼손 등 위

반시 혜택를 중지굛취소.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사용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굛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 긴

급용굛보도용굛외교용굛군용굛경호용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 제외차량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 가능함(주차요금 할인

등 중복혜택은 안됨)

교통경제과(709-4554굛4558)

승용차요일제 시행 안내
□검진대상자

▶ 만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 보건소장이 치매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검진비 :전액무료

□검진절차

▶ 1차 선별검진 : 보건소(이상자 의뢰서 발급 후 병원 의뢰)

▶ 2차 정밀검진 : 협약병원(해운대백병원, 기장고려병원)

기장군보건소(709-4802)

치매 조기검진사업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 회원들은 매년 된장을 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지원대상자

▶ 치매 진단자

▶ 혈관성 치매로 진단받은 모든 대상자

※ 치매 치료약 종류를 복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입금통장 사본, 약처방전 원본,

신분증

□지원금액 :매월 약값 본인부담금의 최고 3만원까지

□신청기간 :연중

기장군보건소(709-480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장애인 컴퓨터 무료 교육생 모집
○교육내용 :컴퓨터첫걸음, 소셜미디어활용(SNS), 정보검

색＆문서작성, 스위시활용, 쇼핑몰판매관리(ESM), 일러

스트기초

○교육대상 :장애인, 장애인 직계가족

○교육기간 : 2013년 6월

○신청기간 :선착순 접수마감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469-7594)

6월 6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리

는 뜻 깊은 현충일입니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조기를 게

양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도록 합시다.

○제58회 현충일추념행사

▶ 추념식(기장군) : 2013. 6. 6(목) 11:00

장안읍 무공수훈자전공비

▶ 추념식(부산시) : 2013. 6. 6(목) 09:50

중앙공원 충혼탑 앞 광장

○호국굛보훈행사

▶ 제63주년 기장군 6.25전쟁 기념식 : 2013. 6. 24(월) 10:00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제63주년 부산시 6.25전쟁 기념식 : 2013. 6. 25(화) 11:00

시민회관 대강당

○국가유공자예우사업

▶시내버스굛도시철도 무료승차 : 2013. 6. 5 ~ 6. 7 (3일간)

▶대 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서제시)

복지지원실(709-4314)

호국보훈의 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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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기장군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흔히들 전신운동을 생각하면 수영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여기 그에 못지않은 스포츠가

있다. 바로 인라인스케이트다. 인라인스케이트는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데다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등 그 운동효과가 크다. 또한

평균시속 20~30km, 최고시속 50km가 넘는 스피

드를 즐길 수 있어 쌓인 스트레스가 쫙~ 빠져나

간다.

하지만 친숙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아무런 보호장

비도 하지 않은 채 얕보고 덤볐다가는 그 어느 종

목보다 큰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라

인스케이트다. 헬맷, 손목, 무릎, 팔꿈치 보호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장에는 2003년 생활체육기장군 인라인스케이

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생기면서 현재 3개 클

럽 83명의 회원들이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 연합

회는 월 1회 기장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정기모임

을 가지고 트랙을 질주한다. 이외에도 일명 번개

를 통해 수시로 운동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고 경

조사도 함께 나누고 있다. 핑크마라톤대회, 광안

걷기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인라인패트롤 봉사대

활동도 해오고 있다. 릫人(인)라인스케이트릮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원들의 사이는 돈독하다.

인라인스케이트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운동이라서 자녀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

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연합회 이경희 총무(이하

이 총무)는 부부회원이기도 하다.

이 총무는 인라인스케이트는 팔, 허리, 무릎 등

전신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인라인스케이트의 다양한 운동효과는 타의 추종

을 불허한다. 시간당 칼로리 소모량이 570kcal ~

1150kcal로 달리기와 맞먹는 유산소 운동 효과로

심폐기능과 심혈관기능 향상에 좋다. 당연히 다이

어트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주행 스피드에 따

라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기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균형감각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무릎 관절 충격은 달리기의 절반 정

도여서 몸에 무리가 적고 성장기를 맞이한 어린이

들이나 갱년기를 맞은 중년들에게 특히 좋은 운동

으로 알려져 있다. 관절의 성장판을 자극시켜 어

린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며 관절이 약한

40~50대들은 퇴행성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을 예방

할 수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의 첫 수업은 보통 릫스케이트를

신고 일어서는 요령릮과 릫안전하게 넘어지는 요령릮

으로 시작된다. 일어서든지 넘어지든지 간에 릫무

릎을 대고 엎드린 개구리 자세릮만 기억하면 된다.

어떤 순간에도 뒤로 넘어지는 것은 금물이다. 항

상 자세를 앞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무섭다

고 엉덩이부터 깔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엉

덩이뼈가 금이 가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

으니 꼭 삼가야 한다.

이 총무는 릲인라인을 타는 동안은 잡념이 사라

지고 정신이 맑아진다릳라고 말하며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어디있으랴.

회장 이상진 010-9318-7563

릫인라인스케이트릮전신운동효과탁월해

기장군 생활체육회를 찾아서 생활체육기장군 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20

※ 교통경제과 김정환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13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6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6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기장군은 5월 25일~26일 가정의 달을 맞아 기장가족○○○○축

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과학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죠.

문 제

뀱 지난호 정답 : 명예의전당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릫기장사람들릮 제211호 퀴즈 당첨자┃

○ 맥시칸치킨 기장점 협찬 치킨교환권(2만원 상당, 10명 등기

발송)

▷ 이창준(기장읍 교리) 김연희 사명희(기장읍 대라리) 김민

정 김성진(기장읍 동부리) 배민선(기장읍 서부리) 서준영

(기장읍 차성로) 권경희 김연송 박진영(기장읍 차성서로)

○ 도자협회 머그컵(5만원 상당, 2명, 군청 5층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수령)

▷ 김광민(기장읍 배산로) 장은주(기장읍 차성동로)

○ 무봤나치킨 기장점 협찬 치킨교환권(1만 5천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 신영원 원종필 이정민 이지윤(기장읍 교리) 이봉선(기장

읍 대라리) 정학진(기장읍 대청로) 강옥자 신미옥(기장읍

차성로) 박숙자(기장읍 차성서로) 박순자(기장읍 청강

로) 김민경(기장읍 청강리)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2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장종숙(일광면 동백리)

○ 영남컴퓨터학원, 마마스 협찬 문화상품권(3만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 김민지 정덕이(기장읍 대변리) 황신혜(기장읍 서부리) 김

소령(기장읍 죽성리) 현시명(기장읍 차성서로) 이솔잎 정

예순(일광면 이천리) 김영애 남연서(정관면 용수리) 김정

훈(정관면 정관4로) 장세레나(철마면 고촌리)

기장군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노래

하는 우리노래교실이 벌써 5년째를

맞이하여 6월 8기부터는 이영규

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군청 공무

원 그리고 기장군 여성회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

리면서 아래와 같이 제18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많은 수강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확 날려버립시다.

○ 이번 18기는 6월 6일(목) 현충일 관계로 6월 13일(목)부터

등록 및 강의가 진행됩니다.

○ 매주 목요일 오시면 매학기 지난 후에는 수강시점부터 수강

료를 받으니 언제든지 목요일 10시30분경 오시면 됩니다.

○ 장소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수업시간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 후원 : 기장문화원, 각 읍굛면 주민자치위원회, 기장군여성단

체협의회

○ 주최 : sia인터테이먼트(주)

문의 :김성훈 대표 010-3848-8585

강사 이영규 외 밴드

(현재 부산일보

등에서 활동)

유료광고

월평마을(이장 한광렬) 경로잔치가 4월 28일 80여명의 어르

신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

업 추진과 관련 이동보행기 30대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동림사(주지 성타)는 5월 4일 러시아, 중국, 필리핀의 학생

과 학부모 약 80 여명을 초청해 선화그리기, 다도, 요가, 천연

염색 등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를 초청해 5월

16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협연을 가졌다.

부산기장청년회의소(회장 최정식)는 4월 21일 기장중학교

정문에서 제5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두호마을(이장 남정수) 경로잔치가 5월 9일 마을회관에서 열

렸다. 김영수 경로당 회장은 매년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

에 애써줘서 고맙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5월 24일 경찰서 대강당

에서 자율방범대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사회악 근절과 협력

치안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합대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바다와 강살리기 기장군 운동본부(본부장 김정우)는 4월 27

일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기장관내 학생과 일반인 연사

47명이 참여한 웅변대회를 개최했다.

특강 소감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 심포지엄 개최

Hybrid 영상의최신지견교류의장마련

부굛울굛경 핵의학 연구회(회장 양승오)와 동

남권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주최한 릫핵의학 심포

지엄릮이 10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층 대강당

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발맞

춰 Hybrid영상의 최신지견과 의학정보를 교류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김병일

과장),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구진모 교수), 인

제대학교 부산백병원(배상균 교수)에서 핵의학

과굛영상의학과 교수들이 참여해 열띤 강연과

토론을 펼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종양의 화학적치료와 PET-

MRI 검사의 연계, PET-MRI를 이용한 전립선

암의 조기 발견, 방사선 피폭 선량 감소를 위한

방안 및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양

승오 회장은 릲핵의학융합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발표를 통해, 최신 암 진단법과 임상결과들

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릳고 밝혔다.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민관협력과 관련한

특강을 듣고자 복지관을 나섰다. 복지 분야에서

도 늘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가 강조되고 마을 만

들기 사업들이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특강에 관심이 생겼다. 더구나 이영애라는

낯설지 않은 이름에 더욱 호기심을 가지며 강의

에 귀를 기울였다.

배우 릫산소 같은여자이영애릮가아니라, 릫탄소같

은 여자 이영애릮 라 한다. 다이아몬드가 탄소덩어

리로 만들어졌다나.

탄소 같은 여자가 강의 첫 말문을 트면서 우리에

게 던진 질문. 아프리카 속담 릫빨리 가려면 혼자 가

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릮 릫외나무가 되려거든 혼

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릮 아마 이

두 문장으로 특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민관 협력, 관이 갑이

고 민이 을인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장군의 취약성, 공직자가 사는 방법, 기장군 평

가, 민굛관의 갈등의 원인 등 기장군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함께 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구체적으로 분석해주었다.

가장 취약점이 선진자치 행정, 가치를 창조하는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력이 있어야함을 강조했다.

조직 내에 선 리더의 열정과 팔로우십이 중요하

듯 주민들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할 때 관에

서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다.

유명 광고인 박웅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릫시대라

는 씨줄과 내 의지라는 날줄이 맞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날줄을 잘 세운다고 해도 씨줄이 너무 세게

밀고 들어오면 휘게 되어 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직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굛관이 서로 조

화로워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또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이 있었다. 집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 모두 지붕

부터 그린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집 짓는 공사를

할 때는 바닥, 기초부터 다져져야한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익숙한 것을 두려워하고

땅버들 씨앗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았으면 한다.

인간에게는 공유의 본능이 있다. 이영애 강사의

울림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싶다.

오명숙

기장군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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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협찬광고

우측에서부터 한광렬 이장, 이종규 개발위원장, 오덕주 경로회장.

릲마을 공동작물로 수세미를 키워보자고 했더

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 하필 많은

작물 중에 수세미냐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걱정

입니다. 잘되어야할텐데말이죠.이제땅기운

을얻고싹이올라왔으니정성들일일만남았습

니다릳

정관면 월평마을 한광렬 이장은 농업진흥청

과 기장군이 지원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

업의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 주민에게 수

세미 농사를 제안했다.

1년에 5천만의 예산을 받고 마을자부담 500

만원이 3년간 투입되는 마을공동작업이다.

농촌 주민에게 500만원의 자부담은 적은 돈

이 아니다. 또 농사로는 생소한 수세미라니, 한

이장의 제안에 마을주민들은 반신반의했다.

한 이장은 설득에 나섰고 오래 걸리지 않아

마을주민은 한 이장의 제안을 받아드렸다.

릲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았

어요. 저희 마을 주민은 어느 도시민 못지않게

의식이 깨어 있어요릳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2006

년 벡스코와 1사1촌 자매결연에 이어 2009년에

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

지도 돈독한 인연을 맺어오고 있다. 이러한 기

관과의 자매결연은 형식에 그치는 행사가 대부

분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1사1촌 자매결연이 생

겨났지만 월평마을은 달랐다.

한 이장은 자매결연 이후에도 기관과 마을주

민의가교역할을충실히이행했고그결과주민

은 농산물의 판로를 키워갔다. 무엇보다 잠자고

있던 주민의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릲농산물 더 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

라고요. 기관의 사람들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다보니 주민의 생각이 넓어지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큰 수확이었죠릳라며 한 이장은 기

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마을주민이 더욱 단합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수세미는 얼마 전만해도 시골에서는 흔한 작

물이었지만 지금은 귀한 몸값 대접을 받고 있

다. 특히 수세미는 성질이 대체로 차고 매끄러

워서피부와눈,코, 입을촉촉하게만들어주고

점액을보강해노폐물을씻어내기도하고찬기

운으로 염증을 없애기도 한다. 이러한 약용 효

능이 뛰어난 작물로 마을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게 한 이장의 제안이었다.

또한 체험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작용됐다.

릲6월 중순이면 수확기에 들어가니 군민의 많

은 방문을 기대한다릳고 한 이장은 말했다.

마을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은 이 뿐만이 아니

다. 블루베리농사가한참유행할즈음,한이장

은 차별화를 위해 블랙베리를 마을에 심었다.

앞으로 1년여가 지나면 마을에 큰 소득원이 될

이 블랙베리는 블루베리보다도 영양성분이 높

아 마을주민의 큰 기대를 안고 있다.

또한방치되어있는마을저수지를정비해민

물새우를 키울 예정이다. 이 새우를 이용해 젓

갈을 담아 마을공동으로 김치를 생산할 예정이

다. IMF이전에는 월평마을이 김치마을로 유명

세를 올리기도 했다. 월평마을에서 직접 키운

배추와 고추, 젓갈을 사용해 주민이 직접 김치

를 담그는 이 사업은 과거의 명성도 찾고 주민

에게는고소득이보장될것이라고한이장은말

했다.

릲주민에게이득이되는일이라면무엇이든하겠습니다릳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기장

군지회(이하 참전자회) 회장을 맡은 이상대

씨를 만났다. 참전자회는 2001년 4월 16일 사

단법인 부산광역시 월남참전용사회 기장군지

회로 창립, 2012년 10월 10일 공법단체인 대

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광역시지부 기장

군지회로 등록변경 됐다.

이 회장은 사단법인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

회 부산광역시 이사, 연제구지회 부회장을 거

쳐 기장에서 기장군지회장을 맡게 됐다. 그는

릲3년 전 고향 정관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월

남전 참전 동지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가슴 벅찹니다. 죽음을 각오

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조국의 품에 살아서

돌아온 날을 회상하며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린다릳며 앞으

로의 포부를 밝혔다.

1964년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개입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월남전 지원을 호소

했고 이에 한국 정부는 1964년 9월 의무 요원

과 태권도 교관 요원 파견, 뒤이어 1965년부터

전투부대 파병을 비롯해 1973년 철군할 때까

지 8년 5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인원은 32

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남아 있는 월남전 참전자 수는 전국에

20만 8천명(2012년 기준) 정도로 기장군에는

480여명의 회원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참전자회가

2012년공법단체로인

정받은 것을 계기로

회원들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해 나

갈 계획이다.

당시 베트남전 파병

은 전사 5천여명, 부상 1만 5천여명의 큰 희생

을 치렀으며 동시에 릫브라운 각서릮와 릫월남 특

수릮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

정부에 가져다주었다.

이 회장은 릲젊은 세대들이 월남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월남전 참전대

가의 일환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한

국과학기술연구원은 오늘날 철강과 반도체,

조선 등 한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산업의 기반

을 이루었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대동맥인 경

부고속도로도 건설했습니다릳 라며 본인은 물

론 참전자회 전원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활

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월남전참전자회지역위해일할터

지상민굛이명희 씨와 두 아들 완호, 창호의 모습.

