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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95년 9월 25일)

2013년 7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릲기장군민은행복합니다릳

■세계로뻗어가다 릫큰기장릮
부산의 변방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부산의 대표주자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릫큰 기장릮의

청사진이 펼쳐지고 있다.

·동남권방사선의굛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

원자력을 의료용, 산업용 등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장군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 중

심지로 육성하는 릫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클러스터릮 조성 사업이 보상율 50％를 넘어서며 순조롭게 진행되

고 있다. 2012년 6월 27일 승인 지정된 릫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릮는 기장군 장안읍 좌동굛임랑

굛반룡리 일원 약 148만㎡의 부지에 조성돼 방사선기술(RT) 분야 국내 최고 중심지로 육성된다. 동남권원

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와 연계하여 세계 원자력산업 비발전분야로의 개편

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릫한국 방사선 의학굛과학기술원릮, 릫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릮, 릫국립노화종합연구

원릮 등 대형 국책연구시설 및 관련 대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는

세계적인 방사선 의굛과학 산업의 메카로 조성되며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부산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방사선 의굛과학산업단지의 생산유발액은 2조 11억원, 부가가치 유발

액 8천9백억원, 고용유발인원이 2만1천210명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공동주최지방자치단체생산성大賞수상

2012년 11월 안전행정부굛광역시도굛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릫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릮

심사 결과 기장군이 전국 시굛군굛구 195곳 중 1위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심사기준을 정량(생산성지수

측정) 68％와 정성(범주별 우수사례 평가)32％로 삼고 2012년 4월 생산성 대상 공모, 5월 시굛군굛구 설명

회, 6월 접수를 거쳐 8월부터 10월까지 195곳을 심사했다. 1개조 2명으로 구성된 33개팀이 현지실사 후, 서

면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 기관을 확정했다.

·원전소재도시안전과번영을위한 릫기장포럼릮 개최

원전소재 도시 안전과 번영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장포럼이 201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기장군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학회가 주관한 릫세계 원전소재 도시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장포럼릮은 원자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세계

최초의 행사였다. 일본, 중국, 미국, 핀란드,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 10개 도시 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

데 원전안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방안, 원전사고 대비 방재훈련방안, 원전소재 도시의

주민복지 증진방안, 원전소재 도시 발전 및 번영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법이

모색됐다. 원전소재 도시들은 포럼에서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소재 도시들의 지속적인 정보교

류와 국제협력을 위한 릫기장선언문릮도 채택했다. <2면에 계속>

12만 군민과함께하는

릫큰기장릮
릫넉넉한기장릮
릫따뜻한기장릮

민선5기 3주년의 새벽을 열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시작과 동시

에 기장군은 환부작신(煥腐作新)의 정

신으로 변화와 개혁을 외쳐왔다. 발상

의 전환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책들이

가시화되자 군정 비전으로 삼았던 릫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릮의 모습

이 드러나고 있다. 3년간 기장군에 불

어온 변화의 새바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정리해 봤다.

순위 전체평균 인간관계 생활여유 생활환경 경제여건

1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 기장군

2 강서구 동래구 서구 강서구 강서구

3 수영구 수영구 수영구 연제구 수영구

■ 영역별 행복점수 상위 3개 지역

※출처 : 부산발전연구원

■ 월평균 가구소득별굛행복점수별 지역분포

부산발전연구원이 릫부산시민은 얼

마나 행복할까릮라는 물음으로 부산시

민의 행복점수를 산출한 결과 기장군

이 1위로 나타났다. 특히 기장군은 영

역별 행복점수인 인간관계, 생활여유,

생활환경, 경제여건 4개 분야 모든 영

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굛성굛연령별

인구에 비례해서 만 20세 이상 부산시

민 1천137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기관

에 의뢰해 행복점수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실

시된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은 행복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67.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서울 등 국내 도시들의 행복점수와 비

슷하지만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결과다. 행복점수는 9개 요

소, 18개 세부요소의 질문지를 통해 측

정했고 세부항목별로 0~1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해 행복점수를 산출했다.

9개 요소를 인간관계(심리적 안정+

가족굛결혼+개인적 관계), 생활여유(건

강+일상생활), 경제여건(경제적 안정+

일), 생활환경(지역사회+주거)의 4개

영역으로 병합한 부산시민의 영역별

행복점수는 인간관계가 73.2점으로 가

장 높았다. 이어 생활여유 66.8점, 생

활환경 63.3점, 경제여건 62점으로 나

타났다.

또 월평균 가구소득별, 행복점수별

지역분포에서는 기장군과 수영굛연제굛

해운대구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행복점수도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낮지만 행복지수

가 높은 지역은 4곳, 월평균 가구소득

은 높지만 행복점수가 낮은 지역도 4

곳이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

민의 행복 증진 방안으로 릫인간중심,

행복지향릮 도시경영, 행복지수, 사회

자본지수 등 사회지표 관리체계 구

축,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전략에서

탈피해 소프트 혁신에 기반한 창조적

도시발전전략으로 전환, 공동체적 삶

의 복원, 시민사회와 미디어 역할 강

화 등을 제시했다.

정관 어린이도서관이 6월 1일 개관했다. 좌광천변 윗골공원에 조성된 어린이도서관은 연면적 474.65㎡ 2

층 건물이다. 1층에는 가족영화감상실과 다목적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엄마랑아기랑 도서관과 어린

이도서관이 있다. 1만여권의 장서와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만족도를

높였다.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굛일굛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된다. 휴관일은 매월 둘째굛넷째주 화요일과 명절(설굛추석)연휴다.

릲독서는 즐거운 놀이예요릳

부산발전연구원 조사, 기장군 행복점수 1위

기장미역굛다시마의 명성

올해도 이어갑니다

행사기간 :7월 26일(금)~7월 28일(일)

※개막식 : 7월 27일(토) 오후 6시 30분

장 소 :기장군일광면이동항일원

행사내용

- Summer Festival, HelloTV 미역다시마 가요제, 오토캠핑장 운영

- 달빛 축제, 한여름밤의 재즈, 미니워터파크, 키즈바운스

주 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

문 의 : 해양수산과709-4611-3

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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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 계속>

■전통과첨단이조화되다 릫넉넉한기장릮

인심이 넉넉하고 경제가 풍요로운 기장, 전통과 첨단이 조화롭게 넘쳐 흐르는 기장, 천혜의 자

연환경과 자원이 풍부한 릫넉넉한 기장릮이 여기서 시작된다.

·릫도시철도기장선릮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

5월 27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결과 도시철도 기장선이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도시철도 4호선(미남~안평)을 기장읍까지 연결하는 릫도시철도 기장선릮은 앞으로 한국개발연

구원(KDI)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5년 착공될 전

망이다.

경제성 부족(B/C 0.783)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도시철도 기장

선 조기 건설을 위해 기장군은 2012년 4월 부산대산학협력단에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직

접 의뢰했다. 용역 결과 노선을 일부 수정해 경제성(B/C1.215)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도

시철도 기장선 건설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다방면의 노력이 맞물려 2012년 10월 16일에는 부산시의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고 관련자료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어 2012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쳐 릫국토해양부 2013년 상

반기 예비타당성 신청대상사업릮으로 확정돼 기획재정부로 제출됐고 5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이 건설되면 각종 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 등을 위한 대중교통망

이 확충되고 방사능 비상사태(적색비상)가 발령될 경우 10㎞권역내의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수단이 돼 기장발전을 100년 앞당길 것이라 내다봤다.

앞으로 기장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릫야구박물관및명예의전당릮 우선협상대상자선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월 9일 릫야구박물관 및 명예의 전당릮(이하 명예의 전당) 건립 우선

협상대상자로 기장군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명예의 전당은 한국 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기념해 한국야구위원회가 추진해 온 사업으

로 관계자들은 이변이 없는 한 기장군 유치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는 부산시 및 기장군과 실무협상을 거쳐 빠른 시일내 최종 유치 도시를 확정

할 계획이다.

2015년 야구 명예의 전당과 꿈의 구장이 조성되면 생산유발효과 731억원, 고용유발효과 436

명 뿐 아니라 대규모 야구인구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

로 전망된다.

1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야구 명예의 전당은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일원 3천374㎡ 지상3

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1층에는 야구도서관, 해외자료실, 영상관, 전시실, 2층에는 아마관,

프로관, 야구정보관, 강의실, 3층에는 명예의 전당, 대회의실, 옥상정원 등이 계획돼 있다.

기장군은 야구 명예의 전당 주변 19만6천515㎡에 사회인 야구장 4면, 실내야구연습장, 볼파

크 등의 릫꿈의 구장릮 건립을 진행 중이다.

·바다밑도시계획 릫OK프로젝트(Ocean Kijang Project)릮

기장군은 연안해역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발전의 축으로 삼기 위한 OK

프로젝트(Ocean Kijang Project)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OK프로젝트는 릫바다를 개척하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것릮이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며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과 해조류 육종굛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바다 밑 도시계획은 기장읍 공수리~장안읍 길천리 4만4천167.826m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저

수심 25m 지점, 수면적 4천861㏊ 구역 내의 해저 지형, 서식 생물 등을 정밀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육지부를 정비하듯이 바다 밑을 도시계획해 구역별 특성에 맞게 자원화 및

산업화한다.

기장군은 지난 3월 바다 밑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부경대학교에 의뢰하고 용역 기간

중 학계, 전문가, 어업인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조류 육종굛융합연구센터는 OK프로젝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연구센터로 지난해 12월

건축비 등 국비 50％ 지원이 확정됐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과 동시에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해조류 육종굛융합연구센터는 기장군 일광면 이동1길22,24(이천리 283번지) 일원 부지 9천

637㎡, 연면적 5천388㎡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 189억원으로 2015년 준공 예정이다.

연구센터는 3개동(종묘연구센터굛종묘배양굛융합연구센터동)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

며 연구기능, 종묘배양기능, 관리기능, 교육 및 홍보기능을 담당한다.

·정관신도시 릫바로릮 세우기

기장군은 정관신도시가 앞으로 인구 9만의 자족형 복합기능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양

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관면 모전리 676번지 릫꿈의 행복타운릮은 다양한 행정 및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이다.

기장군은 꿈의 행복타운 조성을 위한 7만2천632㎡ 공공시설용지를 지난해 12월 26일 부산도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확보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꿈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꿈의 행복타운에는 통합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공공청사, 평생학습관, 종합문화회관, 종합레

포츠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소두방공원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와 정관도서관이

건립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는 총사업비 44억원으로 군비41억원이 투입된다. 1

층에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며 2층 보육정보센터에는 신체체험이 가능한 릫튼튼나라 체험실릮과 호

기심과 창의력 체험이 가능한 릫쑥쑥나라 체험실릮,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릫장난감센터릮, 보육교직

원 교육과 부모 강좌를 위한 다목적실, 출산굛육아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5천433㎡의 정관도서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된다. 현재 실무협상

중으로 오는 7월 착공해 2014년 준공될 전망이다.

정관도서관은 100억원이 소요되며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다. 주요시설로는 일반열람실, 가족

열람실, 독서실, 강의실, 강당 등이 있다.

또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좌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좌광천 유역 주변 제척지 및 자연 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시설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용수 산업단지 및 자연 마을에서 일부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정관하수처

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된다. 생활하수 유입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돼 좌광천 수질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

<1면에서 받음>

언론에서 주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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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바라보다 릫따뜻한기장릮

가장 어려운 이웃도 따뜻함을 느끼는 기장, 온정이 넘치는 기장, 소외된 이웃이 없이 모두가 정

을 나누는 기장, 교육과 일자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의 모든 단계에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릫따뜻한 기장릮이 이웃들과 함께 한다.