일광초등학교옆도로를달리다보면커다란

기장미역 홍보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기장

미역 옆으로 배가 보름달 같이 차오른 임산부

가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홍

보판 속 주인공은 바로 이명희(35굛기장읍 교

리)씨와 아들 지완호 군이다.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산후조리에 좋

다. 특히 기장 미역은 끓여보면 그 진가가 여

지없이 드러난다. 대개의 미역은 끓이면 풀리

지만 기장 미역은 아무리 끓여도 그 모습을

간직한다.

이명희씨는보건소에서임산부요가수업을

듣던 중 홍보판 모델 제의를 받게 됐다. 평소

밝고 적극적인 그녀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다. 첫째 아들을 출

산 했을 때 기장미역으로 산후조리를 했고 몸

소 기장미역이 좋다는 걸 느꼈던 터라 기장미

역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아들 지완호 군은 사진 촬영을 하러 가는 어

머니를 따라나섰다가 출중한 용모(?)를 인정

받아 현장에서 함께 찍게 되었다. 커다란 홍보

판이 세워지고 가족 중 가장 먼저 이를 발견한

사람도 그다. 유치원 소풍을 가는 버스 안에서

발견하고서는집에오자마자어머니이명희씨

에게 홍보판을 보러 가자고 졸라댔다.

남편 지상민 씨도 아내와 아들이 기장군 미

역 홍보판에 나오니 지나갈 때마다 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다. 이웃주민

들과 친척들에게는 이미 기장미역 모델로 소

문이 자자하다. 정면 얼굴이 나온 지완호 군

을 지인들이 알아보고는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촬영 당시 이명희 씨 배 속에서 무럭무럭 자

라고 있던 지창호군은 벌써 15개월로 인터뷰

중에도줄기차게뛰어다니는건강한모습을보

였다. 이명희 씨는 릲첫째도, 둘째도출산후 기

장미역으로 몸조리했죠. 다른 지역에서도 기장

미역은 다 알아주더라고요릳 라고 말하며 만나

는 사람마다 기장미역을 추천해준단다.

일광초등학교 옆 고가도로를 지나가면 따뜻

한 모자(母子)의 모습이 담겨 있는 기장미역

홍보판을 꼭 한번 보길 바란다.

기장미역 홍보 모델로 소문났어요

이상대 회장

위치 :기장중학교정문옆롯데리아맞은편

전화 : 051) 724-7131, 010-7648-7567

평생직업을원하십니까

당신의꿈을실현시켜드립니다.

(100％ 취업)

※ 일반 수강생 모집( 주.야간반 )

모집대상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 (남,녀)

- 보건관련 대학 재학 중인자 또는 졸업예정자

- 병의원 종사자 중 자격증이 필요한 자

- 주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고 3재학생

유료광고

백두사 내 백화요 대표 백천 양웅모 도예가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 지

역인재 육성에 써 달라며 4월 23일 장학금 일천만원을 기장군에 기탁했다.

오재선(일광초등학교 21회 졸업생)씨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일천만원을 4월 22일 일광초등학교에 기탁했다.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대표 김헌수)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5월 9일 성금 242만원을 기탁했다.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수경)에서 룗KBS 사랑의 리퀘스트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기장군 자매(14세, 12세)에게 생활안정자금(1,600만

원)을 5월 9일 전달했다.

퀴즈협찬광고

기장지역경남공고(지축) 동문을찾습니다

퀴즈협찬광고

존경하는기장지역동문여러분굩

알게모르게기장지역에거주하시면서

지역사회와모교발전을위하여끊임없는

헌신과봉사정신으로노력하여

오신동문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 20여년동안기장지축회를조직하여

선후배간의우의도돈독히다져왔으며지역사회의

발전을위하여선도적역할을해왔습니다.

더나은기장지축회를만들기위해

동문님들을찾습니다.

많은참여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참여자격 : 경남공고 졸업생

○ 연락사무실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4번지

051)721-1024, 011-885-0292

재기장 지축회 회장 허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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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바우처 제공기관 Tel. 723-9700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키울 Mom 난다)

대 상 : 예비부모, 학부모

시 간 : 주 1회, 수요일 10시~13시

수강료 : 월 50,000원(비바우처)

창의적 놀이를 통한 영유아 통합발달 지원 서비스

대 상 : 만 0~6세

시 간 : 주 2회, 화/ 목 (연령별 수업 진행)

수강료 : 월 60,000원(비바우처)

자신감 향상을 위한 표현 미술활동놀이

- 대 상 : 5~7세 유아

시 간 : 주 1회, 월요일 5시, 목요일 4시

수강료 : 월 60,000원(재료비포함)

초등학생을 위한 스토리텔링 수학, 역사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시간 : 주 1회, 토요일(1~3학년: 10~12시/ 4~6학년: 13~15시)

수강료 : 월 20,000원

무료 가족 상담 사연에 당첨되신 분께 축하드립니다.

(기장군 일광면 이00 씨)

추후 상담 일정 조절 후 가족상담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위탁운영

부경평생교육센터

유료광고

문의 : 010-9397-3492/051-907-3493

위치 : 기장시장 우리은행 뒤 용한의원 1층

(마마스 아뜰리에)

네이버검색창에서마마스아뜰리에를검색하세요

마마스아뜰리에

양말인형(삭스돌)

POP

펠트공예

리본아트

슈가크래프트

폴리머클레이

포크아트

쉐비로즈

냅킨아트

우드아트

톨페인팅

스텐실

패션데쿠파쥬

강좌안내

초급 6~7만원 (초급끝날때까지… 1~2달)

취미반,전문가반(자격증취득)

3과목이상 수료시 방과후지도사자격증취득

배달강좌 가능

MACMILLAN 맥밀란은 세계 3대 출판의 명가로 160년의 전통을 가진 출판사로서 이 중 맥밀란 스프링보드

(MACMILLAN LITERACY PROGRAM SPRINGBOARD)는 미국교과과정 중 독서수업에 사용되는 미국교과

서입니다.

맥에듀 14일간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010-6639-3421에 체험신청 문자 남겨주세요.

선착순 50명에 한해 2주간 무료 체험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습대상: 유치부 6,7세부터 성인까지

상담 전화 010-6639-3421
(문자샘플: ① 맥에듀 무료체험 신청합니다 ② 이름: 영어짱 ③ 전화번호: 010-000-0000)

유료광고

www.macedu.co.kr

하나뢿 저희 맥에듀는 맥밀란 출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서

비싼 미국교과서 원서를 한달에 8권 온라인 상에서 저렴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둘뢿 또한 맥에듀만의 특화된 26가지 패턴학습을 통해 영어 5

대 영역을 완벽하게 학습함으로써 NEAT 와 IBT 시험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전자 e-book을 통한 학교 수업시행/ 대입영어시험에

NEAT 반영 )

셋뢿 학습매니저 맥멘토 선생님의 주5일 꼼꼼한 학습관리를 통

해, 가정에서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최단시간에 최고

의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입증된 맥에듀 학습시스템을 이제 부산

에서도 체험해보세요

퀴즈협찬광고

제 212호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은 어느 때보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달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을 듬뿍 주고받으

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봉사자가 있다.

건강미의 피부에 베레모를 쓴 멋쟁이 신사,

올해 80세가 된 이희린 봉사자가 그 주인공

<사진>.

고향인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살다가 해

방 후 강원도 태백시로 이사를 한 뒤 6.25전

쟁으로 부모님과 형을 여위고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

그는 이후 해군을 제대하고 결혼 후 마도

로스 생활을 시작했다. 높은 파도와 힘겨운

노동과 싸우며 바다 위에서 가족을 생각하

며 고통의 30년을 지냈다. 그 동안 가정보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힘들고 고

통스러웠지만 가족이 있기에 힘든 일도 이

겨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 자식들 모두 출가하고 지인의 소개

로 기장에 살게 되면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까 생각 중 아내의 권유로 교회증축 공사현

장에서 모래 나르는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기장노인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독거노인 분들께 10년간 꾸준히 도시락

과 밑반찬 배달봉사를 하며 말벗도 되어 드

리고 그들에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

램에 함께 참가하자고 권유하기도 한다.

노인 돌보미일을 하는 이 봉사자는 내가

릲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릳

며 나이에 비해 건강한 삶을 사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1999년도에 경성대학교 평생학습원

에서 컴퓨터를 배우게 되면서 비록 독수리

타법이지만 메일도 주고받으며 꾸준히 하

나씩 배워 나가고 있다.

노년의 배움은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

단이기도 하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노화

가 더디게 진행된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라고 이 봉사

자는 말했다.

기장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건강

체조, 일본어 교실 등의 강좌를 듣고 사람들

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모임도 가질 수 있어

서 좋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

운 점은 지원봉사를 할 장소나 종류가 아니

라 자원 봉사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고 실

행하는 일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말처럼 자원봉사를 하려고만 한다면 할 곳

은 넘칠 만큼 많다. 그러니 자원봉사에 뜻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하자라고

이 봉사자는 주장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심리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마음껏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

을 계속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그들이 속

해 있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다.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신도

돕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에 열중함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

며, 삶을 사랑하게 된다. 주는 즐거움이 받

는 즐거움보다 크다고 했다. 봉사를 하는 사

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신이 준 것

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너

무 행복하다고 결국 봉사는 누군가에게 베

푸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베품을 받아

삶을 완성하는 일이다.

최명순 명예기자

부산기장시니어클럽이 오는 6월 중 정관

신도시를 기반으로 기장지역 아파트 실버택

배를 실시한다. 부산기장시니어클럽과 택배

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노인들이 택배사업

을 할 예정이다.

실버택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는 택배물품 배송업

무로 일정한 아파트 장소에 내려놓은 택배

물품을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관신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신규입주자

로 인해 택배사업은 확대될 것을 고려해 노

인일자리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

이다. 문의는 부산기장시니어클럽 전화

722-2170으로 하면 된다.

일광면 이천리 일광노인복지회관 2층에 자

리 잡고 있는 장수남자경로당과 이천여자경

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경로당 생활상을 들

었다.

장수남자경로당(회장 박덕복)은 60여년의

역사를 지닌 관내에서도 손꼽히는 전통 있는

경로당으로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 자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박 회장은 릲경로당에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 직접 대소사에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청년회나 부녀회 등에서 또는 크고 작

은 행사 주최자들이 찾아와 자문을 구해 갈

정도로 마을 일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를

지닌 곳릳이라고 말했다.

각계각층에서 저마다 역량을 발휘하며 살

았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경로당에 모여 후손

들을 위해 자문역할을 하는 곳이 됐다.

박 회장을 주축으로 43명의 회원들이 보이

지 않는 곳에서 마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회장

직을 맡기 전에는 10여년을 이천마을 개발위

원장으로 마을 발전 선봉에서 뛰었다. 현재

는 경로당회장으로서 일광노인회관 건립에

적극 힘쓰고 있다.

박 회장은 릲다른 읍면에는 보건소와 보건

지소가 있는데 일광에만 없다릳며 릲나이든 어

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건지

소를 지어줄 것릳을 기장군에 바란다고 말했

다.

송일남 총무는 릲이용자가 적다해서 일광보

건지소를 몇 해 전 철수 했는데 단 1명의 주

민을 위해서라도 존치했어야 하는 것릳아니냐

며 일광보건지소가 부활돼야 할 것을 강조했

다.

송 총무는 계속해서 릲계획이 중단되었던

일광주민의 숙원인 이천항 앞 바다 매립사업

을 이제 다시 재검토해 봐야할 시기릳라며 릲관

광객 유치와 환경정비 차원에서 매립사업은

이뤄내야 할 일광면의 숙원릳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장수남자경로당과 마주하고 있

는 이천여자경로당 이경애 회장을 만나 어르

신들의 경로당 생활상을 들었다. 이 회장은

10여년전 여자경로당이 생기면서부터 줄곧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회원 90명의 많은 회원을 확보하기까지 이

회장의 봉사정신은 남달랐다. 연로한 회원과

독거회원의 건강과 집안 형편까지도 빠짐없

이 챙긴다. 급식때 봉사하는 것은 물론 주말

과 휴일에도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특히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두 경로당 모두 공통된 바람은 허리맛사지

기 등 실내운동기구의 보강이었다.

새로운삶의좋은친구는봉사
한 주동안의 스트레스

배움의 즐거움으로 잊어

한규복

기장교회 내에는 기장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가

되면 각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일주일 동안 손자를 돌보랴 집안일

도 도우랴 많은 신경을 쓰셨지요? 그

런 모든 근심걱정을 목요일 노인대학

에 오셔서 말끔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런지

요?

기장노인대학은 아침 10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교회 담임목

사이신 권재완 학장님과 부학장이신 윤종휘 목사님이 세상 살아가

는 애환의 말씀으로 서로의 고달픈 삶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끔 성경의 말씀도 자주 해주십니다. 때로는 사회

의 유명인사를 모시어 좋은 말들로 지식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기장노인대학에서는 배움의 터를 넓히기 위하여 컴퓨터학과, 서

예과, 미술부, 영어공부하기, 한글반, 합창반 노래부르기, 음악반 등

이 있어 자기 취미대로 공부하면 되고 일반대학과 똑같이 학사인정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 과정에는 대학과정 3년, 대학원 2년 그리고 평생교육원

이 있고 3학년 졸업 때가 되면 졸업생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졸업여행을 떠납니다.

1박 2일간 여행을 가게 되며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청와대 그리고

용인어린이대공원, 독립기념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떠나는 여행은 학생들의 생애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1학기 4월경이 되면 소풍을 갑니다. 한수원(고리원자력발전소)

에서 10대의 관광버스를 지원해주어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2학기 때는 부산체육관 보조실내체육관에서 그 동안

익히고 배운 여러 종목들로 운동회도 합니다.

기장노인대학의 이 모든 활동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학생

들이 손뼉치고 노래하며 뛰어놀 때 오는 즐거움이 건강과 장수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펼치는 것입니다.

기장노인대학은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들의 교육기관입니다. 매주

목요일 꼭 나오셔서 춤추고 뛰놀며 한 주 동안의 스트레스를 깨끗이

떨치고 개운한 마음을 가지어 오래오래 건강하고 장수하시기를 바

랍니다.

굛

경로당어르신들은마을자문단

2013년 화랑훈련 실시 안내

부산시와 육군 제53보병사단은 민굛관굛군굛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3년 화랑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3. 6. 10(월) ~ 6. 14(금)

- 지역 : 부산 전 지역

※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 시에는 1661-113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기장시니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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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자가구비해야할요건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우리는 흔히 릲하다하다 안 되면 장사나 하지굩릳, 릲머리 아픈 직장 그만 두

고 장사나 할까굩릳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야말로 장사를 아무나 할 수 있

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랑은 아무나 할지 모르나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없

다. 장사를 아무나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창업

에 실패하겠는가.

창업전문가들은 릫창업은 예술릮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곧 창업은

쉬운 일이 아니며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나름대로의 자질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럼 도대체 창업자가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충분한 창업자금을 보유하고 좋은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창업자금과 창업아이템은 창업의 필요한 조건일 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값이 비싸고 맛이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라고 할 수 없듯이 자금이 풍부하고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이 먹는 사람의 체질에 맞아야 건강에 유익하

듯이 창업도 창업자의 요건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은 무수히 많으나 굳이 요약

한다면 정의적 요건, 인지적 요건, 조성적 요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의적 요건은 창업자의 정신력과 관련되는 다분히 선험적이고 심리적

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 눈 팔지 않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종

사하려는 자세인 성실성,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

아가는 집념에 찬 인내력, 릫고객 없이는 판매 없고, 판매 없이는 성공 없

으며, 성공 없이는 나도 없다릮는 투철한 고객존중정신, 고객과 종업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친화력, 자신의 창업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프로근성, 미래의 사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예지력 등을 들 수 있다.

인지적 요건은 창업자가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체득하게 되

는 후천적이고 학습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험,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

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노하우, 고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노하우 등을 들 수 있다.