·릫365일 민원을잠재우지않는야간군수실릮 운영

기장군이 2010년 7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릫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릮(이하

야간군수실)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기장군청 군수실에서 군수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야간군수실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공휴일, 휴일을 포함한 365일 군수실의 문턱을 낮춰 주

민들의 소리를 가감없이 듣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3년 5월말 현재 7천여명의 군민들이

다녀갔으며 97％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교육1번지기장

기장군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공부하고 배우는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릫이퇴계 프로젝트릮,

릫이율곡 프로젝트릮, 릫안심보육 프로젝트릮라는 교육 3대 프로젝트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은 무상급식비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초등학교 6학년

과 중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7억원을 별도로 편성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질 좋

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방과후 및 특성화 사업 지원, 학교 안심알리미 지원, 우수강사 파견, 통학버스 지원, 토요

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 보수 및 건립 지원 외에도 관내 중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거

점중학교 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관내 중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초등학생 대상 릫기장

희망꿈나무 멘토링사업릮을 위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시 최초로 심리상담사굛학생안전관리관을 관내 6개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건

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기장군 교육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점영어센터 운영, 해외어학연수, 기장가족영어

체험축제, 원어민 강사 지원과 토요 happy school, 향토문화재 체험 교실, 창의과학교실, 기장꿈

나무 영어캠프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군청과 좌광천에서 열렸던 과학체험축제도 더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

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해운대 교육지원청과 릫기장군 영재교육원릮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관내 5개 중학교 1, 2학년 120명이 릫기장군 영재교육원릮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접하고 있다. 평

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기장군민대학과 기장군민어학당은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과

다양한 강좌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좌를 배달해 주는 릫우리동네 배달강좌릮는

올해만 4월말 기준으로 176개 강좌 1천678명이 수강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부산시 최초로 친환경 무농약 쌀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365맞춤 어린이집 운영 등으

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행복한복지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기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기장군은 노인복

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활성화 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세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기장군에서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과 경로당중식비 지원사업은 올해 더

욱 확대 추진되고 있다.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은 작년 월 800명에서 올

해 월 900명 이상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노인에게 질 좋은 중식 제공을 위한 경로당 중식비 지원 사업은 240개소의 경로당에 6억

7천 3백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경로당별로 2만 5천원이 올라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매월 15만

원에서 45만원까지의 중식비가 지원된다.

일광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일광면 노인복지관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일광면 이천리 930-2번지에 건립될 일광면 노인복지관은 부지 957㎡, 연면적 1,553㎡, 지상 4

층의 규모로 1층 식당, 사무실, 2층 건강센터, 사무실, 3층 강의실, 경로당, 4층 공동작업장이 들

어선다. 기장군은 일광면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올해 특별교부세 7억원과 군비 19억원을 확

보했다.

일광면 노인복지관은 일광면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뿐 아니라 다양한 생산 활동도 겸하게 될

예정이다.

기장군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과 출산 축하물품으로

기장미역을 제공한다. 또 출산(예정)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이상된 관내 모든 산모에게 소득 상

관없이 2주간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있다.

·오감으로즐기는문화도시

2012년 8월 개관한 차성아트홀이 기장군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기장군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군청 대강당을 각종 문화공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했다. 차성아트홀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2시, 5시 3회 최신영화가 상영되고 있으며 월 4회에

결쳐 수준높은 연극도 만날 수 있다.

임랑문화공원(박태준기념관) 조성사업이 장안읍 임랑리 154-2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철강왕 박태준의 뜻과 정신을 배우는 동시에 임랑리의 아름다운 경관을 살린 문화공원을 조성하

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쉼터 역할도 할 예정이다. 7월부터 공원조성계획과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올해 12월 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장안읍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및 야구장, 기장군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돼

군민들의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2011년에는 기장중학교에서 제11회 차성문화제가 열렸다.

격년제로 열리는 차성문화제는 올해에도 10월경 열릴 예정이다. 제11회 차성문화제에서는 강

부자의 릫오구릮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예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2년 5월에는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598-2번지 장안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

다. 장안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목조건축물로 효종 8년(1657)에 건립됐으

며 현존하는 부산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로 확인됐다.

<2면에서 받음>

기장군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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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장

김정복

예방이최선의해결책이다

지난 3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릫행정안전부릮가 릫안전행정

부릮로 명칭을 바꿨다. 새 정부가 국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추진하겠다는취지라고밝혔지만세간에서

는 두 글자 위치 바꾸는데 혈세를 낭비한다느니 하는 반론

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행정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기장군 재난안전과장으로서는 이해되는 일이라 하겠다.

옛 속담에 릫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릮는 말이 있다. 적은 힘으로 충분히 처

리할 수 있는 일을 쓸데없이 키워 나중에 더 큰 힘이 든다는 뜻이다. 물론 일상사는

이 속담이 적용되겠지만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이 속담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재난은 릫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릮는 말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복구도 힘들뿐더러 최악의 사태에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도 직결된

다는 점에서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기장군은 지난 4년 동안 무재난 무사고였다. 여름이 다가오면 재난안전과 직원들

은 더욱 긴장하게 된다. 태풍과 폭우, 여름철 물놀이 등 여름 내내 24시간 비상체제

를 유지하고 있다.

또 매년 재난대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286명의 자율방재단, 21명의 안전모니터 요원 운영으로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 내 109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담당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재해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고 매년

재난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과 재해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릫예방릮이다. 평소에 점검하고

대비하고 노력한다면 자연재해든 인재든 막을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장군 관내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재난안전과로 신속히 신고해 주

시기 바란다. 군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릫안전 기장릮을 앞당길 수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일기예보에 촉각을 곤두세우

고 불면의 밤을 보낼 것이다. 기장군민 모두가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

을 다하는 재난안전과가 되겠다.

보건소 소식

예방의약계(709-4858)

날짜 요 리 명

7/22 1주차 소고기 찹쌀구이

7/29 2주차 우엉잡채

8/5 3주차 규아상(미만두)

8/12 4주차 근대쌈밥과 오징어 야채전

월별 일자 요일 읍면
소독작업지역

오전 오후

7월

1 월
정관 예림,서편 독점,강변1,2

기장,일광 월전, 두호, 원죽1 하리, 광산, 상리

2 화
철마 안평 고촌,사등

일광 삼성1, 삼성2 화전, 당곡, 산수곡

3 수
장안 좌천 좌동,덕산

일광 이천동, 이천서 회룡, 대리, 상곡

7월

4 목
정관 구연동 방곡,덕산

기장 덕발1, 덕발2, 신천 내동, 오신, 소정1, 소정2

5 금
철마 송정1 입석,임기

기장 원마1, 원마2 신암, 서암, 동암

8 월
장안 선암,내덕 용소,하근

기장 동부1, 동부2, 동부4 당사, 석산, 공수, 양경

9 화
정관 매곡,달산6 상곡2(형진아파트),대전,달산1

기장 동부1, 동부2, 동부4 당사, 석산, 공수, 양경

10 수
철마 장전,대곡 점현,구칠,신리

기장,일광 사라3, 무곡 문중, 문동

11 목
장안 기룡,하장안 상장안,대명

기장,일광 교리1, 교리2, 교리5 이동, 동백

12 금
좌광천

일광,기장 신평, 칠암 서부2, 두하, 동서

15 월
정관 모전,양수 덕전,상곡1

기장,일광 무양, 대변 원당, 후동, 청광

16 화
철마 와여,백길 석길,중리

기장,일광 월전, 두호, 원죽1 하리, 광산, 상리

17 수
장안 대룡,판곡 신명,도야

일광 삼성1, 삼성2 화전, 당곡, 산수곡

18 목
정관 가동 평전,산막,병산

일광 이천동, 이천서 회룡, 대리, 상곡

19 금
철마 구림,마지 이곡,미동

기장 덕발1, 덕발2, 신천 내동, 오신, 소정1, 소정2

22 월
장안 고무,반룡 신리,개천

기장 원마1, 원마2 신암, 서암, 동암

23 화
정관 월평 두명,임곡

기장 동부1, 동부2, 동부4 당사, 석산, 공수, 양경

24 수
철마 안평 고촌,사등

기장,일광 서부1, 사라1 학리, 횡계, 삼덕

25 목
장안 임랑 월내,구기

기장,일광 사라3, 무곡 문중, 문동

26 금
좌광천

기장,일광 교리1, 교리2, 교리5 이동, 동백

29 월
정관 예림,서편 독점,강변1,2

기장,일광 서부2, 두하, 동서 신평, 칠암

30 화
철마 송정1 입석,임기

기장,일광 무양, 대변 원당, 후동, 청광

31 수
장안 길천 좌천,시장

기장,일광 월전, 두호, 원죽1 하리, 광산, 상리

○ 대 상 :아토피굛천식예방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

○ 수강기간 : 2013. 7. 22 ~ 8. 12 매주 월요일(총 4회)

오후 2시~4시

○ 수 료 식 : 8월 12일

○ 주 제 :우리가족 건강지킴이 밑반찬 조리법

○ 프로그램 내용

※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장소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조리실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333-28)

○ 강 사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및 영양사

○ 모집기간 : 2013. 7. 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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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상태가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에게 영양섭취상태 개선 및 건

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

원하여 평생건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기장군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 및 만 66개

월 미만 영유아(2008. 2. 1 이후 출생자)

○ 신청기간 : 2013. 8. 1 ~ 2013. 8. 6

○ 신청방법

▷ 대상가능 여부 및 건강보험료 개별 확인

▷ 기간 내 전화 신청하여 자격여부 확인 후 내소일자 개별예약

▷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 서류 및 영양평가 실시

○ 신청장소 :기장군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709-4862)

○ 대상기준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가구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신장, 체중 중 한 가지 이상 위험

요인을 가진 자

○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가족보건계(709-4803)

□ 기 간 : 2013년 7월 ~ 9월, 10월 ~ 12월

□ 시 간 :오후 7시~8시/ 12주 코스, 주1회

□ 장 소 :기장군보건소 보건교육장

□ 대 상 : 기장군민 중 대사증후군 위험군 총60명

(1회당 30명)

□ 방 법 : 이시형 박사의 세라토닌 Total Triming Health

Program지원으로 내굛외부강사를 투입, 공동운영

□ 추진내용

등록 ⇒ 설문지 ⇒ 신체검진, 건강평가 ⇒ 강의굛실습굛운동 ⇒ 데

이터비교분석 ⇒ 프로그램 종료 시 개인별 변화도 측정, 평가

건강증진계(709-4821)

○ 국가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

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정

에 산모굛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3년 5월 1

일부터는 셋째아를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국가사업과 더불어 기장군은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가지원사업 대상자에 해

당되지 않는, 관내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출산(예정)일 기

준]된 모든 산모에게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

습니다.

○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기장군보건소 모자보건실(☎709-4860)로 문의 바랍니다.

가족보건계(709-4865)

릲폐기물처리장 절대 안 돼릳

기장군와 정관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

시설 건설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6월 21

일 정관면사무소 2층에서 열린 주민설명

회 및 기장군수 기자회견<사진>에는 200

여명의 주민들이 릲정관신도시 관문에 6만

평의 산업폐기물 공장이 웬말이냐릳며 부산

시의 계획에 강력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장군수는 릲폐기

물처리장 건설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기장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사수를 위해 기장

군과 12만 군민이 함께 싸워나갈 것릳이라

고 밝혔다.

릫내 집굛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릮 전개

주민참여형환경정비로청결한도시조성

정관면사무소에서는 정관신도시의 청결

한 환경 조성을 위해 릫내 집굛내 점포 앞 내

가 쓸기 운동릮을 전개하고 있다.

6월 10일부터 정관면장과 담당직원이 직

접 점포를 찾아다니며 참가 동의서를 접수

하고 참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정관면

에서는 주민참여형 환경정비 운동을 전개

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스스로

청소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일원을

시작으로 정관로 주변상가, 정관면 아파트

단지에 이어 정관면 전체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관면사무소에서는 참여 업소에 주1회

문자를 발송하여 계속적인 참여를 독려하

는 한편 마을별 자율적인 대청소 및 여름철

풀베기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관면사

무소 관계자는 릲물론 점포 앞을 청소하고

계신다릳며 릲하지만 이런 릫내 집굛내 점포 앞

내가 쓸기 운동릮을 통해 더욱 깨끗하고 성

숙한 시민 의식이 함양된다릳고 말했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직원 채용과 관

내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릫부산 프

리미엄 아울렛 2013 기장군 채용박람회릮

(이하 채용박람회)가 6월 14일 기장군청

에서 열렸다. 채용박람회는 하루 종일 구

직자들이 몰려 기장군청에서만 1천500명

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 프리미엄 아울

렛 입점 예정 브랜드 120여개 및 관내 8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1천250여명의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신세계사이

먼측은 7월 중 서류 심사 합격자를 개별

통보한 후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장안읍 4만6천

813㎡ 규모에 해외 명품 및 국내 유명 브

랜드 등 180여개 매장이 입점하며 8월말

개장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 후 기장군수와

(주)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기장군 교통

경제과장이 기장군수실에서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릲지역과 상생하

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

조를 구할 수 있다. 기장군 지역주민을 많

이 채용해 달라릳고 말하자 (주) 신세계사

이먼 강명구 대표이사는 릲당연히 지역주민

위주로 직원을 채용한다.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

면 같이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

다릳며 릲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이 기장 지역

의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조경래 교통경제과장은 릲일자리를 원하

는 주민들이 지역 특성상 연령층이 높다.