조성적 요건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

건을 갖출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예컨대 자영업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의 도움 여부, 갑작스런 종업원의 결근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요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업의 성공요건인 창

업자금이나 창업아이템보다 우선하는 요건이다. 아무리 풍부한 창업자금

을 구비하고 창업아이템이 좋더라도 제시한 창업요건 특히 정의적인 요

건과 인지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상누각(砂上

樓閣)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기장군보의 독자들께서는 릫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

려있다릮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신념으로 창업을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창업요건을 튼튼히 구비함으로써 꼭 성공하는 창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릲 릳
보통 기장 토마토 하면 철마면을 떠올

리지만 장안읍에도 오랫동안 토마토를 재

배해온 곳이 여럿 있다.

장안초등학교를 지나 장안읍 오리 신리

마을을 향해 가다보면 고원농원(장안읍

기룡리 소재)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

다. 차를 꺾어 들어서면 이내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한적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

비닐하우스 7동에서는 파란 토마토가

씨알을 키워가고 있었다. 고원농원 손재곤

씨와 부인 이유자 씨는 토마토 새순 따기

에 여념이 없었다.

손 씨는 30년째 논농사와 배농사를 지

어오다가 12년 전부터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하우스 토마토 3천주(1주에

토마토 30개가량 열림)와 노지 토마토 3

천주(1주에 20개가량 열림)를 재배중이

다.

고원농원에서 생산하는 토마토는 모두

완숙토마토다. 보통 공판장으로 토마토를

보내기 위해서는 완숙토마토를 출하할 수

없지만 이곳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는 전량

고원농원 직판장으로 출하해 직거래 된다.

토마토는 완숙상태에서 따야 맛과 영양

이 많아진다. 또한 완숙상태의 토마토는

신선도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곳 기룡마을과 신리마을 사이의 골짜

기는 평지보다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

한 곳이라 토마토 농사에는 그만인 곳이

다. 토마토의 당도가 좋고 육질이 탱글탱

글한 것이 장점이다.

5월 20일경에 수확에 들어가 6월말까지

하우스 토마토가 출하된다. 노지토마토는

8월 중순까지 출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완숙토마토는 릫장안

완숙토마토릮라는 브랜드로 하근사거리 고

원농원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느 농가가 그렇듯이 한 해 토마토 농

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도 연

중 농사일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부터 시

작한 딸기농사에 손 씨는 정성을 기울이

고 있다.

<토마토의 효능>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

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에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

졌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 DNA의 손상

을 줄여준다. 또한 각종 비타민 성분이 풍

부해서 토마토 2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

한 비타민 C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 비만

과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

는 것이 좋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 C는 파

괴되지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탕과 같이 먹으면 토마토의

비타민 B가 설탕의 신진대사에 먼저 사용

되기 때문에 좋지 않으며, 올리브 오일로

조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또 유지방이 라이코펜을 활

성화시키고 흡수를 돕기 때문에 우유, 치

즈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다.

또 고기나 생선처럼 기름기 있는 음식을

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위장에서의 소화를

촉진시키고 산성식품을 중화시키는 역할

도 한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일수록 라

이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토마토

의 붉은색에는 간 해독 작용을 돕는 성분

도 들어 있다.

토마토는 꼭지 부분에 노란 별 모양이

있거나 별 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고, 껍

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하다. 보관

할 때는 너무 낮은 온도보다 섭씨 15~18

도가 적당 하다. 보통 실온이 좋지만, 냉장

고에 보관할 때 냉기가 나오는 곳에서 멀

리 보관하고 반드시 찬 기운이 직접 닿지

않게 잘 감싸서 보관해야 한다. 뢾농촌진흥

청 홈페이지뢿

손재곤 010-3921-3211

취재협조 농림과

릫기장사람들릮과 함께 하는

실종자찾기캠페인
실종아동과 장애인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실종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우리주변에 비슷한 실종인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issingchild.or.kr) 02-777-0182

정혜진

(당시 만 5세, 여)

김란아

(당시 만 6세, 여)

실종일자 : 1979. 01. 01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신체특징 : 키110cm, 체중20kg, 밤

색옷한벌 착용 추정, 언니 김애란

을 기억하고 있음

양승우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1981. 03. 01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휘문고등학교 뒤

신체특징 : 쌍거풀 없고 눈이 작은

편, 약간 안짱다리
이혜영

(당시 만 3세, 여)

실종일자 : 1984. 06. 01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최민석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1991. 03. 24

실종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신체특징 : 이마 왼쪽에 찢어진 흉

터, 쌍꺼풀 있음, 왼쪽 허리위에 종

기 났었음

홍봉수

(당시 만 4세, 남)

실종일자 : 1987. 08. 23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

운대 바닷가

신체특징 :눈이 동그란 편, 팔에 희

미한 점이 있음, 둥근 얼굴형, 보통

체격, 흑발 커트머리

김득수

(당시 만 36세, 남)

실종일자 : 2012. 10. 04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신체특징 : 지적장애 3급, 180cm,

건장한 체격, 노란색 반팔 티(폴

햄), 회색 면바지, 아쿠아샌들

실종일자 : 2013. 03. 01

실종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

읍 향나무길

신체특징 : 지적장애 2급, 170cm,

얼굴 왼쪽에 큰 점이 있음, 검정 츄

리닝바지, 진한 파란색 티, 스포츠

형 보다 긴 머리, 보라색 줄무늬 있

는 진한 황색 운동화, 말을 시키면

잘 못함

김명준

(당시 만 16세, 남)

한소희

(당시 만 0세, 여)

실종일자 : 1989. 05. 18

실종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신체특징 : 생후 7개월, 1989년 5월

18일 오후 6시경 30대 초반의 여자

가 집에서 아이를 유괴함. 눈이 오

목하고 볼이 쳐짐

안미영

(당시 만 20세, 여)

실종일자 : 2012. 03. 17

실종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신체특징 : 지적장애, 키169cm, 체

중47kg, 눈 옆에 흉터 있음, 눈을

많이 깜박거리는 습관이 있음

김은실

(당시 만 47세, 여)

실종일자 : 2013. 03. 03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길동

신체특징 : 정신장애 2급, 153cm,

갸름한 얼굴, 왜소한 체격, 쌍꺼풀

있음, 단발머리, 체크무늬 베이지색

긴팔 롱코트, 검정 바지, 구두, 서울

말씨

박혜란

(당시 만 28세, 여)

실종일자 : 2012. 10. 08

실종장소 :전북 김제시 요촌북로

신체특징 : 지적장애 3급, 153cm,

보통체격,청바지,단발머리,별모양

슬리퍼, 엉덩이에 수술 흉터, 복부

에 제왕절개 수술 흉터

이태성

(당시 만 0세, 남)

실종일자 : 1984. 06. 01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이명화

(당시 만 2세, 남)

실종일자 : 1989. 12. 01

실종장소 : 전북 익산시 인화동 (구

동산동)

신체특징 :눈이 나쁠 것으로 추정

백기종

(당시 만 43세, 남)

실종일자 : 2013. 04. 29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신체특징 :지적장애 1급, 검은세로

줄무늬 스웨터, 검정 운동복 바지,

등산화, 165cm, 둥근 얼굴형, 스포

츠형머리, 뻐드렁니 있음, 팔꿈치

위쪽에 점 있음, 말을 잘 안함

남명자

(당시 만 45세, 여)

실종일자 : 2011. 10. 27

실종장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

릉리

신체특징 : 지적장애 3급, 163cm ,

눈쌍꺼풀 있음, 마른체격, 긴팔 티,

검은면바지,슬리퍼착용,단발머리,

어린 아이 목소리로 말함

실종일자 : 1989. 04. 22

실종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사

거리

신체특징 : 오른쪽에만 쌍꺼풀, 웃

으면 보조개가 약간 들어감

▲ 고원농원 손재곤 씨와 부인 이유자 씨가 토마토 새순 따기 작업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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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미역 두부 샐러드

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시피

기장 미역은 비타민 C 등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향이 독특하고 잘 풀어

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비타민과 섬유질

성분, 무기질, 점질성 다당류, 아이오딘 요오

드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국으로 끓이거나 무

침을 해서 식용하는 미역으로 한국에서는 이

미 오래 전부터 기장미역이 인정받았으며 산

모들에게도 톡톡히 한몫하고 있는 식품이다.

또한 기장미역이나 기장 생멸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특급호텔요

리에도 생멸치를 곁들인 스파게티며 피자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스파게티에는 수입산

이탈리아 엔초비 대신 기장 지역의 싱싱한 생

멸치가 들어 있어 인기 만점이며 기장 지역

미역으로 만든 미역 피자 등 다양한 요리가

선보이고 있다.

재료와 분량(4인분)

생미역160g 두부1모 양상추150g 양파20g

쑥갓20g 무순10g

간장드레싱 : 올리브오일 2큰술 식초1큰술

간장1큰술 설탕1/2큰술 흰후주 약간 레몬즙

2큰술 다진마늘1작은술 소금약간 홍굛청초다

짐1작은술

뢾만드는 법뢿

1. 물미역은 맑은 물에 여러 번 주물러 씻어

부드러워지면 헹구어 물기를 빼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2. 양상추와 무순 쑥갓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다.

3.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로 썰어 냉수에 헹구

어 매운맛을 뺀 후 물기를 뺀다.

4. 두부는 3~4cm 정사각형으로 썰어 뜨거운

물에 삶아 식힌다.

5. 큰접시에 양상추 무순 양파 쑥갓을 깔고

물미역 자른 것을 놓은 뒤 맨 위에 삶은

두부를 보기 좋게 담는다.

6. 홍굛청초 잘게 다지고 마늘도 칼로 진이 나

지 않게 다진 다음 분량의 소스에 섞는다.

7. 먹기 직전에 간장드레싱을 끼얹어 낸다.

※ 포인트 : 샐러드는 모든 재료를 싱싱하게 손질

해야하며 물기가 없어야 드레싱소스맛을 제대

로 느낄 수 있다.

장영숙 원장 기장음식나라조리학원

편법을모르는정직함…맛에대한자부심

릫 릮

오시는길

청국장은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발효기술

이면서 자연이 주는 확실한 자연치유 식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천연효소가 풍부하고 요구르트의 100

배가 넘는 유산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내 젖산

균의 활동을 도와 암 예방 효능이 높아 건강보조식

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특한 향과 구수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

로잡는 청국장에는 비타민 B, E 등이 풍부하여 생

리통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청국장에 풍부한

바실러스균은 체내의 해로운 세균을 제거하고 혈전

을 용해하여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다.

기장읍 당사로6길 13, 대변고개에 위치한 청국장,

순두부 전문점 선비촌(대표 백재현 52, 박선화 46)

은 2004년에 문을 열었다.

시골의 부모님으로부터 29세에 청국장 띄우기를

배워 1994년부터 부산시내에서 식당을 경영해왔다.

식당경영 초기에는 청국장의 독특한 향으로 인해

대중적인 음식이 되지 못했다. 고전을 거듭하던 끝

에 IMF까지 왔다. 백 사장은 기장으로 식당을 옮기

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 부었다. 영양은

그대로이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을 이끌어 내

기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와 동시에 웰빙 바람을 타

고 청국장은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매출도

올랐다.

이곳의 청국장에 들어가는 콩은 모두 경북 김천

에서 수확하는 콩만을 사용한다. 계약재배로 700고

지의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콩만을 가져다 쓴다.

한정된 콩으로 직접 청국장을 띄우다보니 하루

팔수 있는 양은 30그릇 안팎이라고 백 사장은 말한

다. 편법을 모르는 정직함과 맛에 대한 자부심이 묻

어난다.

청국장 띄우기는 백 사장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께 배운 옛날 방식 그대로

라고 말한다. 그런 청국장을 찌개로 내올 때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간을 하는 것이 선비촌의

노하우다.

청국장과 순두부는 각 7천원씩, 해물파전은 1만2

천원이다. 여기에 손두부 한 모가 7천원이다.

그런데 두부 한 모가 7천원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백 사장은 시중의 두부가 2~3천원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제

대로 만들었다면 7천원 이하로 팔 수 없는 것이 두

부라고 그는 말했다. 이 대목에서도 먹거리에 대한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많은 여성들이 릫안티 에이징릮에 관심을 가지

면서 각종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화장품

들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끈다. 이러한 제품

들은 주로 릫콜라겐릮이라는 피부 진피층의 구성성분

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 대부

분이다. 하지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피부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평소 식품을 통해서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는 방

법. 바로 청국장을 많이 먹는 것이다. 청국장에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기닌과 프

롤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 게다가 뮤신이라는 점

성 있는 당단백질이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주어 노

화 예방에 그만이다.

물론 필수아미노산은 육류나 어류, 우유, 달걀 등

에도 들어 있지만 이런 식품들에는 청국장에만 들

어 있는 효소나 뮤신 같은 물질은 없다. 게다가 청

국장은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는 달리 항암효과도

뛰어나다.

청국장은 김치, 된장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대표

적인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

다. 청국장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삶아놓은 콩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일설에 의하면 청국장은 고구려의 전투식량이었

다고 한다. 고구려의 기마병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

에 콩을 삶아 말안장 사이에 넣었다고 한다. 이동이

길어지면서 따뜻한 말안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콩

이 발효되어 청국장이 되었고, 이를 전투식량으로

끓여 먹었다고 한다.

콩의 원산지인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이 고구

려 영토였던 것으로 보아 청국장이 고구려의 전투

식량이었다는 학설은 근거가 있어 보인다.

청국장은 조선 시대에 와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

린 것을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 초

엽 릫훈몽자회릮에서는 전국시라는 호칭으로 통했다.

릫규곤시의방릮과 릫오주연무장전산고릮에서는 전국장,

릫증보산림경제릮에는 전시장 또는 전국장으로 전해지

면서 릫규합총서릮에서 청육장으로 변신했다. 릫군학회

등릮에서는 청국장이란 말로 불려 내려오고 있다.

선비촌 722-7035

퀴즈 협찬 광고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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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곡마을 보리밭은 작지만 향수에 젖어 거닐기에 충분하다.

릫 릮
철마면 상곡마을 청보리밭

어릴적 보리밭은 넓은 놀이터였다. 친

구들과 보리깜부기 뽑아 얼굴에 서로 수

염도 그려주고 그 깜부기를 흔들어 까만

가루를 흩날리며 마냥 즐거워했던 때도

있었다.

오며가며 쑤~욱 하나 뽑아 보리피리 만

들어 불기를 몇 번 하면 어느새 누렇게 변

한 보리를 베야 할 때. 그 누런 보리밭은

왜 그리도 더 넓어만 보였는지.

밭이 훤해질 때마다 그 밭엔 왠지 무언

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릲누

구누구는 누구네 보리밭에서...릳라며 꼬리

를 무는 소문들 때문이었는지, 동네 처녀

총각들의 사랑의 밀어를 속삭이던 보리밭

의 추억 이야기들을 들었음인지, 보리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는 너무도

많다. 수업시간 중에도 고사리 같은 손으

로 대민지원(?)을 나가 보리도 베어주고

이삭줍기도 하고, 온 지천에 보리단으로

가득하건만 오직 떨어진 이삭만을 주었던

순수의 시절. 무엇보다도 우리들 가슴에

무서움으로 가득한 얘기가 전해지곤 했다.

낮에 외진 보리밭에 혼자 가면 문둥이

가 숨어 있다가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다

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소름이 확 돋았던 기억이 난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느 것 하나 아름

답지 않은 게 없다. 그 시절의 모습들은

모두 아련한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로

만 다가온다.

보리는 가난한 아이들의 훌륭한 간식거

리. 비 오는 날 당원을 넣고 볶아 먹고 미

숫가루를 만들어 한 그릇 하고 나면 지금

의 음료수 맛과 비교할 바 아니다.

모두가 부족하게 살던 그 시절, 이젠 서

민들의 먹거리 터전인 그 보리밭도 드물

다. 간혹 푸른 보리밭을 만나기라도 하면

반가워 발길이 머문다.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리밥. 보릿고개라

는 말이 있던 그 시절에는 쌀이 워낙 귀해

서 집에 잔치가 있거나 특별한 날에만 쌀

밥 구경을 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

를 했고 국가에서는 혼굛분식을 장려했던

시절도 있었다.