가능하면 이런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릳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채용

박람회는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도 열렸

다.

기장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 개최

기장군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6월 5일

지역내 아동복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 정

보공유와 서비스 연계ㆍ협력ㆍ조정 지원

방안을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

의체 회의<사진>를 가졌다.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인재양성과 황만

규 과장을 위원장으로 13개 아동복지기관

장 및 실무자들로 구성됐다. 협

의체는 아동복지기관별로 추진

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정보

를 공유하고 지역의 빈곤아동을

함께 발굴하며 DB를 구축하고

자원배분 및 조정을 통해 아동

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관,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 사업과 각종프로그램 소개로 정

보교환과 상호 연계방안을 방구하는 등 심

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기관

간 공조를 통해 고위험 아동과 가족에 대

한 통합사례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

써 빈곤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

력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NC부산(주)은 예림리

1100번지 3만7천284㎡에서 예림리 산190

번지 일원 19만4천903㎡로 정관일반산업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추진 중이

다. 부산시가 이전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

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

용을 공개하는 공고문을 공고하자 주민반

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기장군청에서 열린 릫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2013 기장군 채용박람회릮에 많은 구직자들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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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

는 기장군 의회 정종복 의원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기장군

의 열악한 의료수준을 설명하며 정관면이 명실 공히 신도

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은 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근 해운대구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건강하고 풍

요로운 삶의 질 향상은 누구나 동일하게 추구할 권리임

에도 기장군민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

고 했다.

정 의원은 릲위급한 환자의 적기 치료로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릫행복지수릮를 높

이기 위해서는 기장군과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종합병원

유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릳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릲지금 기장군이 도시철도 유치와 야구명예의

전당,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자는 것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논리를 우선시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릳며 릲그러한 환경 요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은 릫의료서비스의 공급

역량릮을 갖추는 것릳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릲현대사회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평균수

명과 건강수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야 한다.

질 높은 의료 혜택을 통해 건강수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릳며 릲그런데 기장군

은 전국 또는 부산시의 어느 시군구에 비해 의료혜택이

부족한 현실임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000

년 초반 기장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할 좋은 기회가 있었으

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지

나간 일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장군과 기장

군민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릳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 의원은 릲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

는 종합병원을 기장군에 유치해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릫행

복 지수릮를 높여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장군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

데 의료혜택의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릳고 말

했다.

구직굛구인난 해소를 위한 2013년 기장군 채용박람회가

군청 로비와 광장에서 6월 14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

서는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 행사를 축하하

고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가 마련되기를 기원했다.

의원 동정

기장군의회(의장 박홍복)는 6월 17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

한 가운데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회하였다. 금번 회기는 지난 1년간

군정 전반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

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장은 개원 3주년

을 맞이하는 6대 의회의 성과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남은 기간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복리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해 의회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자칫 감사

피로 누적으로 소홀해질 것을 경계하면

서 운영의 묘를 살려 군정전반에 대한 견

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역설했다.

6월 18일부터 6월 26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장군 산하 실굛과굛소

및 직속기관, 사업소, 기장군도시관리공

단 등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

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6월 27일과 2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 7월 1일에는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릫2012 회계연도 세입굛세

출 결산 승인안릮과 릫2012 회계연도 예비

비 지출 승인안릮을 예비 심사하고, 7월 2

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

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처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비

심사가 완료된 결산 및 예비비 관련 안건

을 종합적으로 심사굛처리한다.

이어서 7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제2

차, 3차 본회의를 개의, 주민생활과 직결

되는 행정사항 및 향후 우리군 발전에 대

한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을 실시, 그

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행정의 합목적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군

정의 효율성과 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예

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릫2012 회계연도 세입굛세출

결산 승인안릮, 릫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

출 승인안릮 등을 처리함으로써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릲기장군에종합병원을유치하자릳

기장군의회 원전 현장 점검실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 맞아 고리원전 안전대책 점검

기장군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위원

장 정종복)는 5월 29일, 고리원자력발전소

를 방문<사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원전특위 위원 6명을 비롯하여 기장군

의회 박홍복 의장, 집행기관의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현장 점검에

서 원전특위 위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

고 2주기를 맞아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

린 원전의 안전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불거진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공급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점

검을 진행했다.

초도 현황 설명에 나선 이영일 고리원

전 본부장은 정전사고, 납품 비리 등으로

실추된 고리원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를 회복하고, 원전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질의굛답변에 나선 위원들은 고리원전

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 대

해 공과 과를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눈높

이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전쟁이나 천재

지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들을 가정한 보다 강도 높은 차원의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또 원전비리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마

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원전산업 전체

에 만연한 비리 커넥션과 도덕적 해이, 그

리고 안전불감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

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이 미

진한데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어떠한 경

우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원전은 가동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기장군의정회(회장 이정택)가 주최하는 명사초청강연

회가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6월 17일 개최됐다. 강사로는

웃음치료사 창시자 한광일 박사가 초청됐으며, 기장군의

회에서는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강연회

개최를 축하했다.

지난 5월 28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전 안전

에 대한 전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극도로 커져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검증기관이 스스로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간

에 발생했던 금품수수, 중고부품, 가짜부품 납품 등과 같은 비리 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원전

안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중대 사건이다.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을 핑계로 안전문

제를 도외시 했던 정부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검증구조와 부품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릫원자력 마피아릮로 불리는 비리 커넥션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에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원전소재 지역

주민, 나아가 전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도록 전원의 뜻을 모

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 관련자는 사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국

고를 횡령한 범죄자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 이명박 정부 이후 은폐되었던 원전 부품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전

사업 전체에 만연한 총체적인 부정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민에게

공표하라.

3. 한수원에 독립된 부품 시험기관을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라.

4. 향후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전비

리 의혹 발생시 즉각적인 공론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라.

5. 원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원자로 가동 중단 시 그 기간만큼의 미발전량에 대해서도

원전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금번 사건으로 인한 미발전량분의 원전지원금 또한 2015년도에 차질 없이 지원하라.

6. 끊임없이 이어지는 원전 납품비리, 사건굛사고 은폐로 생기는 원전주변 지역 주민들의

릫원전비리 스트레스 증후군릮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의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무공수훈자회 기장군지회(지회장 문덕수)가 주최하는

제58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장안읍 기룡리 무공수훈자 전

공비 앞에서 6월 6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박홍복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공 동 성 명 서

경주시의회 의장 정 석 호 기장군의회 의장 박 홍 복 영광군의회 의장 나 승 만 울주군의회 의장 이 순 걸 울진군의회 의장 장 용 훈

2013. 6. 10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

회(회장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전라남도 영광군의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원전소재 지역이 안

고 있는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당면 현안

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우리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검증

기관이 스스로 자료를 위조하여 원전안

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심

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공동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해 사건관계자를 규탄,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만장일치

로 채택<사진>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는 정부와 원전안

전위원회, 그리고 한수원 등에 전달됐으

며, 향후 그 추이를 살펴가며 공동대응

하기로 협의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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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연 령 : 만2세 ~ 만7세

○ 모집인원 : 80명

▶ 읍굛면 만0세 ~ 만6세 인구비율로 배분, 모집 미달지역 인원은

초과 신청지역에 보충

□ 서비스 신청

○ 기 간 : 2013. 7. 8 ~ 7. 12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 선발방법 : 소득기준(보험료기준) 이하 가구 선착순으로 선발

□ 서비스 내용

○ 가 격 : 월 60,000원

(정부지원금 4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0개월

○ 제공기관 : 대상자 선정 시 통지서 참고하여 유선 연락

○ 서비스 세부내역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굛접수(읍굛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굛통지(군청) ⇒ 바우

처카드 발급(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지정된 제공기관과 계

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수준

※ 6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0만7천원 증가

복지지원실(709-4316), 기장읍(709-5141), 장안읍(709-5177),

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247), 철마면(709-5274)

□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연 령 : 만7세 ~ 만12세

○ 모집인원 : 50명

▶ 읍굛면 만7세 ~ 만12세 인구비율로 배분, 모집 미달지역 인원은

초과 신청지역에 보충

□ 서비스 신청

○ 신 청 : 2013. 7. 8 ~ 7. 12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 선발방법 :①우선순위자우선선발(수급자>차상위 뢿 한부모 뢿 장

애인가구) ②소득기준(보험료기준) 이하 가구 선착순으로 선발

□ 서비스 내용

○ 가 격 : 월 140,000원

▶ 기초수급자 : 정부지원금 12만6천원, 본인부담금 1만4천원

▶ 차상위 ~ 50％ 이하 : 정부지원금 11만2천원,

본인부담금 2만8천원

▶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지원금 9만8천원,

본인부담금 4만2천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6개월

○ 제공기관 : 대상자 선정 시 통지서 참고하여 유선 연락

○ 서비스 세부내역

※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굛접수(읍굛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굛통지(군청) ⇒ 바우

처카드 발급(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정된 제공기관과 계

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복지지원실 (709-4316), 기장읍(709-5141), 장안읍(709-5177),

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247), 철마면(709-5274)

□ 서비스 대상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 연 령 : 만0세 ~ 만6세

○ 모집인원 : 13명

▶ 읍굛면 만0세~만6세 인구비율로 배분, 모집 미달지역 인원은

초과 신청지역에 보충

□ 서비스 신청

○ 신 청 : 2013. 7. 8 ~ 7. 12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 선발방법 : ①우선순위자 우선선발(수급자>한부모 뢿 차상위 )

②소득기준(보험료기준) 이하 가구 선착순으로 선발

□ 서비스 내용

○ 가 격 : 월 120,000원

(정부지원금 90,000원 / 본인부담금 3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6개월

○ 제공기관 : 대상자 선정 시 통지서 참고하여 유선 연락

○ 서비스 세부내역

※ 제공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절차

○ 신청굛접수(읍굛면사무소) ⇒ 대상자 선정굛통지(군청) ⇒ 바우

처카드 발급(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정된 제공기관과 계

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

복지지원실 (709-4316), 기장읍(709-5141), 장안읍(709-5177),

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247), 철마면(709-5274)

○ 심뇌혈관질환이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

중(뇌내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

질혈증(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질환을 총칭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기장군보건소(709-4825)

□ 원인 병원체는 무엇인가?

- 가장 흔한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 또는 기타 다른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발병한다.

□ 어떻게 감염되는가?

- 수족구병은 중등도의 감염을 가지며, 코와 목의 분비물, 침, 그

리고 물집의 진물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직접접촉을 통

해 사람 간 전파 가능하며 발병 1주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강

하다.

□ 언제 어디서 발생되는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여름과 가을철에 흔하게 발

생하며, 일반적으로 동일시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발생이 증

가한다.

□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 수족구병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흔한 질병으로 발열, 발진,

구강 내 물집 등을 동반한다.

- 열이 나기 시작한 1~2일 후, 구강 내 통증성 물집이 발생하는

데, 이들은 작고 붉은 반점으로 시작하여 물집이 되고 종종 궤

양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혀, 잇몸, 뺨의 안쪽에 위

치한다.

□ 어떻게 예방 하는가?