보리쌀은 밥 짓기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다. 미리 한번 삶아서 대바구니에

담아 보관해 두고 쌀과 함께 가마솥에 넣

고 불을 지펴 밥을 지었다. 그 천덕꾸러기

보리쌀이 최근에는 귀해서 대접받는 세상

이라니 참 아이러니다.

추억이 담겨있는 건강식 보리밥, 보리

밥 한 그릇에는 보리밭을 쏴아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도, 청보리밭의 추억도, 보

릿고개의 아픔도 함께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억 찾아, 새로운 건

강식을 찾아서 보리밭 길을 거닐고 보리

밥집을 그렇게 찾는지도 모른다.

철마면 상곡마을 들녘에 청보리 초록빛

이 한창이다. 봄바람에 춤추며 넘실대는

보리밭 초록 물결이 지나가는 사람의 발

걸음을 멈추게 한다.

기장에서도 보리밭을 발견하기란 이제

쉽지 않다. 더군다나 철마면 상곡마을은

기장에서도 가장 외진 마을 중 한 곳이라

보리밭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을 터이

다. 그렇다고 광활한 보리밭을 상상하면

오산이다. 그저 손바닥 만하다고 해야 옳

을 것이다. 하지만 온통 신록으로 물든 상

곡마을에서 바라보는 청보리밭은 어릴적

추억을 떠올리기에 모자람이 없다.

철마면 상곡마을은 임기리의 임기마을

과 상곡마을로 나눠지나 상곡마을은 임기

마을에서도 철마산과 백운산 사이의 임기

계곡을 따라 3킬로미터를 올라가야 한다.

상곡마을로 들어가는 계곡에는 작은 폭

포가 여러 군데 있고 작고 큰 바위들이 볼

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1킬로미터 남짓

오르다보면 계곡이 깊어진다.

지장암을 지나면서부터는 계곡을 제대

로 감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다. 아득한 골

짜기의 깊이만을 짐작케 할 뿐이다.

이 근처 길 옆에 초소가 하나 있다. 이

곳에서는 여름철 나들이객들의 출입을 통

제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이다.

2킬로미터 남짓 오르면 임기저수지가

시원스레 눈에 들어온다. 이런 골짜기에

길이 200미터, 폭이 100미터에 달하는 거

대한 저수기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깎아지른 듯한 계곡 옆으로는 차 한대

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시멘트 길이 마을

까지 이어진다.

철마산을 뒤로하고 백운산과 망월산 정

상이 한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앞은 첩첩산

중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처음 반기는 것

이 논두렁에 한가로이 풀을 뜯는 황소다.

단 체 명 회 장 연 락 처 단 체 소 개

새마을부녀회 최영애 010-8220-6654

전통적인 새마을운동 정신인 근면굛자조굛협동과 시대변화에 맞게 변
화굛도전굛창조라는 가치를 더해 지역의 어려운 곳을 찾아 도우며 공
동체 정신을 고양시키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
다.

전국주부교실 김하수 010-3556-5042

여성능력 및 잠재력 개발,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적인 여성굛소비자단체로 여성들의 평생교육진
흥을 위한 교육사업을 비롯해서 소비자교육,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합리적인 식생활, 청소년보호,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
고 있다.

생활개선회 김윤옥 010-4440-0849

농촌생활의 과학화, 합리화, 소득증대 촉진을 통해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 여성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가정관리, 영농 기술체험,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 등의 생활
환경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자원
봉사원회

조복임 010-3572-3995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발족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며 봉사하고 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밑반찬
등을 만들어 전달하며 관내 급식소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시청 뒤 녹음광장에서 바자회를 개최한다.

적십자
부녀봉사회

이양희 010-4851-1750

대한적십자사의 여러 활동 영역 중 하나인 봉사 사업을 지역 단위에
서 더 가까이 실현하고자 조직되었다. 지역의 재난 대비와 재해구조,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
와 선도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다.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여성회

정연화 011-862-2317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
양, 정직한 개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국민정신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질서유지, 친절봉
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단 체 명 회 장 연 락 처 단 체 소 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기장지부

송옥숙 011-881-0970
여성, 사회, 환경, 소비자단체로 주부들의 가치관 정립, 능력개발을
통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교양대학
총동창회

김맹자 010-2809-9086

민선초기 군에서 4기까지 운영했던 여성교양대학의 총동창회 모임으
로 배움을 계기로 만나 현재까지 지역에서 장과 김치를 담가 무료급
식소나 어려운 이웃에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바다청소 등 주변 환경
정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회

정경화 010-2796- 0986

자유민주주의 수호, 선진한국 건설, 국가안보의식 교육 등을 실천하
고자 설립된 단체로 각종 강연회나 합동위령제,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신장활동을 펼치며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
도 하고 있다

기장군
해송여성합창단

김복자 010-3846-3676

1995년 8월에 창단, 기장군을 대표하는 문화사절 봉사단체로 정기연
주회와 관내 축제공연, 외부 협연 등을 통해 좋은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일상에서도 노인 무료급식, 사랑나눔 김장담그기와 함께 매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연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고 있다.

재향군인여성회 정해영 010-9398-4221

재향군인간의 애국, 명예, 친목을 목표로 호국 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헌화와 주변정리, 불우이웃돕기활동, 군부대 장병 방문 및 위
로, 불우 장병 돕기 운동, 미망인 초청 위로 행사, 안보 교육 등의 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1개 단체에 1천600여명의 회원이 여성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굛문화굛환경굛복지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알차고 효율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우리군 여

성의 위상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봉사활동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니, 여성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건강한 사회를 열어갈 기장군 여성은 서둘러 신규 가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709-4372)

※ 제1회 기장군 여성 어울림 체육대회

○ 목적 : 관내 역량 있는 여성지도자 발굴 및 여성의 권익신장과 화합의 장 마련

○ 일시 : 2013. 6. 12(수) 09:30 ~ 16:30 ○ 장소 : 기장실내체육관

○ 대상 : 여성단체회원 및 관내 여성 ○ 주관 :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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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때 현감과 비석이야기

릲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

다릳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 벼슬께나 하고 돈 있는 사람들

은 죽어서 자기의 생전공덕을 관직함과 함께 돌에다 새겨

서 후세사람들이 보게끔 비석(碑石)으로 남겼다. 비

(碑)는 중국의 한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묘비에서 발달

되었고 비의 일종인 갈(碣)도 있다. 처음에는 백비(白碑)

라 하여 글자를 새기지 않았으나 점차로 죽은 사람의 공덕

을 새기게 된 것이 비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글

자를 새겨서 세운 돌비석의 글자는 금석문(金石文)의 하

나로 귀중한 사료가치가 되는 것이다.

비석의 종류는 선정(善政) 공덕(功德) 애민(愛民) 간정

(簡政) 청덕(淸德) 불망(不忘) 영세불망 등 허다하다. 그

런데 이 송덕(頌德)비에는 한결같이 나름대로 남기는 시

문(詩文)이 새겨져 있다. 조선중엽부터 고을의 비석거리

와 군내 곳곳에 새워져 있던 비석은 거의가 세도가들의 가

렴주구(苛斂誅求굛세금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 들여 백성

들을 못살게 들볶음)에 의해 세워 진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백성들이 진정으로 세운 청덕비도 있었겠지만 거의가 학

정(虐政)에 못 이겨 지방토호들과 힘없는 농어민의 혈세

로 세워진 것이다.

현감 2년의 재임이 끝나면 악정(惡政)을 폈던 현감도

비석건립을 위해 아전들을 들볶았다고 하며 염치 있는 현

감은 돈을 가지고 지방유지들을 매수하여 유애(遺愛)비를

세워 놓기도 했다. 공덕이 있든 없던 이를 중요시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명예와 가문의 영광에도 있었고 때로는 문

중끼리의 세력다툼에도 있었다. 비석건립에 따른 백성들

의 원성이 잦아지자 선조때 들어 금령을 내리고 국내서 30

년이상 되는 비석은 모조리 부수었는데도 불구하고 폐단

은 계속되었다. 특히 대원군때 매관매직시장에서 현감벼

슬(평균 3만량)을 사갖고 온 사람은 본전을 찾으려고 폭

정을 일삼았으며 갈 때는 선정비를 세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 현감들의 가정(苛政)이 심해지자 어떤 고

을에서는 지방의 수령이 부임하면 백일안에 그의 선정을

칭송하는 선정비를 세웠다. 백일건비(百日建碑)의 풍습은

학정을 예방하려는 일종의 약방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쉽

게 말하면 얻어맞기 전에 먼저 꼬리를 치고 보자는 웃지

못 할 계책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권력을 가진 권세자가

어리석고 순진한 백성들을 갖은 수단으로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다. 이규태 선생의 개화백경에 이런

글이 있다. 재임당시 학정과 악정으로 이름을 날린 과천현

감이 드디어 다른 고을로 전임하는 날이 왔다. 현감은 관

가를 나와 관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냇물을 건너 비석거리

를 향했다.

수령이나 현감이 다른 고을로 갈려 할 때는 그를 기려

세운 송덕비를 명주나 무명 또는 조선종이로 싸 두었다가

떠나는 수령이 손수 제막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비석거

리에 이르니 아니나 다를까 떠나는 과천현감의 송덕비가

조선종이로 싸인 채 제막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 난 현

감은 그 비석 앞으로 다가가 우선 큰절을 너붓이 하고 손

수비석에 둘려 쳐진 종이를 경건한 손매로 걷어내기 시작

했다. 그런데 어이된 일인가. 재임때 얼마나 백성들을 괴

롭히고 수탈했는지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를 본 현감은 얼굴이 붉어져 당황

했다. 그러나 이 현감이 비록 토색은 남의 몇 배로 해먹었

는지 몰라도 본시 바탕이 못나게 옹졸하지는 않았던 모양

이었다. 곧 기색을 바로잡고 뒤따라온 이방을 돌아보고는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그 옆에다

라고 써 갈겨놓은 뒤 태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저

항 기질이 유별나기로 이름난 평양도 선천에서도 이와 비

슷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어떤 악독한 관리가

떠나게 되어 비석을 세워 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비문이

너무도 엉뚱하였다.

金○○愛緡善丁碑 이글에서 민(緡)은 옛날 엽전을 꿰는

끈으로 많은 돈을 뜻하고 정(丁)은 가랑잎을 긁는 갈퀴를

뜻한다. 따라서 이 비문을 풀이하면 릲돈을 누구보다도 사

랑하고 토색 갈퀴질은 누구보다도 잘한 분을 칭송하기 위

하여 여기 기념비를 세우노라릳는 뜻이다.

비석 가운데 생사당(生祠堂)비석이라는 것이 있다. 이

는 살아있는 관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일날에 만

수무강의 기원을 드린다는 것이다. 아부치고는 최상급이

라 할까. 기장송덕비 가운데 1883년 일광 해창에서 부산창

으로 대동미를 싣고 가던 조운선이 죽성 앞바다에서 침몰

한 사고를 조사하러 왔던 이도재 어사의 생사당 등이다.

필자는 1972년 새마을 사업 등으로 없어져 가던 기장읍내

산재돼 있던 조선때 각종비석 37기를 기장초등학교 앞에

모아서 오늘날 기장군의 중요 문화유산으로 만들었는데

종류는 관찰사 7 수군절도사1 어사1 현감15 군수5 나머지

는 지방아전 등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영남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철(쇠)비석이었다. 최진일(숙종37굛1711년)현감을 비롯해

홍재철(헌종7굛1841년)경삼감사 등 5기의 철비석이 있다.

돌비석은 대게 2~3백년이 지나면 해풍이 심한 지역에서는

글씨가 마모되는데 반해 철비석의 글씨는 오랫동안 보존

되는데 있었던 것 같다.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야산기슭에

있는 약 100기의 고분에서 5세기때 철기유물이 쏟아진 것

을 봐서 기장에서 철비석제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철비석까지 동원한 벼슬아치의 욕망은 끝이 없

었다. 송덕비 글은 거의가 선정이요 청덕이다. 조선때 전

국에 세워진 수많은 선정비와 공덕비, 그렇게 백성을 위해

착하고 어질게 한 정치가 임란에 이어 병자호란을 겪다 끝

내 일제에 의해 36년간이란 망국의 수모를 당했단 말인가.

기장 옛 동문밖에 서 있는 한 시절, 기장 고을을 호령하던

30여세도가의 비석들, 철비는 녹

슬고 돌비석은 글씨가 마모돼 장

승처럼 허수아비처럼 버티고 있

다. 사람은 죽어 무상(無常)을

느끼게 하고 호랑이는 죽어 값진

가죽을 남기고서..

공태도 향토사학자

⑥

정관면민이함께즐긴

체육대회및한마당축제

정관면민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고정택 명예기자

정관신도시에 위치한 소두방공원에서는 릫정관면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축제릮가 지난 5월 5일 열렸다.

정관면체육회(회장 김기열)가 주관한 이 행사는

올해로 19회째 되는 정관면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체육대회를 통해 면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이

웃간의 정을 돈독히 하여 살기 좋은 정관신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해마다 이어져 내려오

고 있다.

이날은 행사의 서막은 농악놀이패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대회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작년도 종합 우승팀인 구연동 주민들이

마을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32개 마을이 질서 정

연히 입장하여 지정된 자리에 앉은 후 개회식이 거행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시작된 운동경기는 트렉과 민속경기장에서 초중고생

100m달리기, 남녀 마라톤, 20~30대, 40대 100m달리기, 200m달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등의 경기가 흥미롭게 진행되었고, 필드에서는 줄넘기, 족

구결선, 줄다리기, 50대 이상 남여 1조가 되어 엿 먹고 풍선 터트리기, 노인낚

시, 박터트리기 등의 경기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면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은 마침 제91회 어린이날이어서 젊은 주부들이 영굛유아를 데리고

나와 파란인조잔디위에서 뛰어 놀기도 하고 릫신발멀리던지기릮 등 경기에도 참

가하여 상품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들도 보였다.

또한 이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진입구 주변에서 차

량통제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정관면 청년회 회원들과 다과준비와 손님접

대를 맡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정관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런가하면 플랜카드를 내 걸고 마을별로 설치된 천막을 돌며 음식물을 담

았던 그릇을 수거하거나 쓰레기를 주어 담고 있는 정관 햇빛합창단 단원들과

기장자원봉사자지원센터에 등록하여 봉사활동에 참가하러 온 학생들도 저마

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제1부의 운동경기는 오후 3시가 되어 종료

되었고 올해의 종합우승은 주공2단지 주민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어서 2부 행사인 면민 한마당 축제는 남녀 초청가수의 노래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마을별로 출전한 자칭 마을명가수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었

고 응원 나온 마을사람들의 박수도 터져 나왔다.

끝없이 이어진 노래자랑은 오후 5시가 되어 입상자가 가려지고 이들은 시

상함으로써 그날 전 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일 행사를 지켜본 기자로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노인을 위한 경기인

엿 먹고 풍선 터트리기나 노인낚시 등을 모두 오후에 배정함으로써 점심을 먹

고 오후 1시가 넘자 기다리다 지친 노인들이 자리를 떠서 집으로 가고 있었

다. 내년에는 오전에 한 경기, 오후에 한 경기를 배정하여 좀더 노인들을 배려

하는 세심함이 보여 졌으면 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추진

LPG가스 호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2015년말까지 금

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

층 가구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하여 후진국형 가스 사고

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13년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기간 : 2013. 4월 ~ 2013. 12월

○ 사업대상 : 324세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 편부모 가정 등)

○ 사업내용 : LPG호스의 금속배관 및 퓨즈콕 교체 등

○ 총사업비 : 6천622만6천원(국비 5천298만1천원, 군비 1

천324만5천원)

○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수행 :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북부지사

기장정토법당 확장이전 안내
- 주소 : 기장읍 동부리 158-8 3층(버스정류소 기장지

구대에서 도서관 방향으로 50m서울한의원 맞은편)
- 운영강좌 : 수행법회(매주 수요일 주간 10시30분, 야
간 7시30분), 봄불교대학(매주 화요일 주간 10시30
분, 야간 7시30분) * 가을불교대학 : 9월 모집예정

- 문의 : 070-4015-2201, www.jungto.org

확
장
이
전

구

인

사랑채가든(정관면 병산리)에서 가족처럼 일하실 분
을 찾습니다.
- 홀서빙 0명, 주방보조 0명, 월수 170만원 이상
- 연락처 : 010-5896-1665, 051-728-5678

기람 밀면에서 정직원/시간제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 주소 : 기장읍 청강리 328-5번지( 2주공 아파트 앞 )
- 10시~ 8시 / 11시~ 3시 / 5시~ 8시
- 주부환영 / 시급 5천원 / 정직원 (임금/휴무) 협의 후
- 연락처 : 721- 3369

무료생활광고

대중교통 노선 조정

교통경제과(709-4553)

노선번호 조정내용 현 행 조 정(안)

139 변경

청강리-기장2주공-기장읍사무소-기장1주공-교리초교-대변입구-해운대시장-
대변입구-교리초교-기장1주공-기장읍사무소-기장2주공-청강리

청강리-대청중교-기장종합사회복지관-기장1주공-교리초교-대변입구-해운대
시장-대변입구-교리초교-기장1주공-기장종합사회복지관-대청중교-청강리
※ 대청로 구간(청강사거리-읍사무소) 대신 차성로 구간(대청중 -기장1주
공)으로 노선 변경 운행

1007
(급행)

연장

정관면사무소-현진에버빌-정관센트럴파크@-정관산단 입구-곰내터널-철마-
번영로(반여동)-해운대경찰서-센텀시티

정관면사무소-서희스타힐스@-달산마을-정관초교-현진에버빌-정관센트럴파
크@-정관산단 입구-곰내터널-철마-번영로(반여동)- 해운대경찰서-센텀시티
※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 취약한 정관면 방곡리, 달산리 지역 경유를 위해
기점 부근 추가 연장

1008
(급행)

연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정관신도시-곰내터널-철마면사무소-구서IC-금정경찰서
-장전역-부산대-온천장-동래역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안읍사무소(좌천삼거리)-정관신도시-곰내터널-철마
면사무소-구서IC-금정경찰서-장전역-부산대-온천장-동래역
※ 기점(원자력의학원) 부근 주거 밀집지역인 장안읍 소재지(좌천 삼거리)
추가 경유

○ 시내버스 :노선변경(139번), 노선연장(1007, 1008번)

업체명
운 행 구 간 운행

대수
검토결과

노선번호 구분 운행노선

(주)차성교통 8-1

당초
1. 기장~원당~좌천~상리~내덕
2. 기장~일광~원당~좌천~월내~개천~

신리~판곡~도야
1(0)

○ 노선변경 - 시내버스
중복구간 단축으로 원자
력의학원을 중심으로 장
안방향 순환(벽지, 자연
마을)노선 증편 운행변경

1. 원자력의학원~좌천~상리~선암~
내덕~원자력의학원

2. 원자력의학원~좌천~월드컵빌리
지~임랑~월내~개천~신리~판곡~하
근~장안산단~월내

1(0)

(주)기장교통 9

당초
1. 기장~좌천~월내~반룡~장안사
2. 기장~좌천~용소~하근~장안사

2(0)

○ 노선변경 - 장안사 방
향 운행구간 축소로 운행
시간 및 횟수 증가 - 병
산 및 두명마을 등 벽지
마을 탄력운행 및 장안읍
순환노선 운행변경

1.기장~일광~화전~좌천~의학원~용
소~하근~장안사

2. 1)의학원~좌천~월드컵빌리지~원
당~문동~임랑~장안산단~장안사
2)의학원~좌천~정관~병산~두명
마을~정관~의학원~좌천

2(0)

부산시는 2013년 제1차 대중교통이용 일부노선을 2013년 5월 25일자로(기장군 마을버스 2013년 6월 1일자)조정 시행합니다.

□ 조정 사항(기장군 :시내버스 3개 노선 , 마을버스 3개 노선)

○ 마을버스 :노선변경( 8-1, 9번, 11번)

※ 차성굛기장교통 11번 ⇒ 해운대 반송행(반송도서관-반송1동주민센터)20:00이후 직진 노선으로 탄

력운영(주차차량 민원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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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봉사는베푸는행복감이더큽니다릳

동백색소폰봉사대가 정관 실버홈에서 음악봉사를 하고있다.

가왕 조용필이 릫꽃피는 동백섬릮이라 노

래했다. 그래서인지 동백꽃은 부산 사람들

에게 친근하다. 우리 고장 기장에 동백꽃

처럼 친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들이 모여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

체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릫동백색

소폰봉사대(회장 정훈학)릮다.

릫동백색소폰봉사대릮 진현호 총무를 만나

봉사대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었다.

5년 전 진 총무가 운영하는 색소폰 음악

학원에 모 병원의 원장이 레슨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본인이 운영하는 노인 전문 병원

에 와서 연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 온 것

이 봉사활동의 계기가 됐다.

진 총무는 흔쾌히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

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릫동백색소폰봉사

대릮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첫 봉사 활동에서 느낀 보람과 행복감을

지인 몇 분에게 알리면서 봉사대를 조직했

다. 현재는 학원 수강생 중 12명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주로 노인 전문 병원을 방문해 노인들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다른 자원 봉

사 단체와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한다.

릲기장에는 봉사 활동이 매우 활성화 되

어 있는 편이여서 다른 자원 봉사 단체와

더불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그런 날은 더욱 신이 나고 고장에 대한 자

부심도 느낄 수 있다릳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기장 문화원에

서 색소폰 강좌를 하고 있고 기장복지관,

실버홈, 정관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한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회원들 중 개인이

색소폰 연주 봉사를 하는 때도 있어 봉사

활동의 형태는 꼭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릫동백색소폰봉사대릮의 특징이다.

그리고 연주 요청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한 달간 활동 계획을 세워 봉사 활동을 하

기 때문에 회원들의 봉사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다.

연주를 듣고 즐거워서 덩실 덩실 춤추며

흥겨워 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

무리 일정이 바쁘고 힘들어도 요청을 거절

할 수 없다.

그는 릲5월은 릫어버이 날릮이 있어 여느 때

보다 바쁘고 행사가 많아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방문하지 못한 단체가 있어 미안한

마음에 속상했다릳고 말했다.

릲봉사 활동 초기 남부러울 것 없다고 생

각해 온 어느 부인이 두 무릎을 꿇고 노인

들의 어깨와 다리를 성심 성의껏 안마해

주는 모습을 보고 그 동안의 봉사 활동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편으론 부끄러운 부

분도 있었고 지금도 그 부인의 진실한 모

습을 떠올리며 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다릳

고 진 총무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

는 장면 하나를 소개 했다.

또한 회원들은 다른 자원 봉사 단체 회원

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자극받고 삶의 의미

찾기도 하고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노인

들이 색소폰 연주에 기뻐서 행복해 하는 모

습을 보면서 생활의 활력소를 얻는다.

모든 회원들의 바람은 어느 한 사람 건

강 문제로 낙오됨 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심을 다해 늘 지금처럼 음악

을 선물하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봉사를 하

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릫동백색소폰봉사

대릮가 앞으로도 기장의 어르신들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길 소망하며 회원들이 늘 지금

처럼 생활하면 좋겠다.

이명희 명예기자

지역아동들에게꿈과희망을

자원봉사센터 소식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5월 3일

기장멸치 축제행사장에서 함께 아름다

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릫자원봉사 홍보캠

페인릮을 실시했다. 참여단체는 도레미봉

사단(회장 신향순), 여성자원봉사자원

회(회장 조복임), 안전모니터봉사단(회

장 한보국), 보람회(회장 박영희), 가족

자원봉사단(회장 김명숙) 등 많은 단체

와 개인 봉사자가 함께했다.

또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동백

색소폰봉사단(회장 정훈학), 동화구연

봉사단(회장 임성희) 기장색소폰봉사단

(회장 최유성), 도레미봉사단에서 선양

시니어 빌리지와 정관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동

화구연, 색소폰, 노래공연을 통해 큰 웃

음을 선물했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실시하는 릫이달의 자원봉사릮시상식에서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결연세대

에 전달한 조복임(여성자원봉사자원회)

봉사자가 우수자원봉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고리봉사대에서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

자원봉사대축제기간 동안 지역센터 아

이들의 꿈을 담은 예쁜 새집을 만들어

테마임도에 설치했다. 앞으로도 고리봉

사대는 환경과 봉사활동의 조화를 모색

하고, 자연순환 원리를 공공디자인으로

적용해 환경친화적 봉사활동을 할 것이

라 밝혔다.

5월 25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지

역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릫부비드림켓 만

들기릮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00명이

참여해 지역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

는 나눔의 시간이 됐다.

▷ 봉사활동 신청은 www.1365.go.kr

김두봉 전교와 유림들이 석전의 헌관과 집사자를 확정

짓는 파정을 하고 있는 모습

기장향교(전교 김두봉)는 5

월 11일 기장향교 대성전에서

유림단체 각급기관장과 사회단

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부자

탄강 2564년 춘기석전대제를 거

행했다.

이날 행사는 해마다 음력2월

과 8월 상정일에 거행되어 오다

가 양력 5월11일 공자 기일과

양력 9월28일 공자 탄강일에 맞

추어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봉행되고 있다. 본 행사는 만세

종사이신 대성지성문선왕인 공자의 학

덕을 기리고 전통문화의 한 맥을 이어가

는 행사로 중요무형문화제 85호로 지정

되어 있다.

이날 석전에는 초헌관에는 원로유림

이신 최경채(철마) 기장향교 역대 유도

회지부회장, 아헌관에는 김진택(장안)

장안읍유림지회장, 종헌관에는 정문영

(철마)유림이 각각 소임을 맡아 봉사를

했다. 신해동유림의 집례로 시작된 본

석전제는 약1시간 여 동안 엄숙히 거행

되어 우리 부산에 단 두 곳 밖에 없는 전

통문화 공간인 향교의 위상과 존엄을 보

여 주었으며 지역문화의 자랑거리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군 관계 직원들과

기장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양규

명 부산시향교재단이사장, 문창근 동래

향교전교, 이도희 부산광역시유도회본부

회장, 이세희 충렬사안락서원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특

히 이날 90세 이상 되신 원로유림 송석

봉(일광), 김석태(철마)두 분에게 성균

관장 표창을 전수했다.

공부자탄강 2564년춘기석전봉행

기장향교 소식

동백색소폰봉사대

격동하는정관신도시맞춤형복지치안으로

정관파출소 직원들이 복지치안을 다짐하고 있다.

릲지금 정관은 4만 주민이 거주하는 역동

적인 신도시입니다. 전형적인 농촌형 치안

수요에서 이제 막 도시형 치안수요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관신도시 치안

수요의 특성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생활민

원 치안수요가 많지요. 비록 우리 소관 업

무가 아니더라도 릫24시간 살아 있는 치안행

정릮을 추구하는 우리들로서는 주민들을 위

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르신은 어르신

대로 눈높이에 맞게, 지역 정서에 맞게 정

성껏 경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릳

정관파출소 김기호 소장(경감)은 최근에

부임하여 격동하고 있는 정관신도시를 릫복

지치안릮으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맞

춤형 복지치안굩 다소 생소하게 들렸지만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다), 김 소장은 릲현

장은 보고(寶庫), 현장에 답이 있다릳라고

하면서, 또 릲경찰은 24시간 주민 곁에서 살

아 있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해 조직릳이니,

릲주민들이 경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

찰 스스로 몸을 낮추고, 주민과 더불어 살

아가는 지역경찰이 바로 복지치안의 첫발릳

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주민 정서에 맞는 릫맞춤형 복지

치안릮활동하기 위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지역순

찰 때 직원들과 함께 나가 몸소 지역주민들

을 정성스럽게 대면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

이기도 하면서 경찰 지휘관으로서 솔선수

범이 릫사기진작의 지름길릮이라고 힘써 말한

다.

그는 릫좌광천은 정관의 심장릮이라고 자랑

하면서 다가오는 하절기에 많은 지역주민

들이 야간에도 생태하천인 좌광천 산책로

를 이용할 것을 대비해 오토바이가 아닌 자

전거를 활용한 야간 순찰 업무를 실시할 예

정이라고 한다. 특히 정관청년회 자율방범

대(대장 박헌재)와 함께 주민들이 안전하

게 야간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치

안활동을 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지역주민

의 눈높이에서, 지역주민을 살피야 할 책무

이자 경찰 본연의 소임이라고 피력한다. 이

런 섬세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김 소장의

말에 그가 말한 복지치안이 스르르 녹아 스

며들어 있는 듯 했다.

정관파출소 김 소장과 직원, 자율방범대

원, 녹색어머니회원, 정관지역 치안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의 활약에 뜨거

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정영주 명예기자

정관파출소김기호소장

릫학교폭력 이젠 꼼짝마굩릮
IP-CCTV 이용,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확인

부산기장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5월 15일 정관면 소재 부산중앙중학교

에서 부산기장 경찰서(이하 릫기장서릮)굛

부산중앙중학교(이하 릫중앙중릮)간룗IP-

CCTV이용, 학교폭력예방 업무협약식룘

을 가지고 중앙중 교내에 설치된 16대

의 IP-CCTV 영상을 상호간 공유하기

로 했다.

기장서와 중앙중은 구체적인 업무협

약을 통해 학교 담당경찰관(안전드리

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굛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 IP-CCTV 영상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기장서와 중앙중은 학교 담당경찰관

또는 지구대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서도 스마트폰으로 학교 CCTV 영

상을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학교폭력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학교폭력장면 발

견 시 학교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신속

히 대응함으로써 학생선도에도 큰 효과

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CCTV가 고가의 설치비용과

모니터링 장소의 제약이라는 한계가 있

었음에 비해, 릫IP-CCTV릫는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폰(인터넷)을 통

해 CCTV 녹화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장서와 중앙중이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이러한 IP-CCTV의 장점을

학교폭력예방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되고 있다.

기장서 류 서장은 릲새정부들어 경찰

은 4대 사회악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고통은 현재뿐만 아니라 먼 장

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가족들 또한 큰

상처를 입는다. 학교폭력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의 동량이 되어야

할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행

동으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중앙중과의 IP-CCTV 공동 모니터링

협약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출발

점이 되기를 기원한다.릳고 말하며 릫IP-

CCTV릮 추가설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할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기장경찰서 793-0377

또는 국번없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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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 개최

릲번개맨을기장체육관에서만났어요릳

기장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기장체육관에서 마술과 EBS딩동댕 유치원 번개팀 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기장군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즐기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을 맞잡고 5월 2일 기장체

육관에는 입장했다. 올해 기장군 어린이

집 연합회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

이 가장 좋아하는 릫마술공연릮과 릫EBS 딩

동댕유치원 번개팀릮공연을 기획했기 때문

이다.

체육관 입구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장식과, 실내 체육관의 벽면을 가득

채운 오색찬란한 에어바운스는 아이들의

맘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거기에 마술

공연은 어린동심을 호기심과 신비로움에

빠져들게 했으며, 번개팀 공연이 시작되

자 릫번개맨릮을 부르는 어린들의 함성은

체육관을 떠나보낼 듯 활기차게 울려 퍼

졌다.