-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특히, 출산 직후

의 산모와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등 근무자들의 감염에 각별

히 주의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기장군보건소(709-4814)

제 213 호

2013년 7월 1일 (월요일)

고령화의

가장무서운적

릫폐렴릮

의학칼럼

기장병원 내과 과장

원종진

고령화, 100세 장수 시대의 최대 복병으로 폐렴이 떠오

르고 있다. 지난해 병굛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가장 흔

한 질병은 폐렴이었다. 2010년 22만1천명에서 2011년 27

만5천명으로 1년 새 무려 24％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 처음으로 폐렴으로 인한 입원환자가 30만명을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된다. 폐렴 사망률도 연평균 15％씩 늘고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릫폐렴 비상사태릮라 할 정도로 폐렴

이 해마다 급속히 느는 것이다. 특히 1년 중 이맘때인 환

절기에 가장 생기기 쉬운 질병이 폐렴이어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최근 환절기에 기장병원 내과에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

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

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

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발열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통해서 의심할

수 있고, 가슴 방사선 촬영을 통해 폐의 변화를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확인하는 것은 쉽

지는 않지만 가래를 받아서 원인균을 배양하거나, 혈액배

양검사, 소변항원검사 등을 통해서 원인균을 진단할 수도

있다

폐렴을 의심해야 하는 징후는 △기침이 2주 이상 계속

된다. △가래증상이 점점 나빠진다. △숨쉬기가 어렵고 숨

이 막힌다. △자다가 숨이 막힐 것 같이 잠을 깬다. △가슴

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진다. △숨쉴 때 릲쌕쌕릳하는 소리

가 들린다. △숨쉴 때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린다.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병이 폐렴

이다. 폐렴은 노년기 가장 흔한 직접적 사망 원인이다. 50

세 전후 폐렴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10만명 기준으

로 3.2명이지만, 75세 이상에서는 317명이다. 100배가량

높다. 2010년 암 사망률이 143명인 것과 비교하면 고령자

에서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폐렴인 셈이다.

폐렴 예방하려면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

방을 위한 백신이 있다.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폐렴을 완

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폐렴 구균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다.

나이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폐렴 발병 위험

이 커지며 50세 이상부터 폐렴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65

세 이상과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

폐렴 발생 고위험 그룹은 △천식굛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 △알코올 중독자 또는 장기간 흡연자 △간경

화, 만성 신부전증, 심근경색증 등 만성 질환자 △면역력

이 떨어지는 암환자 등이다.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굛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3. 7. 1 ~ 7. 31

▶ 납 부 방 법

- 사업장관할 구굛군청 세무과에 신고 후 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세무과(709-4154)

7월은주민세재산분신고굛납부의달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

류별로아래와같이부과굛고지됩니다.

- 7월 :주택분(연세액의 1/2), 건축물분, 선박굛항공기

- 9월 :주택분(연세액의 1/2),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 등의 세 부담 상한 및 주상복합건물 고지

안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작년세액의 100/105 초과불가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작년세액의 100/

110 초과불가

-주택공시가격 6억원초과 :작년세액의 100/130 초과불가

□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가 7월과 9월에 각

각 2매고지

- 7월 :주택1매, 건물1매, 9월 :주택1매, 토지1매

□납부기간 : 2013. 7. 16 ~ 7. 31(7월분재산세)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

CD/ATM기로납부

-인터넷납부 :Cyber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

스(wetax.go.kr)

▶납부시간 : 07:00 ~ 22:00 (365일연중무휴)

- 신용카드 :모든신용카드납부가능

- ARS굛무인수납기(장애우겸용) : 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카드가능

□전자고지굛자동이체신청과납부시부여혜택

- 전자고지굛자동이체 신청(납기 전월까지) 후 납부 : 건당

500원세액공제

▶자동이체만신청 : 150원세액공제

- Cyber지방세청에서전자고지신청후납부 : 건당 360원

마일리지적립

세무과(709-419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릫 릮

계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80 32 3 4 38 3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동화구연 : 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 행연,
악연 서비스 제공

주 1회(50분)

동화구연 연극 :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
자 동화 등 연극관람 및 참여(아동참여형)

분기 1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천원) 1,493 2,770 4,109 4,736 4,843

(직장)건강보험료(원)
(지역)건강보험료(원)
(혼합)건강보험료(원)

44,175
28,318
44,232

82,065
87,779
82,819

121,266
140,899
123,155

139,628
160,012
142,055

144,414
164,716
146,708

계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50 24 3 2 19 2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자기주도 학습 코칭 월 3회(회당 120분)

사회, 과학, 문화, 직업체험 및 견학 월 1회(회당 480분)

부가 서비스 1박2일 비전캠프 (국립박물관, 대학교 등 견학) 6개월 1회(36시간)

계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13 5 1 1 5 1

연령별 프로그램 주요서비스

8개월 ~ 36개월
신체굛감각 놀이, 촉각 놀이, 탐구굛인지 놀이, 표현 놀이, 리듬 놀이생활

놀이, 오감 수학 놀이, 베이비 마사지, 오감 자극 미술 놀이

만 3세
감각 구성 놀이, 언어 놀이, 표현 놀이, 악기 놀이, 색채 미술놀이,

자연물 체험 놀이, 생활 놀이, 오감 수학 놀이

만 4세
감성 음악 놀이, 생각하는 미술 놀이, 과학 놀이(레고)동화 표현놀이,

감각 조작 놀이, 표현 언어 놀이, 논리 수학 놀이

만 5, 6세
창의 수학 놀이(가베), 사고력 게임, 동작 놀이, 문화 체험 놀이, 탐구

인지 놀이, 동화 요리놀이, 명화 감상, 상상 미술놀이 평가, 심사

8월 군민 정보화 교육

1. 교육일정(2013.8.26 ~ 9.13)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3.7.1(월) 09:00 ~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20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 (709-4305)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자격증(파워포인트)
8. 26 ~ 9.13(15일간)

10:00 ~ 12:00
30명 월~금(30시간)

뢾예방수칙뢿

○ 배변 후 또는 식사 전굛후에 손씻기

○ 기저귀 갈아줄 때마다 손씻기

○ 끓인 물 마시기

○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후 양치질 및 손씻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기

서비스지역
개업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無辯村)

운영방식
읍굛면굛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

위촉, 법률적 고충

상담

1마을 1변호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미들도 전화, 팩스, 이

메일 등을 이용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요서비스
●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 등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 제공

●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

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

●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 및 상담 진행

서비스이용시

유의사항
●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음

● 서비스 이용은 무료

서비스이용방법
● 읍굛면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 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읍굛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하여 마을변호사

에게 송부할 경우 보다 효율적 상담 가능

○ 안전행정부에서는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마을변

호사 제도를 도입굛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

이 쉽게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 고충을 해결하는데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이 선정되어 5개 읍굛면 17명의 마을변호사

가 위촉되었습니다.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총무과(709-4112), 기장읍(709-5114), 일광면(709-5214)

장안읍(709-5172), 정관면(709-5241), 철마면(709-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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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다양한 여름방학 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하고 있는 기장생활체육센터, 기장군국민

체육센터,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청

소년을 위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기장생활체육센터와 기장군국민체육센

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체력저하와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체중, 체력관리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있다.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

읍 차성서로 소재)에서는 7월 23일부터 8

월 22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개 수영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국민체육센터(일광면 원리

소재)에서는 수영프로그램과 함께 헬스프

로그램, 리듬태권도, 키즈요가, 농구강좌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키 성장에 가장 효과적

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수영, 농구, 요가

와 함께 음악과 태권도를 접목시킨 리듬태

권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헬스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소년

의 여가시간을 책임질 계획이다.

한편,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름방

학특별 문화체험투어를 진행한다. 초등학

교 4학년에서 중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

으로 릲살아있네굩 과학체험릳, 릲백제시대를 찾

아서릳 등 문화체험을 통한 과학굛역사 현장

학습을 진행한다. 또한, 관내 초등생을 대

상으로 중국어, 일본어, 북아트 및 방학 숙

제반 등 6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학습 참가비는 9만원에서 11만원, 프

로그램 수강료는 반별로 1만5천원에서 4만

5천원까지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기장군도시관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gijangcmc.or.

kr) 또는 웹 통합 예약시스템(http://lims.

gijangc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관리공단관계자는앞으로도관내어

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운영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

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릫우리마을알기릮체험행사진행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를 방문한 사할린동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사할린동포

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산

환경공단 정관사업소와 연계하여 릫우리마

을알기릮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6월 13일 정관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

린영주귀국자 25명이 기장군 정관면 산단

로에 소재한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를

방문하여 시설물견학과 더불어 홍보동영

상을 관람했다.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사할

린동포들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소정의 기

념품도 전달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릲이번 사할린동포 릫우

리마을알기릮체험행사를 통해 관내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

다릳며 릲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관

내 사할린동포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단체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지역 아동굛청소년 위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 개설 다문화 가족

사전취업교육 실시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5일 동

안 취업집단상담 및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취업집단상담은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와 연계하여 이미지메이킹, 성격유형에 따

른 직무분석, 사회와의 올바른 소통열기, 직

업마인드고취 등의 주제로 5일 동안 4시간

씩 진행됐다. 특히 취업자조모임(JOB고굩)

은 친절한 마인드교육, 면접 make-up교육

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통해

면접을 준비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매달 실시하

는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부산

프리미엄아울렛에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

를 파악하고 행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사전

에 준비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실질적

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됐으며, 채용박람회가 기장군청에서 개최

되어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참여 소감을 전

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릫쉘위댄스릮팀우정상수상

노인복지관당구교실포켓볼팀

릫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부문릮 3위 입상

지난 5월 23일부터 경상북도 안동에

서 개최된 릫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당구대회릮에 노인복지관 당구교실 어

르신들<사진>이 출전하여 포켓부분에

서 당당히 전국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릫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릮은 생활

체육인들의 최대 이벤트로 알려진 대

회로 경상북도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주

최하고 경상북도생활체육회와 국민생

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주관하여 선수와 임원, 시민

등 6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개 부문

54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평소 긴 큐대를 잡고 멋진 폼으로 당

구장을 누비던 어르신들의 실력을 전

국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

으로 건강도 다지고 실력을 키워 다음

대회에서는 우승의 기쁨을 맛볼 수 있

기를 기대해 본다.

어르신들의 댄스스포츠대회인 제6회

토토시니어 페스티벌 부산지역 예선전<

사진>이 5월 30일 부산광역시노인종합

복지관 대강당에서 9개 노인복지관 소

속 만 60세 이상 댄스스포츠 선수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기장군노인

복지관 스포츠 댄스반 릫쉘위댄스릮팀 어

르신들은 참가팀 중 고령임에도 불구하

고 릫Oyeme릮음악에 맞춰 왈츠 및 룸바 등

의 라틴댄스를 선보였고 젊은이 못지않

은 열정을 뽐내며 우정상을 수상했다.

이 날 경연대회는 경쾌한 댄스 음악

에서부터 느린 템포의 잔잔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차차차, 살사, 자이브, 룸바, 왈

츠 등 그 동안노인복지관 댄스프로그

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댄스

스포츠 실력을 뽐내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릫토토시니어 페스티벌릮은 점점 가속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

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새로운 실버문화 창

출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는 페스티벌 참여를 통

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www.sportstoto.co.kr)와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릫토토시니어 페스티벌릮의 본선 무대는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팀이 9월 서울

에서 경연을 펼친다.