이날 주 행사인 릫번개팀릮공연 마지막에

는 출연진 모두가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행사장에 내려와 일일이 아이들의 손에

하이파이브를 하여 행사에 참여한 어린

이들이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

었다.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아동, 보육교직

원,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집 최대 규모 행사로 기장군 관계자들과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아동들을 위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해 행사

를 더욱 뜻 깊게 해주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와 담당부서(인재

양성과 보육청소년팀)에서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자리배치, 어린이집 보

육교직원 협조, 교통통제를 위해 기장경

찰서의 협조, 차량주차 지도 등 안전에 가

장 중점을 두어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집교사스승의날행사개최

5월 스승의날을 맞아 기장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5월 7일 스승의 날 행사를

기장군 차성아트홀에서 보육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했다. 당

일 1부 행사에서는 그동안 보육환경을 개

선하고 노력한 우수교사에 대한 군수 표

창과 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 2부 행사에

는 교사교육 등 내실 있고 알찬 행사로 진

행했다.

기장군에는 현재 116개소 600여명의 교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날 릫우리 아

이들의 천사 당신을 사랑합니다릮라는 슬

로건 아래 그동안 현장에서 수고한 어린

이집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됐다.

당일 군수표창을 받은 우수교사는 5명

으로 기장어린이집 정경아, 엔젤어린이집

김예지, 슬기어린이집 한유정, 봄다래어린

이집 김연지, 정관2어린이집 권미경 교사

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1부 행사 끝에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행사에서

는 자체 정화 및 결의를 다지고 어린이집

아동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태 예방을 위

하여 릫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릮도 실시했

다. 기장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아

동학대예방 결의문을 낭독하고 아동의 권

익과 안전을 존중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보육하고 아동학대예방에 앞장설 것을 굳

게 다짐했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릫영유아의 창의성

을 높이는 교사의 역할릮이라는 주제로 서

현아(경성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교수의

강연이 이어져 보육교사들에게 유익한 교

육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했다.

기장군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6월 15일

부산은행 기장연수원에서 부모굛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 삶 전반에 걸친 지

원과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경제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 경제교육은 자녀의 경제마인드교

육, 용돈관리교육, 부모가 알아야 할 경제

교육 지도원칙,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진로지도, 소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축을

늘리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아

동 경제교육은 게임을 통해 금융과 경제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돈의 중요성과 올바

른 저축, 소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는 기장군드림스타트센터

(☎709-5061~5)로 하면 된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황

전원, 기장군 정관면 소재)는 삼성전자서

비스(주) 남부지원그룹 인사부문(차장 박

정만)과 통영행복서비스(대표 이기실)외

7개사 대표와 지난 4월 19일 동부산캠퍼

스 회의실에서 산학협력(MOU)을 체결<

사진>했다.

동부캠퍼스는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서

비스와 본교의 스마트 전자학과(학과장

염의종)와 기술력을 상생하고 나아가 전

자 A/S 기술자를 양성, 삼성전자서비스

남부권의 기술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서비

스의 원활함으로 고객만족의 효과를 높인

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직근로자직무능력 향상과 중급

관리자 직무역량으로 현장 직무능력을 향

상시키고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데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부산캠퍼스 졸업생을 취업으로

연계해 상시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데

서로 상생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

기로 했다.

향후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사와 전

자기술을 익힌 우수한 졸업생을 취업으로

연계할 예정이며 기업의 재직자에게는 직

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과 건강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항상

시키며 상호 상생하는 관계로 이어져 나

갈 예정이다.

한편 5월 14일에는 전기장치 전문업체

인 삼일전기공업(주)와 산학협력(MOU)

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근로자직무능력 향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삼일전기공업은 본

교 졸업생을 취업으로 연계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삼일전기공업은 전기장치 전문제작 기

업으로 특고압반, 고.저압반, 전동기제어

반, 분전반 등을 생산하며 신규건설현장이

나 기존 전기작업 현장에 작업환경을 개

선하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생산 활

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해 나가는데 더 많은 가치를 제공

하는 기업이다.

한편 동부산캠퍼스 산업설비학과 고명

훈 교수는 각종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

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학협력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5월 24일 부산시청 국제회

의장에서 열린 릫2013년도 중소기업굛소상

공인대회릮유공자 포상에서 교육부장관 표

창을 수상했다.

학교폭력예방활동에 참가한 후 기념촬영

을 하고 있는 모습

부산기장나눔회-사랑의 열매 기장군나

눔봉사단(회장 김두호)는 5월 18일 기장

향교와 기장관내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과 여성들의 행복한 사회활동을 위

한 릫학교폭력예방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

한 캠페인릮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청소년과 일반인 그리고 대학생

등 약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

페인활동은 나눔회에서 2년 전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지역민과

여성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개발한 도덕성

회복 프로그램으로서 올해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시행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 활동에 앞서 경전을 통해

본 릫효의 실천과 사회질서릮라는 과목으로

한자한문교육지도사인 김 회장이 직접 강

의를 했으며 정정일(기장향교명륜교육원

장)기장향교유도회지부회장이 청소년들

의 사회활동과 기장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특강을 했다.

이날 나눔회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장미

꽃을 전달하며 정서안정과 순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나눔회에서 개

발한 이번 프로그램은 기장군자원봉사센

터와 연계해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봉사시

간을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관

심 있는 기장군민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

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기장향교와 기

장경찰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과 4대사회악근절캠페인활동

폴리텍 동부산캠퍼스, 삼성전자서비스 8개 협력사와MOU체결

졸업생취업과서비스직원교육협력

기장장애인복지관에서는 4월 20일 장애

인의 날을 기념해 지역 장애인과 정관주민

이 함께하는 걷기대회<사진>를 실시했다.

이 걷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걷기를 매개로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인 목표인 사회통합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관계자

는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릫같이 걷는 한걸

음, 함께하는 세상굩릮을 슬로건으로 정관면

매학리에 위치한 중앙공원과 좌광천 일원

에서 실시했다. 이번 장애인 걷기대회에는

양산기공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센텀파

크지점, 한전KPS주식회사 등에서 후원했

고, 자원봉사 단체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정관로타리클럽

등과 개인 신청 봉사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

자, 참가단체 교사, 지역 주민 등 4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공원에서 강변공원, 윗

골공원으로 왕복 5km 구간을 걸었다. 우

천 관계로 단축 진행했으나 참가한 장애인

과 자원봉사자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걷

기대회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이웃임을 확인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장애인복지관, 지역 장애인 및 정관주민 걷기대회

기장군드림스타트센터 부모굛아동 경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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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 스미싱(Smishing) / 동아일보 5월 13일자

[문자메시지인 SMS와 피싱 Phishing의 합성어.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

릭하면 트로이 목마를 주입하여 범죄자가 휴대폰을 통제하는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알약 안드로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가 음성통

화 및 문자내역을 탈취하는 악성앱이 새로 발견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악성

앱은 6만 원이 소액 결제 되었다는 거짓 내용의 스미싱(SMS+

Phishing) 문자를 사용자에게 보내, 문자에 포함된 단축URL

을 사용자가 클릭하게 유도하는 스미싱 공격 방법을 사용한다.

악성앱은 사용자의 음성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수신된 문자 정

보를 수집해, 이를 공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최신 버전으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 자치경찰제 / 경향신문 5월 6일자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

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

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

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

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

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주자치경찰제가

6년째 겉돌고 있다. 수사권이 없어 관광부조리 단속이나 주정

차 단속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할 수 없

다.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

안까지 발의됐다.

▲ 토빈세(Tobin릮s tax) / 세계일보 4월 21일자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굛채권굛파생상품굛재정거

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

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

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의 하나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

금융기관 293개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의견

을 물은 결과 62.5％가 릫시기상조릮라 응답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환율 변동성을 줄여주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하면 자본통제국이라는 인식을 심

어 급격히 자본이 유출되고, 외자도입이 필요할 때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 스페이스 클럽 / 부산일보 1월 31일자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인공위성 및 우주선 발사가 가

능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우주개발 기술수준으로 분류한 경우

A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국의 릫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릮 가입 여부나 순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스페이

스 클럽은 자국 발사장에서 자국 발사체로 자국의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를 뜻한다. 하지만 우주개발의 3박자를 두루 갖춘 우

주 강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호칭일 뿐 실제로 기구나 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하경제 / 국제신문 5월 9일자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굛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로 정부기관에

서 포착하지 못하는 경제를 말한다. 비합법적인 것으로는 마약

의 매매나 매춘, 합법적인 경우로는 무기명식 할인채의 매매 또

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자본이득이 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선 데다 금융종합과세 부과 기준이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면서 세원 노출을 꺼리는 고액자산가들이 소비굛지

출을 줄이는 대신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프라

이빗 뱅커(자산관리가)는 9일 릲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은행에

서 예금을 찾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릳며 릲은행에 채권이나 귀

금속을 맡겨 두는 개인금고 이용도 꺼리고 있다릳고 밝혔다.

▲ 식스포켓(Six Pocket) / 천지일보 5월 6일자

[부모는 물론 조부모들까지 아이를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1990년대에 일본에서 등장한 용어로

6개의 주머니라는 뜻의 식스포켓(six pocket)이란 말은 한 자

녀를 위한 돈이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의 주머니로부

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엔젤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른바 릫식스 포켓(Six Pocket)릮 현상 때문이다. 식스 포켓이란

1990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1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이 주머니에서 기꺼이 돈을 꺼내는 현

상을 의미한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

면, 경제력 있는 조부모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부모 세대가 손

주를 챙기기 위한 지출을 아끼지 않으면서 생겨났다. 식스 포켓

의 영향으로 0~14세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

류, 완구, 애니메이션, 책은 물론 어린이 전용 백화점, 미용실,

사진관 등 어린이 관련 산업인 릫엔젤 비즈니스(Angel Busi-

ness)릮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슈로본시사용어

기장문예

올 봄 들어 임진왜란 이후 끌려간 무명사기장들을 추모하며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을 추모하는 비가 월전마을에 10년 전에 세워지

고 올해가 그 10주년이 된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

소름 송중환 선생과 긴 시간 기념비의 유래와 자신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잡혀간 우리 도공들이 고국을 그리며 흙에 혼신의 정신을 불어 넣었을 것이

라 여겨져 오늘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 국가가 된 그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니 만감이 스친다.

나는 몇 줄 시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도공들을 추념코자 한다.

(無名陶工)

정경수

기장현의민폐를개혁한마하백현감
기장현의 관물을 도적하여 숨기는 폐단을 바로잡고 개혁하는 절목을 만들다

1845년 1월 8일자 마하백의 통훈대부 기장현감 교지

조선시대 기장고을을 다스렸던 수령의 이름을 기록한

룙기장읍선생안룚의 그동안 자료를 보면, 조선 초부터 임

진왜란 전까지 왕조실록에 8명의 현감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임진전쟁 중에는 4명의

현감이 기록되어 있으며, 1599년 이후부터 1617년 전까

지는 16명의 동래부사가 기장을 관장하였고, 실질적으로

기장현감 활동기록은 1617년부터 1894년까지 160명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160명의 현

감 가운데 132번째 기장현감으로 부임한 마하백(麻夏

帛)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장수로 조선을

도와 전공을 세운 마귀(麻貴)제독의 후손이다. 마현감은

재임기간동안에 그 당시 기장현의 부패한 벼슬아치들과

관노들의 관물 부정축재를 없애는 과감한 개혁정치를 통

하여 고을백성에게 선정을 베푼 참 목민관으로 기장의

역사를 바로 세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기장현감 마하백은 어떤 인물인가?

마하백현감은 상곡(중국 하북성)마씨 1세조인 동정제

독(東征提督) 충무후(忠武候) 이천(而泉) 마귀(麻貴)

장군의 10세손으로 상곡마씨 경남 합천의 입향조가 된

다. 1820년에 태어난 그는 호가 송호(松岵)로 집안 대대

로 무장의 유풍을 이어받아 1842년(헌종8)에 무과에 오

르니 조정에서 릲삼의 뜻인 마(麻)는 여름에 좋은 비단이

다.릳라는 뜻으로 이름을 고치어 하백(夏帛)으로 개명하

였고, 4월에 효력부위 선전관으로 임명되었다. 1844년

10월에 훈련원 주부에 제수되었으며, 1845년(헌종11)

정월에 조정에서 릲여름 비단(삼베)을 짜는 베틀(機)이

적격이다릳라고 하여 통훈대부 기장현감에 제수되어 부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장의 지명유래 중에 하나인 옥녀

직금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장현감 재임 2년 동안에 고을 백성들의 살림살

이를 보살피는 동시에 향리들과 노령들이 관물을 부정으

로 축재한 것을 환수하는 등 개혁을 통하여 정사를 바르

게 잡는 목민관으로서 기장 역사에 큰 치적을 남겼다.

1858년 8월에 마하백은 통정대부후주도호부사에 제수되

었고, 그 뒤 신양(身恙)으로 1864년(고종 원년) 6월에

관직을 사임하게 된다.

마하백현감은 천성이 청렴결백하여 관직생활 22년을

마무리하고 가족이 있는 합천군 봉산면 송림리에 왔으나

거처할 집이 없고 타인이 집을 빌리어 거처하였으며, 임

종할 때 후세에 남긴 시에 가로되 릲집이 가난해서 나누어

줄 재물은 없고, 오직 있는 것이 작은 고리짝과 표주박,

오래된 질 그릇 뿐이네. 구슬과 옥이 상자에 가득하여도

손(手) 따라 흩어지니, 청백으로 너희에게 부쳐주는 것

만 같지 못하다.릳 라고 하였다. 그는 16살 아들 斗元을 남

겨두고 1868년(고종 5) 2월 23일 향년 49세에 별세 하였

으나, 청렴결백한 공무수행과 부정축재의 개혁정신은 오

늘날 우리들이 높이 받들고 본 받아야 할 마하백현감의

선비정신이자 백성을 사랑한 진솔한 마음인 것이다.

마하백현감의 기장 백성을 위한 善政 - 룙기장현포폐교

혁절목룚

기장현감 마하백은 1845년 2월에

임지에 부임하자 고을백성들의 어려

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특히 관에

속한 벼슬아치들의 만연한 관물도적

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좌수(座首) 김린

(金璘)과 의논하여 관물(官物)을 도

적해서 숨기는 폐단을 바로 잡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기장관(機張

館)에서 기장현에 관물을 도적하여

숨기는 폐단을 바로 잡고 개혁하는

절목인룙기장현포폐교혁절목(機張縣

逋弊矯革節目)룚을 이해 10월 하순에

만들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개 먹을 것을 되돌려주는 것은 모두 바른 것에서 나

오는 것이며, 자본은 고을 백성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백

성의 생명에 관계되고, 국가의 계획에도 관계되는 것이

다. 그것을 법으로 수호해 삼가 곡식을 사고파는 것에 흠

없게 한다면 이로부터 다스리고 수호함이 어지러운 세상

에 대한 의리에 뜻함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 부임해 처

음에 제일 먼저 장부를 열람한 즉 지난 세월에 거짓으로

머무르게 한 7천 여석이 모두 고을의 벼슬아치와 관청

관노와 사령의 손에 꽃처럼 없어진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과 같이 바로 잡지 않으면 재화(財禍)의 꼬리가 점차 커

져 바로 골라내기 어려워져서 읍이 읍다운 고을의 일을

행하지 못해 죄를 물어 죽이는 일이 연달아 이르게 된다

면 고을 백성이 항상 편안하지 못하고 관리가 어찌 직분

을 다 할 수 있을까?

뢾중략뢿나 혼자 생각하여 보니 끓는 물을 못 끓게 하는

것은 불을 아니 때는 것만 못하고, 풀을 베는 것은 반드

시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 징계한 후에 만일 그

도적(逋)을 일삼는 원천을 막지 못하면 간사하고 거짓을

하는 구멍이 스스로 있고 폐단의 싹이 쉽게 불어나서 얼

마 되지 않아 어찌 반드시 앞사람의 발자취를 밟게 할 것

인가. 그것을 금지하고 개혁할 정사를 모두 인쇄하게 하

여 법식의 길을 오래가게 하고, 영원히 뒤에 오는 일을

막는 까닭으로 응당 행할 과조(科條)를 좌측에 기록하였

다. 무릇 재임한 사람이 항상 보고 경계하면 다시 지금과

같은 폐단이 있지 않을 것이며, 폐단이 지금과 같이 조금

도 대출이 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조심하여 감히 옳은

일 하는 사람을 추월하지 말아야 한다. 뢾1845년 10월 하

순 기장현감 마하백과 좌수 김린뢿

민폐를 과감하게 개혁한 9가지의 과조(科條)

그리고 현감 마하백이 관청의 이향(吏鄕)과 노령(奴

令)들이 부정 축재한 관물(官物)을 환수하여 정사를 바

르게 잡기 위해 만든 조목이 9가지로 그중 3가지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인가에 이방(吏房)이 도적질 한 것이 50석에 이르

면, 일분은 좌수에게 징수하고, 일분은 잘못 천거한 이방

과 거래한 창고지기에게 징수하고 당사자는 즉각 배척하

여 영원히 복직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혹시 부탁받고 들

어왔다면 분징하는 연수가 떨어질 때까지 갚아 준 뒤에

베푼 것을 하락하여 바로 잡을 것이다.

- 향인과 백성 중에 도적질한 것이 20석에 이르면 반

은 좌수에게 징수하고, 반은 동수와 향인에게 징수하여

그를 멈추게 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

- 관청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도적질한 것이 10석이

면, 반은 좌수에게 징수하고, 반은 장교에게 징수하며 당

사자는 영원히 배척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기

록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어느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고을 백성들을 위하여 과감한 개혁정치를 실

천하였던 것이다.

마하백현감의 개혁을 교훈으로 삼고,

선정공덕을 널리 알리자.

1800년대에 들어와서 기장고을은 어느 고을 못지않게

오랜 가뭄으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민들의 식생

활은 물론 일반 생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런 시기에 기장현감으로 부임한 마하백현감은

그동안 만연되어 왔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폐를 근절하

고, 뿌리 뽑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리고 과감한

혁신을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그동안 기장 고을에 세습

되어 왔던 고질적인 아전들의 환곡행패는 사라지게 되었

고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적어지게 되었으나, 관아의 아

전들에게는 마현감이 눈에 가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기장군 관내에는 기장읍성 동문지의 임진왜란 이후 기

장과 관련 있는 관찰사나 어사, 현감 등 36기의 공덕비군

이 있으며, 그 외 몇 곳에 각 읍면별로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이런 비석들은 저마다 이런 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

는데, 이제라도 마하백현감의 선정공덕비를 하나 더 세

워서 마현감이 진심으로 기장고을 백성을 사랑하고, 민

폐를 개혁한 선정을 늦게나마 치하하고, 후손들에게 참

목민관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황구(기장문화원 향토연구실장)

약력
- 수필문학부산작가회 회장, 부산시조시인협회부회장, 한국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기장문협 부회장, 릫길릮 동인 총무간사, 릫시와 인식릮 동인. 전 부산가톨릭문인협회 회
장, 전 동아대굛동 의대학교외래교수, 문학박사

- 저서 : 시조집 사랑에 관하여,뢾그리움은 어머니다뢿. 수필집뢾개타령 또 개타령뢿 등

(룗 기어이 세우리라룘 전문) 2013. 5.24. 정경수 삼가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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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주말을책임진다

릫차성아트홀릮

기장어린이극단 릫신바람릮(이하 극

단) 2기 어린이들<사진>이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5월 4일, 5월11일

총4회에 걸쳐서 감동의 무대를 선보

였다. 이번에 선보인 연극은 가족뮤

지컬 릫오즈의 마법사릮로 어린이들이

95％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

다. 지난해 12월 극단 1기 단원들이

공연한 릫스크루지릮가 어른들이 주인

공이었던 것에 반해 릫오즈의 마법사릮

는 어린이 2명을 주인공으로 더블캐

스팅, 전면에 내세웠다.

31여명의 극단 단원들은 올해 3월

부터 연습을 시작해 5월 4일 첫 무대

에 올랐다. 매주 주말마다 하루 6시

간, 7시간씩 연습을 해오다 공연을

앞두고는 평일에도 연습에 매진하는

강행군을 거쳤다.

2기가 처음인 아이들이 12명, 1기

부터 해온 아이들이 19명으로 1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극단 선배로

서 처음 온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고이끌어주었다.연습을하다보면

무대 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

도 부지기수지만, 아이들은 각자 맡

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끈기와 인

내를 배웠다.

극단 단원들의 자발적인 학부모

모임 릫신바람 자모회릮 강지윤 회장은

릲딸이 극단 활동을 하면서 연극에 관

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매월 차성아

트홀에서 하는 연극은 물론 다양한

연극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자주 만듭

니다. 딸 아이가 연극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릳라고 말했다. 어린이 단원들

의 간식을 책임지는 자모회 어머니

들은 아이들이 극단 활동을 통해 성

장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다.

1기부터 극단 활동을 해온 백서연

(정관초 5) 양은계속되는연습이힘

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릲꿈이

뮤지컬 배우예요. 이번엔 도로시와

나비 역할을 맡았는데 극단 활동이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서 계속 하고

싶어요굩릳라며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문지현(대청초 6) 양은 릲지난 5월 4

일에는 호랑이, 공연 마지막 날인 오

늘은 나무 역할이예요. 지난번엔 뜨

거운 조명아래서 호랑이 탈을 쓰고

더워서 혼났다릳며 그래도 관객들이

즐거워하고 박수쳐주니 힘이 난다고

했다. 월내초 4학년 김예지 양은 릲연

극 연습도 재미있고, 다른 학교 친구

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3기

도 하고 싶어요릳라며 수줍게 웃는다.

이윤주 예술감독, 강국희 연출로

진행된 이번 릫오즈의 마법사릮는 주인

공이 모두 아이들이라 극을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더

성장한 신바람어린이극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연출을 맡은 강국희 씨는 릲아이들

의 비중이 큰 연극이라 힘든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1기를 해본 친구들은

대사를 외우고 무대에 서는 게 처음

과 달리 많이 좋아졌고, 새로 온 친

구들도 적극적이고 활발해 재미있게

준비했어요. 실수도 많았지만 극단 2

기만에 릫오즈의 마법사릮를 해낸 건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

능하다면 아이들만 하는 아동극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릳며 자신

감을 표했다.

강 감독은 릲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등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이 이

기적이고 주위 사람들과 잘 소통하

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연극

은 하나의 약속입니다릳 라며 아이들

이 각자의 배역을 맡고 상대방 말을

듣고 반응 하고, 또 서로에 대한 관

심을 가지게 되면서 대인관계도 자

연스레 좋아진다고 말했다. 다른 나

라의 경우 정규교과과정에 연극 수

업이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 기장군에서는 릫문화가 곧 교

육릮이라는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가

마골소극장과 MOU를 체결하고 지

난해 8월기존군청대강당을리모델

링해 차성아트홀을 개관하면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5시

에 연극을 공연해오고 있다.

릫신바람 어린이극단릮 창단과 더불

어 수개월간 기장에서 어린이 단원

들을 지도해 온 강국희 감독은 릲군민

여러분들이 연극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이제는 작품과 상

관없이 매달 연극을 보러 오시는 고

정관객들도 생겼죠. 작품에 대해서

피드백하고이야기도나눈답니다릳라

며 앞으로도 어린이극단과 차성아트

홀 연극공연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

부했다.

차성아트홀 릫신바람 문화회원릮 가

족이 되면 기장군민은 1만원, 타지역

민은 10만원으로 차성아트홀 전 공

연을 무료로 관람(작품별 1회 관람)

할 수 있으며 동반 1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기획 신바람

(723-7203)으로 하면 된다.

차성아트홀이 기장군의 복합문화

공간으로자리잡았다.기장군에서는

지역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가마골 소극장과

MOU를 체결 후 2012년 8월 차성아

트홀개관, 뢾탈선춘향전뢿을시작으로

매월 네 차례 연극이 공연되고 있다.

차성아트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

속 있게 즐길 수 있는 신바람 문화회

원 수는 2천 813명(2013.5.26기준)

에 이르며, 신바람어린이극단 또한 1

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기 단원들

의 릫오즈의 마법사릮 공연이 5월에 있

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차성아트홀 영

화관을 개관하고 매주 일요일 3차례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3월 17일 개

관작인 릫레미제라블릮은 차성아트홀

영화관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차성아트홀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기장군은 극장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기 위해 대형스크린, 최신 디지

털영사기, 음향시설을 완비했다.

이제 기장군민이라면 누구나 군

청 차성아트홀에서 토요일에는 연

극을, 일요일에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내 연극계의 거장 이윤택 감독

은 본보와의 인터뷰(210호, 2013년

4월호)에서 릲릫문화가 곧 교육릮이라는

군정방향에깊이공감합니다.문화와

교육은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것입니다. 릫대한민국 문화 1번지 기

장릮은 곧 릫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릫과 일맥상통 합니다. 이상적인 문화

도시는 웰빙, 즉 좀 더 나은 삶을 누

릴 수 있는 도시인데 이것을 담보하

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여기

에 문화적인 콘텐츠를 세울 수만 있

다면 부산, 경남, 울산의 중심에서

그 세 도시를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

다. 치밀한 계획 하에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콘텐츠

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장을 기

장으로만 보지 말고 범 아시아적으

로 시야를 넓히십시오릳라고 말했다.

한층더성장한기장어린이극단신바람 2기

가족뮤지컬 릫오즈의마법사릮성공리에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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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기장군심리상담사)

저는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심리상담사 5

명 중 00중학교 위클래스에 파견 근무하는

김영아입니다. 기장군청의 시책 사업 중 하

나로 기장군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

장군에서 심리상담사를 뽑아서 기장군에 있

는 중굛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저

희가 하는 일은 자라나는 미래 청소년의 고

민을 듣고 상담하며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

원으로 청소년들이 잘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일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저희 상담일을 간단

히 소개하고 기장군 청소년들을 같이 생각하

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학생인 영수(가명)는 상담을 받기 전에

할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영

수의 유일한 양육자였고 할머니와의 좋은 상

호관계 회복이 영수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

였다.

처음 상담실을 찾아온 영수에게 저는 고민

하는 문제에 대해 진실하게 할머니와 대화하

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영수는 큰마음을

먹고 할머니한테 대화를 요청하여 솔직한 대

화를 나눴다. 이후 영수는 할머니가 자기에

게 마음을 여는 등 많

이 달라진 모습을 보

였다고 말했다. 할머

니가 영수의 폰도 바

꿔주고 형편이 된다

면 다음에 컴퓨터도

사 준다고 했다. 그런

데 영수는 이렇게 돈

을 많이 쓰면 집안 형

편이 어려운 거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속이 깊은 아이였다. 그래서 저는 영

수에게 릫할머니 시간 되세요. 저한테 시간 좀

내어 주세요. 한 20분 정도면 되요.릮하고 말

씀드리라고 하였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

각을 할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도록

의사소통방법 상담을 해주었다.

이 사례를 통하여 주양육자분들은 자녀와

유대감이 깊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바쁜 시간 중에 항상 중요한 공감의 시

간을 가족끼리 가질 수 있도록 이 봄날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화사한 봄의 색이 수그러들고 신록에 젖은

여름의 향기가 성큼 다가오네요. 제가 대청인

이 된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선생

님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셨

고 언제나 뒤에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새로

운 환경과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시던

선생님들, 힘들어할 때면 따스하게 보듬어주

시던 선생님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언

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대청의 교장 선생님께서는 늘 애정 어

린 눈빛으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대청중학

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십니다. 또한 저

희들의 마음에 와 닿는 짧고 굵은 훈화말씀도

해주십니다. 급식실에 오셔서 직접 배식을 도

와주시며 수요일마다 저희와 소통하시고 교

감을 하시기도 합니다. 대청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주시고 작은 아

우성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항상 열린 마음을 지니신 선생님을 어

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의 교육관에 발 맞춰 훌륭한 대

청의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이 미래에 저

마다의 꿈을 펼쳐 행복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주 큰 재산인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사춘

기인 저희들은 그런 선

생님들의 넓은 뜻을 미

처 헤아리지 못하고 어

긋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교육함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을 볼 때면 죄송스럽고 감사할 따름

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는 군사부일체라 말

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릫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한다.릮는 뜻처럼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길러주시는 또 한분

의 부모님이십니다.

저희는 부모님 같은 선생님들의 사랑에 보

답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써 배우

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생각을 가지며 사람들과 함

께 어우러지는 큰 인물이 되어 대청인의 기상

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진심을 담아 오승희 올림

존경하는대청중학교선생님들께 할머니서로속마음이야기해요

릫 릮
릫현미밥과 운동으로 암 이겨내릮 어떤 힘든 일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노력해서 이겨낸 이화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다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영(기장읍 동부리)

릫기장사람들릮 신문이 릲일신우일신릳 정말 날로 새롭고 새로워짐을 느낍

니다. 기장에 살지만 릫기장사람들릮을 통해서 더 많은 기장을 알아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릫국립 부산과학관릮 건립이 너무

기쁩니다. 벌써부터 2015년이 기다려지네요. 김연송(기장읍 차성서로)

기장으로 이사 온 지 이제 3개월 되었네요. 처음으로 대변항 멸치축제

에 갔는데 5월호에 실린 멸치축제 일정과 맛집 소개편이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기장시장인근외엔모르는곳이많아서작지만소박한, 서민

들이 즐길 수 있는 찻집이나 맛집 많이 소개해주세요.

배민선(기장읍 서부리)

자식이 성인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녀의 취업이 무척 고민입

니다. 아직뚜렷한능력이 보이지 않아 더더욱 고민 중인데 군보에 릫향토

기업 탐방릮이라는 코너가 무척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한번씩 아이한테도

슬쩍 보여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경희(기장읍 서부리)

기장에 살면서 기장척화비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부산광역시의

기념물 제 41호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비석을 통해 선조

님들의 릫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릮는 주인의식과 바다에 빠뜨린 것을 건

져낸 대변항 주민들의 정신력에 감동했습니다. 사명희(기장읍 대라리)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봉사활동을 하는 릫다정회릮회원과 (주)조광요

턴 SCR 봉사대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기장에 더 많은 봉사활동

단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희(기장읍 대라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아파트를 찾아서 화분갈이를 설명하

고, 직접 심어서 분갈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준 것이 기억에 남습

니다. 저도 직접 심어보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솔잎(일광면 이천리)

[2013 치유 healing] 공동체와예술,함께길을찾다

릲6월 행복한도자예술릳 강좌안내

퀴즈 협찬광고

□ 도예체험릲핸드페인팅릳무료강좌 (1개월과정)

1. 아동대상(유치6,7세), 초등

○ 일시: 매주금요일 (13:00-13:40/14:00-14:40)

○ 내용: 알록달록컵, 오물조물모양놀이, 울룩불룩접시 등

○ 인원: 각10명내외

○ 재료비:3만원/1개월(소성비포함)

2. 성인대상

○ 일시: 매주금요일 (15:00-16:40)

○ 내용: 생활도자기(컵,식기,접시,등)

○ 인원: 각10명내외

○ 재료비:4만5천원/1개월(소성비포함)

○ 장소: 메가마트기장점 스튜디오M

□ 도예체험 릲토요교실릲무료강좌 (일일체험)

○ 일시: 매주 토요일 13:30-17:00

○ 내용: 핀칭, 코일링, 판상, 물레성형 등

○ 대상: 연령구분 없음

○ 참가비: 1만원 (소성시별도)

□ 도예교육 릲창의적 자기개발릳(3/6/12개월정규과정)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7:00 (주1회:개별지도)

○ 내용: 핀칭, 코일링, 판상, 물레성형 등

○ 인원: 20명 내외

○ 수강료:5만원(재료비, 소성비별도)

○ 장소: 협회교육원 및 회원공방

1.도예문화 저변확대와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인터넷 쉬운검색뢿네이버뢿카페뢿bgcaa)참고하세요

부산기장도자협회 (010-9316-5656 )

국민행복기금안내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

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채무조정 :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하여 채무감면굛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

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

해 지원

- 전환대출 : 제2금융권굛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

(20％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내외)로 전환

□ 지원대상

- 금융회사굛등록대부업체 중 릲신용회복 지원협약릳에 가입

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말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

□ 제외대상 :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굛파산)을 이미 신청

하여 진행 중인 채무자

□ 혜택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

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접수기간

- 2013.5.1(수) ~ 10.31(목)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

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1397), 부산시청 2층 서민금융종

합지원센터(☎888-6655, 6656), KB국민은행 전 지점,

농협중앙회 전 지점 등

교통경제과(709-4471)

김차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기장읍 교리의 기장향교 앞에는 릫흙시루릮라

는 식당이 있다. 녹음이 짙어가는 싱그러운 5

월 어느 날 이곳을 찾았다. 본채 앞에 놓인 나

무의자에 걸터앉아 주위를 기웃거려 본다.