운영시간 강좌명 운영일 구분 정원 분반 대상 이용요금

09:00~09:50 오전방특1 화 ~ 토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30,000

10:00~10:50 오전방특2 화 ~ 토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30,000

11:00~11:50 오전방특3 화 ~ 금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25,000

14:30~15:20 오후방특1 화 ~ 금 강습수영 15 1 초등4~6학년 25,000

16:00~16:50 오후방특2 화 ~ 토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30,000

17:30~18:20 저녁방특1 화 ~ 토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30,000

18:30~19:20
저녁방특2 화 ~ 금 강습수영 15 1 초등1~3학년 25,000

저녁방특3 화 ~ 금 강습수영 15 1 초등4~6학년 25,000

운영시간 강좌명 운영일 장소 정원 이용 대상 이용요금

12:00~17:00 헬스 화 ~ 일 체력단련실 30 일1회
중,고등학생 22,000

대학생 30,000

운영시간 강좌명 운영일 장소 정원 대상 이용요금

10:00~10:50 리권(리듬태권도) 화 , 목 다목적실 15 초등학생 25,000

11:00~11:50 리권(리듬태권도) 화 , 목 다목적실 15 초등학생 25,000

12:00~12:50 키즈요가 화 ~ 금 GX룸 15 초등학생 35,000

운영시간 강좌명 운영일 장소 정원 대상 이용요금

16:00~16:00 농구 화 ,수, 목 체육관 16 초등4 ~ 6학년 30,000

17:30~18:20 농구 화 ,수, 목 체육관 16 초등4 ~ 6학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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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서비스 지원 안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일정 장 소 대상 회비

살아있네굩 과학체험
(1회)

7.20~7.21 - 과천 과학박물관 초등4년∼6년 110,000원

살아있네굩 과학체험
(2회)

8.17~8.18 -과천 과학박물관 초등4년∼6년 110,000원

백제시대를 찾아서 7.27~7.28
-공주, 부여(무령왕릉, 국립공
주박물관, 부소산성, 국립부여
박물관, 능산리, 궁남지)

초등4년∼중등 90,000원

조선왕실 고궁 및 수원
화성을 찾아서

8.10~08.11
-서울,수원(창덕궁, 종묘, 경
복궁, 국립민속박물관,숭례문,
수원화성등)

초등4년∼중등 110,000원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수강료

니하오 중국어교실 월,수,금 09:30∼10:20 초등생 45,000원

왕초보 일본어교실 화,목 09:30∼10:20 초등생 30,000원

한자자격증반 월,수,금 10:30∼11:20 초등생 45,000원

북아트 화 10:30∼11:20 초등생 15,000원

방학숙제반 목 10:30∼11:20 초등생 15,000원

연예인댄스 따라잡기1 화,목 09:30∼10:20 초등생 30,000원

연예인댄스 따라잡기2 화,목 10:30∼11:20 초등생 30,000원

프로그램명 일정 대상 수강료

직장인 중국어교실 월, 수 19:00∼20:00 성인 월 30,000원

직장인 일본어교실 화, 금 19:00∼20:00 성인 월 30,000원

○ 개설강좌 : 13개 강좌(강습수영 8개 강좌, 생활체육 3개 강

좌, 체육관 2개 강좌)

○ 운영대상 : 관내 청소년(초,중,고)

○ 모집기간 : 2013.7.9(화) ~ 7.18(목)까지(10일간)

○ 운영기간 : 2013.7.23(화) ~ 8.18(일)까지

○ 운영계획표

♣ 수영장 ♣

♣ 헬스 프로그램 ♣

♣ 생활체육 프로그램 ♣

♣ 체육관 프로그램 ♣

기장군국민체육센터(727-8610∼2)

○ 강습기간 : 2013.7.23~8.22(1개월간)

○ 참가정원 :관내 청소년 168명(강습별 대상연령 확인 후 신청)

○ 모집기간 : 2013.6.20~7.19(1개월간 신청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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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721-9536∼8)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수교육 대상

자녀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며, 자

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지원대상 : 유치원 ~ 고3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굛평가를 걸쳐 학교의

통보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한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 월 110,000원

기장종합사회복지관(723-0415~7)

1. 사 업 명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2. 기 간 : 2013년 5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3.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

4. 대상자선정기준

○ 소 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

금수급자

○ 연 령 : 만 65세 이상

○ 우선순위 : ① 의료급여 연계자(만 55세이상) ② 기초생활수

급자 ③ 차상위

※ 중복이용불가 : 기존 노인 건강생활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실버해양체험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5. 서비스가격 : 본인부담금 10,000원(수급자 5,000원)

6. 서비스내용

○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기본)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 강화,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건강 및 영양교육

○ 건강상태점검: 체성분검사와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7. 서비스시간 : 주3회 / 월12회 (회당90분)

○ A반 : 매주 수,금,토 14시45분~16시 15분

○ B반 : 매주 화,목,토 14시45분~16시 15분

8. 서비스이용절차 : ① 해당 읍/면사무소에 서비스 이용 신청

②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바우처카드 발급 ③ 본 복지관에서

서비스이용

기장군 노인복지관(724-3443)

♣ 여름방학특강 문화체험투어 (토,일 1박2일) ♣

♣ 여름방학특강 프로그램 ♣

▶ 운영기간 : 7/23(화)∼8/16(금)

♣ 직장인 야간 외국어 교실 프로그램 ♣

※ 복지관 운영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

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723-0415~6)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여름방학특강 회원 모집 기장생활체육센터 여름방학특강 회원 모집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이용안내

외국인근로자

릫희망 나누기릮 사업

기장군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342명으로

정관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263

명, 장안읍이 60명, 일광면 14명, 기장읍 4

명이다. 기장군 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유입이 계속

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기장종합사

회복지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상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 안정적인 한국생활 적응, 사회

통합 및 공동체 멤버십 강화를 목표로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한글교육, 물리치료 서비스,

영화관람, 외국인근로자 페스티벌, 우리지

역 알기, 한국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외국인 근로자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한글교실에서는 한국어 학습을 지원

하며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연 4회 전기

치료 등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한 차성아트홀 영화관람, 우리지역 명소

투어 및 문화예절학교와 연계한 한국예절

체험 활동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담당자는 릲본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도와 사회활동을 활성화 하고 나

아가 최소한의 복지를 통해 외국인 근로

자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고자 한다릳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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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존재는스스로

온전하고완벽하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알렉상드르 졸리앙 / 성귀수 옮김 /

책읽는수요일

십여 년 전에 발간된 릫오체불만족릮

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는가. 주인공이

자 저자인 오토다케의 자전적 이야기

다. 상세한 내용들은 기억이 나질 않

지만 팔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세상

에 태어난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내

용이다. 티브이에서 만난 그는 이야기

하는 도중 내내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

지 않았던 유쾌한 모습으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다. 당시 20대중반이

었던 밝고 풋풋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서 그저 대단하다고 감탄만 하던 기억

도 또렷하다. 나와는 너무도 다른 모

습으로 일반학교를 다닐 만큼 강한 의

지와 용기를 지닌 그를 보면서 그저

대단하다고만 여겼다.

그리고 엊그제 릫마음 치유릮를 내세

운 티브이 방송에서 호주에서 날아 온

닉 부이치치를 만났다. 해표지증(海豹

肢症)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희귀증상

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외모는 오토다

케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사지

(四肢) 가운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바다표범의 손을 닮은 아주 짧은 다리

에 붙어있는 왼쪽 발 하나 뿐이었다.

그나마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것을

아주 어릴 때 수술을 받고 겨우 엄지

발가락 정도가 분리되어 그 사이에 연

필을 끼울 수 있다고 한다. 6살에 글씨

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의지력으로

그도 일반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글씨

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영도 하

고 축구도 한다고 한다.

여자 친구가 들려준 자존에 대한 말

을 듣고는 바지도 혼자서 입는다고 했

다. 혼자서 바지를 입기 위해서는 1시

간 30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

힘듦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다. 하지

만 그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환

한 웃음을 얼굴 가득 띤 채 열정적으

로 이야기했다. 신체의 남다름에 대한

고민이나 고통은 찾아 볼 수가 없었

다. 그의 부모들조차 아들이 다른 사

람들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

난 것을 인정하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

터 자신의 몸이 남과 다름을 인정했던

듯 주저앉지 않고 꾸준한 도전으로 말

미암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작고 앙증맞게 생긴 왼쪽 발 하나로

온몸을 꼿꼿이 세운 채로 말이다.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지

가 그에게는 본래부터 없었다. 그에게

사지란 작은 왼발 하나가 전부다. 본

래부터 그에게 없었던 것은 부족함이

나 불완전이 될 수가 없다. 그저 그 상

태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장애는 스

스로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의 비교에

서 온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작

은 일 하나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는 스스로 아무런 문

제도 없는 성공한 강연가가 되어있다.

이 책을 쓴 알렉상드르 졸리앙은 아

직 마흔이 채 안된 프랑스의 철학자

다. 태어 날 때 목에 탯줄을 감고 나와

그 후유증으로 뇌성마비를 가지게 되

었다고 한다. 그것도 아주 중증인 듯

하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책의

여기저기서 언뜻언뜻 그런 내용이 비

친다. 요구르트 병뚜껑을 혼자서 따지

못하는 정도라고 하니 생활의 다른 부

분이 가져다주는 간난(艱難)함이야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단호하게 끊어버린 그에게 그

것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 오히

려 그에게 있어 뇌성마비는 느린 동작

과 힘든 몸짓을 가져다주어 그가 내면

으로 탐구해 들어갈 수가 있어 뭇사람

들의 영혼을 울리는 철학자로 성장하

는데 멋진 역할을 해 주었을 것이다.

세상사람 모두가 가진 것이 혼자만 없

다면 그것을 결핍이라고 할 수도 있겠

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비교를 떠나버

리면 그 결핍은 사라지고 만다. 비교

가 사라진 곳에서 모든 존재는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하다. 모든 사람은 그렇

게 완전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박태만(서예가)

부산 해마루학교 전경

부산해마루학교(교장 박춘배 굛 이하 해

마루학교)가 올해 3월 정관에서 개교했다.

기장군 정관면 모전로에 위치한 해마루학

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미

래 직업인을 양성하는 농굛생명 직업교육

중점 학교이다.

현재 중학교 8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전공과 3학급으로 총 23학급을 편성굛운영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중학교 3년, 고등학

교 3년, 전공과 1년으로 총 7년의 교육과

정을 거친 뒤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해마루학교는 학생의 장애 정도,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을 통해 릫지

역사회로 나아가는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사회인 육성릮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릲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예절이 바르며 자

신을 스스로 가꾸는 학생으로 키우고자

한다릳는 박 교장은 릲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농업굛생명 관련 재배 실습과 생애 주기에

적합한 교육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개선

하여 사회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릳고 말

한다.

농굛생명 직업교육 중심 교육과정에 적

합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마루학교

는 그 어느 곳보다 교육 환경만큼은 최고

라 자부한다. 특수학교 최초로 교내에 식

물공장을 운영하며 그 규모는 100평씩 2곳

이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실습으로 엽채

류를 수경재배하며 무공해 농작물을 생산

하여 판매까지 한다. 이뿐 아니라 학교 옆

에 4천 평 규모의 농업실습지를 확보하여

내년 가을쯤부터는 농작물 심기가 가능하

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회에 적응

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

을 더 중시하는 해마루학교에는 생활훈련

실이 있다. 이곳은 화장실, 싱크대, 장롱

등을 갖춘 보통의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상생활훈련을

받는다.

또한 친환경전시실에는 학교에서 생산

한 농산물과 농업관련 기자재 등을 전시하

고 다양한 부분의 친환경관련 전시를 꾸준

히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과제빵실, 직

업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심리안정실 등

질 높은 수준의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

다.

해마루학교는 직업교육으로 릫청소 봉사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하기릮, 직업기

능교육으로 릫팜동아리 운영으로 친환경농

산물 및 식품가공품 생산릮, 진로취업교육

으로 릫해마루 장터 운영으로 행복 JOB GO

굩릮 라는 특색 교육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

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

식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자신감을 향

상시키고 도시농업 박람회 참가와 해마루

장터 운영 등으로 장애학생의 직업 능력을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박 교장은 릲교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

산물을 기장군 친환경급식센터와 MOU를

체결해 판매할 계획이며 전공과에서 만든

제과제빵, 각종 농산물굛가공품을 자체적

으로 판매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학

교기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부산지역 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 허브

역할을 할 해마루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껏 배우고 소질을 발달시켜 지역사회 발전

의 자랑스러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

다.

부산해마루학교사랑의문을활짝열다
지난 3월 정관서 개교…장애인 자립위해 힘쓸 터

부산장안고 학생들이 JSF에 참여하고 있다.

예상 보다 일찍 와 버린 무더위에도 굴

하지 않고 부산장안고등학교에서는 학생

들이 옹기종기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바쁘다. 바로 오는 7월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 될 JSF(Jangan

Science Festival)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JSF는 2010년에 처음 출발해 올해로 벌써

4회째를 맞이하는 장안고등학교의 특별한

과학축제이다.

JSF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과학현

상을 다양한 실험과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 JSF에 참가한 지역

민들의 탐구력과 창의성까지 함양하고 과

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고취하는 취

지로 진행되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런

JSF를 개최하기위해 전교생이 빠짐없이

준비한다는 사실이다. 갓 들어온 1학년,

조금은 듬직한 2학년 3학년 모두가 뭐라

할 것 없이 열정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모습은 부산장안고등학교에서 JSF가 얼

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JSF를 준비하면서 선

후배간의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2학

년 학생회가 운영진이 되고 2학년 선배들

의 1학년 후배들을 위한 과학봉사활동으

로 JSF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수많

은 노력으로 인해 학생들과 지역민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줄만 아니

라 이를 통해 학교를 홍보 할 수도 있고

지역주민과 인근학교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과학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

JSF속 주요 프로그램에는 2학년들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인

문을 주제로 개설한 20여개의 부스가 있

다. 물론 여러 개의 부스들은 흥미로움이

가득한 주제들과 다양한 체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또 장안고만의 특별한 패션

쇼까지 감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2개의

경연대회와 릫에코릮를 주제로 한 1학년들의

협력과제 발표가 있다.