공중엔 흰 구름이 한가로이 노닐고 훈풍 사

이로 햇살이 따사롭다. 초가, 흙 담장이 찌든

마음을 사로잡는다. 추녀 밑 황토벽에는 담쟁

이 넝쿨이 한창 수(繡)를 놓고 있어 이채롭

다.

민속촌, 식물원, 동물원을 아우르는 이 업

소는 체험학습장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드러

나지 않은 건 릫외롭게 서있는 살구나무릮가 아

닌가 한다. 텃새인 참새가 나무속을 헤집으며

짹짹거려 사뭇 운치가 있다.

나무도 제철이 있는가 보다. 살구나무는 4~

6월이어야 이름값을 한다. 멋과 맛을 한꺼번

에 안겨다주기 때문이다. 이곳 살구는 모진

삶을 살아선지 유난히도 세월의 무게만큼이

나 돋보인다.

유년시절 속으로 들어가 본다. 여름이면 누

렇게 익은 살구를 쉽게 맛볼 수 있다. 손가락

으로 반을 갈라 검은 색의 씨가 불거져 나오

면 살만 쏘옥 입에 넣는다. 새콤달콤함이 기

억에 새롭다.

살구나무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곳 푯말이

눈길을 끈다. 릫나무 둘레 2미터 20센치, 높이

15미터, 수령 약 350년으로 추정된다. 장안읍

효암리 바다근처 모래땅에서 한 쌍으로 자라

왔으나 2006년 고리원전확장공사로 인해 한

그루가 죽고 나머지 한 그루가 고사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옮겨 정성을 다해 가꿔오고

있다릮라고 쓰여 있다.

살구가 주인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이곳에

서 처음 알았다. 이를 뒤집으면 업소의 복덩

이는 살구나무일 수 있다. 열매가 빼곡한 나

무를 보면 주인이 정성스레 돌본다는 생각이

든다. 나무도 임자가 있다는 말이 맞는 듯하

다.

고목일수록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

다. 움푹 파인 가지마다 흙 같은 재료를 채워

생명에는 끄떡없다. 그리고 현재의 나무상태

로 보아 물을 뿌리고 거름을 줄뿐 영양제 주

사는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업소 대표(김경

호)의 나무 사랑이 남다름을 엿보게 한다.

주인은 살구나무를 두고 릫간판목릮이라 하였

다. 업소의 상징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 듯

싶다. 나무 주변은 대리석을 둥글게 놓아두어

마치 신목(神木)을 연상하게 한다.

육중한 나무를 보면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건 아무래도 수령이다. 300년이 넘는 살구나

무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영락없

는 노거수여서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

해 볼 일이다.

오랫동안 바닷가 오막살이 동네(마을회관

앞)에서 보낸 탓에 지금도 짠 내음을 풍기는

듯하다. 이 나무는 능력 있는 업소를 만났기

에 생기가 넘쳐난다. 기장에는 효암마을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다. 이 나무를 보면 감회

가 새로울 것이다.

살구꽃 피던 마을은 그래서 친근감이 있다.

나무 탓인지 그곳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정

겹다. 나무도 사람과 마찬가지다. 까맣게 잊

고 있던 것이 말갛게 되살아남은 나무에도 그

윽한 향수와 추억이 담겨져 있어서다.

효암이 모래땅임에도 오래된 살구나무가 있

었다니 놀랍다. 마을은 지형적으로 산이 둘러

져 있어 해가 금세 빠진다. 밤이 그만큼 빨리

찾아온다. 살구의 생명력이 아마도 해풍과 모

래 그리고 어둠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살구꽃은 처녀의 수줍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피고 지는 것들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연이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우

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살구나무를 보며 그

생각을 했다.

릫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

원)릮에 의하면 함경

북도 회령시 찬효리

의 살구나무는 높이

5.2미터, 뿌리 둘레

0.90미터임에도 천연

기념물 제439호로 지

정되어 있다한다. 그

러고 보면 흙시루 식

당의 나무는 기념물

이 되고도 남는다.

300년이 넘는 살구나무의 추억 잊지못할 6굛25

1950년 6월 25일. 나는 여섯 살이었다. 우리 집 앞 일광파출소 광장

에서 빨갱이(간첩) 시체 4구를 보았으며 일광역에서는 전선으로 떠

나는 장병들이 머리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군가를 부르며 환송식

이 거행되고 있었다.

지금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말없이

잠들어있다. 아~ 잊지 못할 그 날. 조국의 온 산하를 피로 물들이고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피난길을 떠난 지도 60여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용감히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그 호국 영령, 그 충성된 뜻에서

비롯된 유가족의 고통은 그들만이 견뎌야할 책임이 아니다. 온 국민

이 함께 나누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값진 대가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6.25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우리

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이 오늘날의 경제

개발과 번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위에 있는 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에게 따뜻한 위로의 정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김수호(일광면 삼성리, 무공수훈자)

생활체육무료볼링교실안내

종 목 요 일 시 간 장 소

볼 링 월, 수, 금 10:00~12:00
동강볼링장(6月)

자이언트볼링장(7,8月)

○ 접수기간 6월 3일 ~ 6월 28일

○ 프로그램

기장군생활체육회(709-4897)

6월 산행떠납니다

산 악 회 날짜 산행장소 출발시간 집결지

라이프산악회
(☎010-6725-2258)

2일(일) 장안사 09:30

구)기장
파출소앞

9일(일) 일광산 09:30
16일(일) 수령산 09:30
23일(일) 달음산 09:30
30(일) 봉대산 09:30

산사랑
(☎011-837-6060)

5일(수) 아홉산 오륜대 09:00
기장 동산
백조APT앞
놀이터

12일(수) 오대산 노인봉 07:00
19일(수) 달음산 철마산 09:00
26일(수) 지리산 삼신봉 07:00

※ 산행일정을 게재하고 싶은 산악회는 매달 15일까지 다음달

산행일정을e-mail(chunbo@korea.kr)로 보내주세요.

일식조리기능사 : 2013.6.3.~7.15(24일간)480,000원

외식창업요리 : 2013.5.27.~6.24(16일간)600,000원

2013.6.10.~6.27(16일간)600,000원

양식조리기능사 : 2013.7.15.~8.28(30일간)500,000원

특 전
1. 수강료 전액지원
2. 재료비, 교재 무료제공
3. 교통비 월5만원 지급
4. 요리에 관심 있는 주부 및 실업자 남·여

유료광고

일식개강일 : 7월 11일. 월.수 저녁 7시~9시(1일 2시간)

한식개강일 : 7월23일. 화~금

특전 : 정규직50％, 비정규직60％

＊일반-자격증반, 외식창업반, 취미반

＊학생-6개월/1년 책임지도반

감자캐기체험안내

□ 장소 : 꽃길을 따라서 체험학습장(기장읍 내리길 136-6)

□ 기간 : 6월 10일~6월 30일(주말, 휴일 체험가능)

□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의 단체 및 어린이 동반 가족

□ 체험 : 감자캐기, 트랙터타기 체험(체험 후 1㎏씩 가져감)

□ 체험비 : 1인당 5000원

□ 문의 : 722-1481, 019-44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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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월요일)

멸치축제의 핵심 멸치회 무료시식현장

맨손 활어잡기가 한창이다.

축제의 흥을 돋우는 축하공연

제17회 기장멸치축제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

고 기장군, 기장군의회가 후원한 이번 축제는 릫통(通)통(通) 튀

는 생생 멸치굩 정 넘치는 기장으로릮 라는 슬로건으로 싱싱한 멸

치는 물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추진위원회 추산 108만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멸치축제가 생긴 건 1997년. 그 당

시만 하더라도 멸치와 같은 수산물로 축제를 개최한다는 발상은

기장군이 처음이었다. 기장군을 선두주자로 뒤이어 1998년 영덕

대게축제, 1999년 인제 빙어축제, 1999년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

제, 2002년 벌교꼬막축제 등 각 지역의 먹거리 축제가 생겨났다.

기장멸치축제는 개최 첫해인 1997년 방문객 1만여명, 다음해 5

만여명으로 점차 그 이름을 알리며 2002년 문화관광부 선정 30대

지역축제로 지정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12년 60

만명, 올해는 108만여 명의 인파가 멸치축제에 몰려 명실상부 기

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릫기장 대표 특산물이 바로 블루오션릮 선견지명으로 태동

예로부터 기장 멸치는 그 크기가 어른 손가락보다도 굵고 실한

것이 특징이다. 기장 앞바다는 겨울철 일본과 남해안에서 멸치

떼가 올라오는 길목에 자리한데다가 태초의 깨끗한 바다를 간직

하고 있어 이 곳에서 잡히는 멸치의 영양과 맛은 단연 으뜸이다.

칼슘, DHA, 타우린, 비타민A를 다량 함유해 봄철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피부미용과 노화방지에도

좋다는 멸치는 매년 축제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나아가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며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대변항에서 젓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염규범 씨는

릲축제기간동안 매출이 평소 10배 이상 올랐어요. 전국 각지의 손

님들에게 기장멸치, 멸치젓갈의 우수성을 알린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릳 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1997년 당시 민선1기 군수를 지내며 멸치축제를 만든 장본인

인 지금의 기장군수는 릲기장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 멸치축제입니다. 멸치축제는 기장의 가치와 품격을 드

높인 먹거리축제의 효시입니다릳라며 멸치를 축제로 만들겠다는

발상, 그 발상이야말로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제17회 기장멸치축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해 더욱 성숙한 먹거리 축제의

모습을 선보였다. 멸치회 무료시식, 멸치회 비빔밥 만들기 등을

통해 전국의 미식가들에게 기장의 넉넉한 인심을 알리고 멸치축

제의 핵심 릫기장 봄멸치릮의 위상을 뽐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

았던 멸치회 무료시식회에는 방문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

을 서 200m가 넘는 긴 행렬을 이룰 정도였다.

가족,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멸치요리를 맛보는 사람들

에게서는 감탄사가 절로 났다. 평상시 멸치는 주로 젓갈을 담는

용도로 쓰이지만 이맘때 잡히는 싱싱하고 굵은 멸치를 갖은 야채

와 양념으로 버무려 회무침으로 먹는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

다.

새콤달콤하고 부드러운 멸치회무침과 어른 손가락만한 튼실한

멸치를 통째로 튀긴 멸치튀김, 대변항의 아름다운 전경과 음식을

담아주는 부녀회원들의 넉넉한 인심이 한데 어우러져 이날 멸치

축제는 릫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릮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

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주무대에서는 멸치 발라서 널기, 수조에 담기, 멸치 낚시, 2인

1조로 멸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어달리기

의 순서로 진행되는 릫멸치 기네스릮가 진행됐다. 사회자의 익살스

런 멘트와 참가자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릫멸치기네스릮에 참가한 정웅굛박혜영 부부(부산 연제구)는 릲처음

축제에 왔는데 멸치도 너무 맛있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많아서

놀랐어요. 오늘 받은 멸치는 찌개로 만들까 해요(웃음). 다음 번

축제에도 올 겁니다릳 라며 멸치축제에 온 소감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두 팔, 두 다리를 걷어 올린 사람들이 맨손 활어잡

기에 집중했다. 참가자들은 숭어 최대 27마리, 붕장어 최대 17마

리까지 잡아 갈 수 있는 황금 찬스를 얻었건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싱싱하고 힘 좋은 고기들은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고 참

가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릫놀이릮

에 게임을 하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멸치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잡은 활어를 손질하는 서

비스까지 제공했다.

대한민국 대표 기장멸치에 다양한 문화컨텐츠 더해져

먹거리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단순히 지역특산물을 맛보는 것에 그치는 먹거리 축제는 더 이

상 다양한 욕구와 선택권을 가진 요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

게 됐다. 멸치축제는 릫먹거리릮에 릫신나는 놀이릮까지 더해 먹고, 놀

고, 즐기는 오감만족 축제로 거듭나며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

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한 스탬프랠리 릫패밀

리가 떴다릮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매직풍선아트, 에어바

운스, 멸치 관련 주제관의 각 코스를 거칠 때마다 스탬프를 받아

6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가족에게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대변

항 일원을 구경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두

아이들과 함께 온 이창호굛허성영 부부는 릲아이들과 너무 좋은 시

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스탬프를 받는 과정도 재미있었고,

배를 타고 대변항을 둘러보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오히려 배 타

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던 걸요릳 라며 어린이날 멸치축제에 온 건

참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 구이양시,일본 켕카이쵸 멸치축제 찾아

이한우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장은 릲첫날은 평일인데도 15만명

이 다녀갔어요. 갈수록 전국 축제로 이름이 알려졌다는 걸 실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멸치축제만큼 무료시식회를 넉넉하

게 하는 곳도 없을 거예요. 축제 이튿날인 오늘 하루만 해도 2천

500명 정도가 먹고 갔으니까요. 12년째 멸치축제를 찾고 있는 일

본 사가현 켕카이쵸에서도 어김없이 대변항을 방문했습니다. 타

지에서 온 손님이 또 가볼만한 축제라는 생각이 들도록 기장멸치

축제는 민관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

이라고 생각합니다릳라고 말했다.

이번 축제에는 기장군과 국제 우호협력 관계 의향서 체결 도시

인 중국 구이양시에서도 왕위샹 부시장 등 6명이 방문했다. 왕위

샹 부시장은 기장멸치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릲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양 도시의 자연, 관광,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9월 열릴 중국 국제주

류박람회에 귀주성, 또 구이양시를 대표해서 기장군을 초청합니

다. 기장군과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도 다각도로 이뤄지

길 기대합니다릳라며 이번 멸치축제를 계기로 기장군과의 지속적

인 교류, 소통을 희망했다.

108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17회 기장멸치축제는 기

장군, 기장군의회,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대변리(대

변마을, 무양마을) 청년회, 부녀회, 모범운전자회, 각 유관기관

(경찰, 해경, 소방서)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성공리에 4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14년째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무양마을

조성미 부녀회장은 릲이번 축제에 무양과 대변, 두 개 마을 부녀회

가 참가했어요. 축제 시작 전인 5월 1일부터 매일 새벽 4시에 나

와서 늦은 밤 11시 반까지 일했죠. 힘들지만 우리 대변의 자랑거

리인 멸치를 이렇게 인정받으니 보람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

해 애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겁니다릳 라며 멸치축제

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드러냈다.

기장군은 봄철 지역의 대표음식인 멸치를 기장멸치축제로 널

리 알려 릫기장멸치릮를 하나의 명품 브랜드로 탄생시켰다. 릲지역발

전의 성장 동력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기장군이 가진 고유의

것. 바로 우리네 농수산물이 미래의 키워드릳라는 발상의 전환. 그

발상에서 기장군의 발전은 시작된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간 열린 제17회 기장멸치축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추산 108만 방문객의 발길을 끌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 먹거리 축제의 효시 릫기장멸치축제릮

17돌 맞아대한민국을넘어세계를넘보다


	gg212-1
	gg212-2
	gg212-3
	gg212-4
	gg212-5
	gg212-6
	gg212-7
	gg212-8
	gg212-9
	gg212-10
	gg212-11
	gg212-12
	gg212-13
	gg212-14
	gg212-15
	gg212-16
	gg212-17
	gg212-18
	gg212-19
	gg212-20
	gg212-21
	gg212-22
	gg212-23
	gg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