JSF가 특별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JSF는 우리 부산장안고등학교의 학생들

끼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일본의 죠난

고등학교, 아하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참

여한다. 이제 JSF는 더 이상 부산장안고

등학교만의 축제가 아닌 국제화된 과학축

제로 거듭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부산장안고등학교에서 진행될 JSF의

많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기장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부산장안고 1학년 박건희 이유경 명예기자

학생들이만드는국제축제JSF

부산장안고등학교 7월 26일~27일

맞춤형 보육의 첫 걸음

일시보육 시범사업

□일시보육이란?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정 및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시

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

는 보육서비스

□일시보육이용안내

○ 제공기간 : 2013년 7월초~12월말

○ 이용대상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

○ 이용금액 : 시간당 4천원

(2천원은 정부지원, 2천원은 본인부담)

※ 정부지원은 아동 1인당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되며, 초과

하여 이용할 이용한 일시보육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

○ 이용시간 : 1일 4시간, 월 40시간 이내

○ 기장군 일시보육 시범사업 제공 : 정관3어린이집

○ 결제방법 : 아이사랑카드로 이용 시마다 결제

(※아이사랑카드 발급 필수)

○ 이용방법 :사전예약(온라인 신청 및 전화신청)또는 긴급

신청(전화신청)

※ 예약은 이용일 1일전까지 사전예약 가능하며, 긴급신청

의 경우 1661-9361로 전화신청

※ 예약취소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

됩니다.

※ 아이사랑보육포털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일

시보육 아동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재양성과(7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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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When I was an element school

student, I went to Busan. ②It was a

first trip with family. ③At that time,

the weather was sunny. ④Therefore,

we decided to go haeundae beach. ⑤

There were a lot of people from every

countries. ⑥Because haeundae beach

is famous place in Busan. So, I easy

could find foreigners. ⑦We played

beach bally ball game. ⑧And we was

swimming with tube. ⑨It was very ex-

citing. ⑩we ate banana, orange juice

and chicken. ⑪It was very delicious.

⑫The tripwas a goodmemory for me.

영어 에세이, 일기 등을 A4 10줄 내외 분량으로 자유

롭게 작성하셔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원문 첨삭하

여 릮기장사람들릫에게재해드립니다.

□ 보내실곳 : 주소)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

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실

E-mail) skyoranges@korea.kr

(수정)

①When I was an element school student, I

went to Busan.

I went to Busan when I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영작의 기초, 최대한 문장을 릫주어+동사릮로

시작하자. 우리말은 릫~였을 때릮, 릫~이기 때문

에릮, 릫~이지만릫이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영

어를 쓸 때도 when, because, but으로 문장을

시작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가 많은데 이를 벗

어나는 게 좋다.

②It was a first tripwith family.

It was my first tripwith family.

③At that time, theweather was sunny.

Theweather was sunny.

At that time은 약간 무겁다. 과거가 명확하

므로 과감히 생략.

④Therefore, we decided to go haeundae

beach.

So we wanted to go to the Haeundae

Beach.

Therefore 보다는 일기체에 적당한 So가 어

울린다. 위에서 말한 팁과 마찬가지로 일기가

아닌 형식을 갖춘 글에서는 So로 문장을 시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운대 해변은

Haeundae Beach라는 고유명사가 존재한다.

지명 등의 고유명사는 인터넷에서 정확히 조사

하여 써야 한다.

⑤There were a lot of people from every

countries.

There were a lot of people from many dif-

ferent countries in the beach.

해운대바닷가에아무리사람이많아도전세

계 모든 국가의 사람이 왔다고 하기엔 무리수.

릫There + be동사릮는 릫있다릮라는 뜻만 있는 경우

가 많으므로 장소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 주

는 게 좋다. 약간 강조를 하자면 릫It seemed

that people came from every country in the

world.릮라고 해도 좋을 듯.

⑥Because haeundae beach is famous place

in Busan. So, I easy could find foreigners.

I could see so many foreigners there be-

cause the Haeundae Beach is a very popular

tourist attraction.

문장 두개를 하나로 묶자. tourist attraction

은 유명관광지라는 뜻. 여기서도 역시 because

로 문장을 시작하지 말자.

⑦We played beach bally ball game.

We played beach volleyball.

비치발리볼의 철자가 틀렸다. game은 안 써

도 무방.

⑧Andwewas swimming with tube.

We hadmuch fun swimming with tube.

we다음에was가 올 수 없다. 진행형도 어색

하다.

⑨It was very exciting.

나쁘지 않다. It was a lot of fun도 추천.

⑩we ate banana, orange juice and chicken.

We had bananas, orange juice and a fried

chicken.

ate chicken으로는 우리가 흔히 먹는 치킨의

느낌이 없다. 아마 튀김을 먹었겠지. 혹시 반

반?그건 나도 어렵군.

⑪It was very delicious.

I really liked it.

맛있게 먹었다는 표현은 이게 가장 무난하다.

⑫The tripwas a goodmemory for me.

나쁘지 않은 문장이다.

영어첨삭자:이성득

(부산시 국제협력과 국제회의통역사)

릫 릮

기장군에는 16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의 읍굛면,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있

죠. 이번 호에서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인재양성과에는 교육기획팀, 평생교육팀,

보육청소년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를 목표로 교육기획팀에서는 교육특성화도시

를 조성하고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관

내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또한 방과후 및 특성화 학교 운영비와 다목적

강당 증축사업,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학교운영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에도

기여하고 있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거점영어

센터 운영, 기장가족 영어체험 축제, 꿈나무

영어캠프, 얼마 전 열린 기장가족과학체험축

제 등 다양한 체험과 축제를 마련하여 학생들

의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를 위해 힘쓰고 있어

요. 우리군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 및 학력신장

에 기여코자 관내 중학교에 대학생 멘토를 지

원하고 있기도 해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꿈나무 영어캠프를 운

영하고도 있죠.

군민의 평생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며 평생교육팀에서는 기장군민대학과 기

장군민어학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수한 전

문가와 질 높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인문소양

을 함양시키고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하고 있죠. 또한 전문서적과 디지털자료 등을

갖춘 디지털교육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직원과

군민 모두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자질과 군정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평생학습의 장으

로 활용하고도 있답니다.

발전적 사고력과 진취력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육청소년팀에

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기장-무주간 청소년

교류수련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영유아, 아동의 복지를

위해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사업

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도 인재양성과는 생활 속의 실천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답니다.

제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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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는 수박 주스를 만들어 팔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습

니다. 민수가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돈을 빌

려 쓸 기간과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는 조건을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민수가

제시한 조건을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

줄 것인지를 결정하겠지요? 민수는 친구들에게

3개월 동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빌려 준돈의

1％를 주겠다는 조건을제시하였습니다.그랬더

니, 이번에는 친구들이 종이에 이러한 조건을

적고 빌려 준 돈의 금액도 함께 적어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수는 증서를 만들어서 친구

들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친구와의 약속을 분명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

원이 적혀 있는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총 여섯

장을 만들었는데 이유는 민수가 6만원만 필요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2만원을 빌려 준 친

구에게는 증서를 두 장 주고 만원을 빌려 준 친

구에게는 증서를 한 장 주었지요. 이러한 증서

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앗굩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민수에게 만원을

빌려 준 풀잎이가 3개월이 되기도 전에 돈을 꼭

쓸 곳이 있다면서 돌려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

지만 풀잎이는 민수에게 3개월 동안 돈을 빌려

주겠다고 이미 증서로 약속을 하였고 반드시 지

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풀잎이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

을까요? 풀잎이는 증서를 다른 친구에게 팔 수

있답니다. 민수가 만든 증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증서를 만든 사람만 적혀 있고 받는 사람의 이

름은 적혀 있지 않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풀잎

이는 이 증서를 친구에게 팔고 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채권은 이처럼 회사에서만 발행하는 것이 아

니라 은행에서도 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국가

에서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철도를

건설하는 데 10억원의 돈이 필요하면 채권을 발

행해서 국민에게 주고 필요한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는 철도를 운영하여 번 돈으

로 국민이 빌려 준 돈을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사람들은 왜 채권에 투자를 할까요?

채권과 은행의 정기 예금은 돈을 맡기는 기간과

이자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똑같습니

다. 그러나 채권은 돈을 받기로 약속한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여윳돈이

생기면 발행된 지 2~3년이 지난 채권을 다른 사

람으로부터 살 수도 있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채권 가격

이 쌀 때 구입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팔아서 이

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사)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http://fq.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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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의 이해와 대비전략 ⑬

전창민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전문위원

장안제일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수험생들의 질문 중에 교차지원에 관한 것이

많은데, 즉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로 또는 자연

계열에서 인문계열로 지원 가능 여부이다. 흔히

문과 학생은 반드시 문과를, 이과학생은 반드시

이과를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

우가있는데꼭그런것은아니다.하지만학생부

교과목이나 수능 영역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

놓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응시한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2014학년도에는

각영역별로A형또는B형을지정해놓았거나A

형 또는B형 둘 다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국어, 영어, 수학의 B형

선택 시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에 가

산점 또는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할

때 유굛불리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문계열 출신수험생도한의대, 의과대, 치과

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의대의

경우는 의과대나 치과대에 비해 문호가 넓은 편

이다.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는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원광대

가 있다. 또한 인문계열 출신의 수험생이 지원

할 수 있는 의과대나 치과대에는 순천향대와 원

광대가 있다.

순천향대학은 수시모집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을 B형으로 응시하고 탐구과목 2개

의 평균등급을 포함해서 4개 영역의 등급의 합

이 5이내이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며 지

원 자격이 된다. 그리고 정시모집에서는 수학B

형과 과학탐구를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취

득 백분위 성적의 10％의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인문계열의 수험생은 유굛불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다.

원광대학의경우에는수시모집에는지원할수

없으나 정시 릫다릮군 분할 모집에서 치의예과와

한의예과의 경우에 국어B, 수학A, 영어B, 사회

탐구영역 2과목을 응시한 자는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으나, B형 응시자에게 취득한 표준점

수에 국어 15％, 수학 15％, 영어 20％의 가산점

을 부여하므로 수험생은 꼼꼼히 유굛불리를 따져

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점차

적으로 의과대로 전환(복귀)되면서 2015학년도

부터는 인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므로 이 분야

에 관심이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연도별

모집인원과 해당 대학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

다. 의예과의 경우에 2014학년도 1,557명 선발

에서 2015학년도에는 2,274명으로 717명의선발

인원이 늘어나며, 2019년이 되면 2,859명으로

2014학년도에 비해 무려 1,302명이 늘어나게 된

다. 치의예과의 경우에는 2014학년도 232명 선

발에서 2015학년도에는 477명으로 245명의 선

발인원이 늘어나며,

2019년이 되면 600명

으로 2014학년도에

비해무려368명이늘

어나게 된다. 하지만

한의예과의 경우에는

현재750명선발이계

속 유지될 것으로 알

려져 있다.

2015학년도에 의과

대학으로 복귀하는

대학에는 서울대, 전

남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

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한양대가 있으며,

2017학년도에는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

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

대, 조선대, 차의과학대이 있다. 하지만 강원대,

동국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는 현행대로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치의학대학으로는 연세대가 2015학년도에 복귀

하며 2017학년도에는 경북대, 전북대, 서울대,

경희대, 조선대가 복귀할 예정이나 부산대와 전

남대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릫약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릮라

는 질문도 자주 받는 편이다. 약사가 되기 위해

서는 학부과정 2년 + 약학대학 4년 총 6년의 과

정을 거쳐 약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약학대

학은 대학 2년 이상을 수료하고 대학이 지정한

과목의 일정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만 지원 자격

을 주기 때문에 고교 졸업자는 응시할 수가 없

다. 출신 전공과는 무관하지만 약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지원 자

격을 주므로 일반화학, 유기화학, 일반생물 등

기초과학 관련 지식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유

리하다. 인문계열의 경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해당 과목을 이수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은 약학입문자격시험(PEET)에 합격해야

하고, 졸업하면서 현행과 같이 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약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릫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

나요?릮도 빠질 수 없는 질문이다. 2017년에는 현

행 사법시험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된다. 법조인

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을

해야 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별도의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로스쿨은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6학기

(3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교육하는 대학원이

다. 기존의 법률이론을 가르치는 법과대학과 실

무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대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시 반영요

소에는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외국어

시험 성적, 학업계획굛사회활동굛봉사활동 경험

및 면접을 보게 된다.

방인경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 매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력이 나빠서 또는 패션의 일

환으로 안경원에 가서 안경을 맞춰 본 경험이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안경사(眼鏡士)라는 직업은 아직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EYE 크로바 안경(기

장읍 대라리 소재) 방인경 안경사를 만나 안경사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안경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고객이 안경점을 방문하면 먼저 망막에 상이 정확

하게 맺히는지 굴절이상을 판단하는 안기능검사를 합

니다. AR기계로 근시, 정시, 원시, 난시를 판별하죠.

기계를 이용하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정확

한 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를 마

치면 도수에 맞는 처방을 하고, 옥습기로 안경을 조제

하게 됩니다. 안경이 완성되면 개개인의 얼굴에 맞게

피팅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눈과 안경과의 이상적인

거리 12mm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이 흘러

내리거나 너무 당겨져 있으면 도수가 안 맞게 돼버립

니다. 단순히 불편하다 편하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 안경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

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릫안경사릮라는 명칭이 생기고

제1회 안경사 국가 자격시험이 생겼습니다. 자격시험

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릫안경광학과릮를 전공해야 하는

데 3년제 대학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 대부분이 4년

제 대학에 전공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해

보건복지부 면허를 취득하면

안경사, 안과 검안사로 활동하

는 경우가 가장 많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광학기기 관련 연구소나 회사

에 취업하기도 합니다.

- 언제 보람을 느끼시는지,

또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안경광학이 굉장

히 실용적인 학문이라 흥미를

느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

르신들이 안경을 끼고 이제 잘

보인다며 좋아하실 때, 또 자신

이 미처 눈이 나쁜지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 손에 끌려 온 어린 학생들이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고 릫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밝고 또렷한 세상

을 보고 있었구나.릮 새삼 깨달을 때 기분이 좋고 뿌듯

합니다.

하지만 안경사가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검안

부터 조제, 피팅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고도의 집중력

과 섬세함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근무하며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릲안경은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

안경사의 땀과 정성, 시간이 들어간 노력의 산물릳이라

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식, 라섹 수술 등이 대중화되면서 젊은층에서는

안경을 끼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

지만 노안을 겪게 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스마

트폰 과다사용으로 안경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안경광학에 흥미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사라는 직업에 관심

이 있다면 겉에서 단순히 보는 것과 현장의 직업 세

계는 많이 다를 것이므로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어

떤 하루를 보내는지 직접 안경원에서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릫 릮

릫치킨이 먼저냐, 삶은 계란이 먼저냐?릮처럼 예습이

중요한지 복습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사람들이 쓸

데없는 말들이 많더라고. 할 짓이 그렇게 없냐. 그게

뭐가 중요해? 공부에 지친 학생들로서는 둘 다 싫

지.

어떤 책에서는 힘이 들더라도 미리 공부하고 모르

는 부분을 표시해 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

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 복습이 무척 섭섭하다고 투정 부린다.

또 어떤 책에서는 사람의 뇌는 배운 지 한 시간만

지나도 배운 것의 50퍼센트를 잊기 때문에 복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시간 안에 복습하면 많은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

나, 약 한 달 안에 배운 것을 복습하지 않으면 완전

히 잊어버린다고 한다.

자 이렇듯 주장이 엇갈리는데 결론부터 말하자.

예습이 먼저고 복습이 나중이다. 어어, 복습을 주장

하는 친구들,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보고 입에서 침

을 튀겨라. 흥분해서 말하면 입에서 침이 튀어나온

단다. 허허,

옳고 그르다는 주장을 떠나서 내 이야기를 잘 들

어 보라니까. 예습은 말 그대로 본 수업 전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니까 예습이 먼저, 복습은 배

운 뒤에 하니까 나중에. 허허, 아직도 내 말을 이해

하지 못하는구나. 예습은 먼저 하니까 예습이 먼저,

복습은 나중에 하니까 복습은

나중에. 여기서릫먼저릮라는 말은

중요해서 먼저가 아니라 시간상

으로 먼저라는 뜻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졌다.

웃자고 한 소리다. 물론 공부

로 보면 둘 다 중요하다. 학생들

은 싫어하지만. 하지만 시험 기간을 조금이라도 편

하게 보내려면 평상시에 이런 고통 없이는 어림도

없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예습을,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

에게는 복습을 권한다. 상위권 학생은 공부할 내용

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유리하다.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부터

하면 너무 힘들고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차

라리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중요 내

용을 정리해서 복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릫고통은 쓰지만 열매는 달다.릮

출처:수상한 중학수학책

하절기에너지굛온실가스줄이기 5대실천수칙

1. 쿨맵시로 냉방온도 2℃ 높이기

(여름철 냉방 온도는 26℃~28℃로 유지)

▷ 노타이, 반팔셔츠 착용으로 냉방을 2도 높이면 연간 197

만톤의 CO2가 줄어듭니다.

▷ 노타이, 반팔셔츠 등은 체온을 2℃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

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 대기전력은 가전제품 이용전력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3. 컴퓨터 대기전력 절전프로그램 이용하기

▷ 1대 당 연간 전력 144kWh, CO2 65㎏ 감축, 17천원이 절

약됩니다.

4. 점심시간에 조명과 냉방기를 끄기

▷ 하루 1시간 형광등을 15개 끄면 연간 약 74㎏의 CO2가

줄어듭니다.

5. 실내 전등은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하고 한등 끄기

▷ 백열등(60W)을 형광등(24W)으로 바꾸면 연간 15㎏의

CO2가 줄어듭니다.

환경위생과(709-4381)

문화이용권신규발급굛재충전안내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문화카드

신규 및 재발급 대상자

□ 발급기간 : 3월 18일 ~ (선착순)

□ 발급방법 :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 발급내용 : 가구당 문화카드 1매(연간5만원)

청소년 만10~19세(1994.1.1 ~ 2003.12.31출생자)는 개인

별카드 별도 지급/추가충전

□ 사용방법 : 도서구입, 영화 및 공연관람 등

※기존카드 소지자는 재충전 사용가능

카드발급, 이용문의 : 1544-3412

사용내역, 수령등록, 충전 : 1544-7500

기장읍(709-5148)

장안읍(709-5177) 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154) 철마면(709-5274)

7월 기장도서관행사안내

연
번

강좌명 대상 및 인원
운 영

기 간 준비물(재료비) 수업내용

1
책 읽는
꼬마

요리사

초등1-2학년
20명

7. 27 ~ 8. 17
매주 토 (4회)
오후 1시-3시

필기도구,
앞치마

(25,000원)

달걀이랑 반죽이랑,
난 밥이 좋아, 요리
로 배우는 과학...

2
북아트 -
교과서
탐험

초등4-6학년
20명

7. 24 ~ 8. 14
매주 수 (4회)
오후 3시-5시

필기구, 색연필,
가위, 딱풀
(10,000원)

팬북, 폴더북,
프랜치도어북...

일자 제 목

7월 6일 고양이가 찍찍

7월 13일 맑은 하늘 이제 그만

7월 20일 잭과 못된 나무

7월 27일 큰늑대 작은늑대

일 자 제 목

6일 (토) 마당을 나온 암탉

7일 (일) 백설공주

13일 (토) 프랑켄위니

14일 (일) 피아노의 숲

20일 (토) 업

21일 (일) 김종욱 찾기

27일 (토) 로봇

28일 (일) 몬스터 주식회사

1. 여름방학특강

- 운영기간 : 2013. 7. 24(수) ~ 8. 17(토)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library.gijang.go.kr)

온라인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 장 소 : 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운영강좌

- 모집기간 : 2013. 7. 9(화) 10시 ~ 마감 시까지

- 문의사항 : 기장도서관 어린이실(☎709-5321~2)

2. 여름방학독서교실

- 대 상 : 초등학교 3학년 20명

- 기 간 : 2013. 7. 24(수) ~ 7. 26(금) (3일간)

- 수업시간 : 09:30 ~ 13:00

- 장 소 : 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신청기간 : 2013. 7. 9(화) 오전10시 ~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jang.go.kr)

→ 온라인수강신청

- 내 용 : 빛그림, 도서관 바로알기, 독서퀴즈, 책읽기, 다양한 독

후활동, 말놀이터, 글놀이터, 작은신문 만들기 등

- 수강료굛교재비 : 무료

- 문 의 : 기장도서관 어린이실(☎709-5321~2)

3. 그림책읽어주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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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유아 및 가족

4.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 굛 일요일 14:30 ~ [시청각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국가장학금꼭신청하세요굩

□ 신청기간 : 2013. 6. 11(화) 9시 ~ 2013. 7.5(금) 18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 신청자격 : 직전학기 평점 80점(B학점 상당)이상이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대학생(2013년 2학기 복학생 및

편입생 포함)

□ 상담센터 : 1599-2000

인재양성과(709-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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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이 대변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떠나는

무더운 시기에 더욱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

다. 기장군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

맡아 처리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

켜나가고 있는 해양경찰이다. 특히 한창

휴가철인 7~8월에는 일광, 임랑해수욕장

에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도 바

쁜 나날을 보낸다.

기장은 지리적 여건상 울산해양경찰서

관할로 대변, 월내, 칠암, 학리 등 4개의

출장소에 경찰관 21명과 전투경찰순경 6

명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늘은 그 중

기장에서 가장 넓은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변파출소(소장 강석광)를 찾았다.

강석광 대변파출소장은 릲아직 해양경찰

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바다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경찰처럼 처리

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해상에는 119

가 없어 구난구조 업무가 더해지죠릳라고

말했다.

주간 5명, 야간에는 3명씩 3교대로 13명

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곳 대변파출

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도맡

아 처리하고 있다.

먼저 어민들이 조업 시 이들을 보호하

고 해상활동을 보조해준다. 어선들이 출

항할 때는 해양경찰 파출소장에게 입항시

기, 선원수를 포함한 출항신고를 해야 하

며 해양경찰에서는 이를 근거로 무사히

어선들이 돌아왔는지 확인한다. 또 바다

에서 선박이 고장 나거나, 사람이 물에 빠

지는 등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

히 출동하여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

양경찰 경비함정 및 헬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후송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내(VTS)시스템을 이

용하여 실시간으로 어선들의 움직임을 모

니터링하며 무선통신으로 길을 안내하고

통제해준다. 육지와 달리 많은 특수성을

내재하고 있는 바다에는 배 운항을 위한

길이나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

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해양경찰에서는 해상에서 각종 안전사

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선박 안전장

비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하고 해

상음주, 절도, 폭행 등의 사건도 처리한다.

올해 2월 대변파출소로 발령받은 이상욱

경장은 릲해상에서 구명조끼는 도로에서의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수영을 못하면 배

옆이 100m 절벽과도 같은데 대다수 사람

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릳라며 낚시,

해양스포츠 등 각종 해상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어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외국 불법조업어선 단속

및 밀입국을 방지하는 것도 해양경찰의 중

요한 임무 중 하나다. 간혹 지나가는 중국

선박들이 그물을 훔쳐가거나 끊어버리고,

불법조업을 하기도 해 해양경찰에서는 이

를 막기 위해 근접감시를 하며 우리 어선

과 영해를 지킨다.

또한 해상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도 인근의 대변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킴

이 활동,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 각종 바다

의 날 활동을 펼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한

걸음 먼저 다가가고 있다.

올 여름 해수욕장 피서객들의 안전한 물

놀이와 즐거운 휴가를 위해 본인들의 여름

휴가는 잠시 뒤로 미뤄야만 하는 실정이지

만 대변파출소 직원들은 무엇보다도 해상

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석광 대변파출소장은 릲해수욕

장 안전관리요원 전원이 인명구조자격증

을 취득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릳라며 불편하고 번

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 213 호

2013년 7월 1일 (월요일)

군민속의해양경찰로거듭날터

기장군의 푸른 바다를 지키고 있는 대변파출소는 1969년 10월 14일 경상남도

양산경찰서 기장지서 선박출입항신고소로 출발하여 현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

산해양경찰서 대변파출소로 기장군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이지만 기장군 장안읍 길천에서 기장읍 공수마을까지 해안과 바다의 안전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유명 지역특산물이 미역과 멸치 그리고 기장멸치축제, 붕장어축제, 미

역굛다시마축제인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예로부터 기장군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일광해수욕장, 임랑해수욕장 등

도 여름철 휴양지로 기장군을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터

전으로 삼고 있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저희 해양경찰관들은 불철

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7회 기장멸치축제에서도

행사장 주변의 관광객들의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제기간 내내

안전관리에 힘을 쏟았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축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7월이면 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 기장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관광객 등 약 60만 명 이상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기장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요즘은 물놀이 문화도 다양해져 단순히 수영을 즐기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기

구를 이용한 레저객들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

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철에는 일광 및 임랑해수욕장에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입욕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레저객들의 레저활동도 원활하게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금번 6월 28일경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에

서는 관내 고속 선외기선박과 전문잠수사, 응급처치사 등으로 구성한 기장지역구

조굛구난대를 발족하여 각종 해상사고를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국민들의 안전

하고 쾌적한 수상 레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입니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파리가 입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물놀이 중 해파리에 쏘인 경우에는 즉시 물 밖으로 나오시고

쏘인 부위를 직접 손을 대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닷물로 충분히 세척하신 다음 저

희 해양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에는 변화무쌍한 날씨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장

마와 여름철 불청객인 태풍은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선박 및 시설물의 피해를 입

힐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입욕이 금지되었음에도 자신의 안

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입욕으로 큰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해양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에는 일광굛임랑해수욕장 이외에도 크고 작은 해변들이 많아 가족단위 관

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해변은 해수욕장처럼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되

는 곳이 아니므로 물놀이시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구명환이나 구명줄 등

인명구조장비 위치를 미리 파악하시어 만일의 경우에 항상 대비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해양경찰 긴급번호 122로 연락하시면 저희 해양경찰관이

신속히 달려가겠습니다.

해양경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들의 지속적인 인명구조훈

련을 병행하여 인명구조자격증 취득 등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바다안전지

킴이로서 희망과 행복의 바다, 국민속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장바다와어민안전우리가책임진다

○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이장님과 관내 마을주

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마을상수도는 계곡수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오염물질 유입에 취약하며, 매분기 시행하

는 수질검사 결과 일부지역은 탁도,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검출로 불합격 판정된 곳도 있어 배탈, 설사, 파라티푸

스 등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도정수 처리된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굛공급하고 있으니 상수도 미 보급지

역 주민들께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

을 신청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기장사업소 공무부서(669-5581~7)

◇신청기간 :연중 수시

◇급수공사비 : 13mm기준 99만7천600원(가정용)

◎미공급지역 :사등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결을 위하여 연 2회 청소 실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상수도 공급 안내문
□신청기간 : 2013. 5. 15(수) ∼ 7. 12(금)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신청방법

- 우편, 방문접수 신청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구굛군

- 홈페이지 신청 : http://www.at4u.or.kr

□보급대상자결과발표 : 2013. 8. 9(금)

□개인부담금납부 : 2013. 8. 9(금) ~ 9. 9(월)

□기기보급 : 2013년 8월 ~ 10월

민원봉사과(709-4302)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일 시 :매월 2 굛 4째주 월요일 14:00 ~ 16:00

○장 소 :여성회관 상담실(2F)

○내 용 :재산분쟁, 채권ㆍ채무, 이혼 등 전문적인 법률

문제 등

○상 담 원 :변호사 1명, 상담자원봉사자

부산광역시 여성회관(610-2026)

무료법률 전문상담 운영

핸드볼대회 개최 안내
□대회명 : SK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경기

□대회일정 : 2013. 7. 4(목) ~ 7. 8(월)

(5일간 / 1일 2경기, 총 10경기 개최)

□장 소 :기장군 기장실내체육관

□참가팀 :국내 실업팀 13개 팀(남자 5, 여자 8)

○ 남자부(5팀) : 인천도시공사, 상무, 웰컴론, 충남체육회,

두산

○ 여자부(8팀) : 부산시설공단, 삼척시청, SK, 광주도시공

사, 대구시청, 경남개발공사, 인천시체육회, 서울시청

□주 최 :대한핸드볼협회

□주 관 :부산핸드볼협회, 부산시설공단

□참가인원 :핸드볼관계자 및 감독굛선수 등 560여명

□부산경기일정표

종별 일자 1경기 2경기

7. 4(목)
인천체육회-광주도시공사

(17:00)
웰컴론코로사-상무피닉스

(18:30)

7. 5(금)
부산BISCO-경남개발공사

(17:00)
충남체육회-인천도시공사

(18:30)

7. 6(토)
SK슈가글라이더-Colorful대

구(14:00)
웰컴론코로사-두산

(15:30)

7. 7(일)
부산BISCO-인천체육회

(14:00)
Wonderfull삼척-서울시청

(15:30)

7. 8(월)
광주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

(17:00)
충남체육회-상무피닉스

(18:30)

부산시설공단(860-7664)

대변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기장지역은 대변, 월내, 칠암, 학리 등 4개 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대변파출소장

강 석 광

구명조끼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해양사고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2시간 이내 생존율 85％

입니다. 이렇게 구명조끼는 생명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해상 작업 중에는 불편하더라도 꼭 구명

조끼를 착용합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십시오. 해양경찰이 반드시 구조합니다.

○구명조끼는언제착용해야할까요?

- 어선이나 상선 등 선박에서 갑판상 작업 시

- 갯바위 또는 방파제 낚시 시

- 갯벌에서 조개 채취 시

-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시

- 수상레저 활동 시

- 그 밖에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상구명조끼미착용시벌칙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

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해야 합니다.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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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이 생활체육국학기공 무료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20개의 생활체육연합회를 만나봤다. 마

지막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보자. 생활체육이라 하면 익숙

하면서도 낯선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생활체육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하

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말한다. 즉, 체

육굛스포츠 활동을 일상생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한 부분들을 신체활

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보다 밝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예전에는 체육굛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

기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부

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체육굛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

과 그에 필요한 시설, 조직, 지도자 등의 조건정비

가 중요하다.

기장군에서는 1995년 기장군 생활체육협의회

(이하 기장군 생활체육회)가 설립되면서 1996년

부터 본격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소

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군민의 체육활동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의 적

극적인 홍보활동 및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등 생

활체육을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방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생활체육교실은 기장군 생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운

영되고 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한가지씩의 취미와 여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보급하려 힘쓰고 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은 크게 무료

교실과 유료교실로 진행된다. 무료교실에는 체육

회에서 섭외한 외부강사가 지도하는 탁구, 배구,

볼링,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가 있으며 체육회 소

속 강사가 지도하는 탁구, 노인체조가 있다. 유료

교실은 체육회 소속 강사가 지도하며 다이어트댄

스, 배드민턴, 리권(리듬태권도)이 있다. 유료교실

은 수업을 진행하는 장소의 임대료만 수강비로 내

며 수강생 1인당 월 1만원~2만원 정도다.

체육회 소속 강사는 6명으로 릫생활체육지도자릮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생활체육지도자란 체육지

도자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으로 기본적 소양과 전

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강사들은 자신들

이조금만 더 노력하면 기장군 주민들이 더욱 건강

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힘든 것도 잊고 더욱 열

심히 하게 된다고 한다.

생활체육교실은 연중 평균 3개월 단위로 진행되

며, 종목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일

정에 따라 신청해서 누구든지 배우는 것이 가능하

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기장군 생활체육회로 문

의하면 된다. 체육회에서는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

했던 생활체육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

고꾸준히 활동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기를 바란

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더 많은 여가 선용을 통

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다. 생

활체육을 통해 신체건강, 정신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기장군 생활체육회(709-4897)

생활체육은군민의건강지킴이

기장군 생활체육회를 찾아서

※ 문화관광과 백은실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14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7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7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시민의 ○○○○를 산출한 결과 기장

군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장군은 인간관계, 생활여유,

생활환경, 경제여건 4개분야 모든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해서 눈

길을 끌었습니다.

문 제

뀱 지난호 정답 : 과학체험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릫기장사람들릮 제212호 퀴즈 당첨자┃

○ 맥시칸치킨 기장점 협찬 치킨교환권(2만원 상당, 10명 등기

발송)

▷ 석경순(기장읍 교리) 박혜윤(기장읍 기장대로) 김유빈(기

장읍 대라리) 김미숙(기장읍 서부리) 김남식(기장읍 신천

리) 송말순(기장읍 차성동로) 조군제 허재영(기장읍 차성

로) 현시명(기장읍 차성서로) 김주희(기장읍 청강리)

○ 무봤나치킨 기장점 협찬 치킨교환권(1만 5천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 양혜연(기장읍 교리) 염미선(기장읍 대라리) 최규홍(기

장읍 대변리) 하말연(기장읍 신천리) 김중기 양혜정(기

장읍 차성로) 김호연 이지형(기장읍 차성서로) 김동언 김

희정 조현애(기장읍 청강리)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2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손광훈(기장읍 대라리)

○ 경남공고 기장지축회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5명 등기

발송)

▷ 이수지(기장읍 청강리) 권미경(일광면 이천리) 이은아

(장안읍 길천리) 지선화(정관면 산단4로) 김문선(철마면

고촌리)

기장군재향군인회(회장 김호군)는 제63주년 6.25전쟁 기념

식을 6월 24일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기장군지회는 기장군관내 초등학교 6개

교를 대상으로 6월 1일 제2회 6.25상기 나라사랑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월드컵빌리지에서 개최했다.

해송어머니합창단(단장 김복자, 지휘 권영기, 반주 안준희)

이 6월 1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회 부산시 어

머니합창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병춘)은 5월 28일 동부리 노인

복지관에서 300분의 어르신들께 식사와 과일을 제공했다.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애)에서 제6회 기장군 꽃체험 학습

축제 기간 중 화분판매 수익금 30만원을 6월 17일 어려운 이

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장군에 기탁했다.

무공수훈자회 기장군지부(회장 문덕수)는 제58회 기장군 현

충일 추념행사를 6월 6일 장안 무공수훈자전공비문 앞에서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기장리틀싱어즈합창단(단장 이홍길)이 6월 8일 해운대모래

축제 거리퍼레이드 경연대회에 만화영화를 주제로 참가해 장

려상을 수상했다.

릲 릳
기장초 정재은 음악경연 1위

지난 5월 25일 열린 제24회 부산교육대학교

초등학생 음악 경연대회에서 기장초등학교 정재

은 양<사진>이 2학년 중 1등을 차지했다.

그녀가 이번에 연주한 곡은 쿨라우 쏘나티네

op.55, No.3 2악장으로 지금껏 그녀를 지도해 온

주은영(푸르나음악학원 원장) 씨는 릲충분한 곡

이해를 바탕으로 악상을 잘 살리고 감정표현이

풍부했던 점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릳며 기뻐했다.

재은 양이 처음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건 6살

때부터다. 기본 교재인 알프레드를 거쳐 요즘은

쏘나티네를 배우고 있다는 그녀에게 연습이 힘들

지는 않은지 물으니 릲힘들지만 피아노가 재미있

어서 좋아요릳라며 웃는다.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초등학교 2학년생 그녀도 피아노를 대할 때는 어

른 못지않은 진지함과 성실함이 느껴진다.

평소에는 방과 후 한 시간 가량 꾸준히 피아노

를 치고 음악 경연대회, 콩쿠르 등을 앞둔 세 달

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꾸준히 두, 세 시

간씩 출전곡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보통

이다.

같은 곡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쉽지 않은 인

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곡에 대한 감정이 생겨나

고 그에 맞는 피아노의 소리와 자연스러운 움직

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은 양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풍부

한 감수성과 무대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담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가 많다.

2011년 코리아 음악콩쿠르 유치부 1등, 제26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유치부 1등, 2012년 코리

아 음악 콩쿠르 학년대상, 2012년 아시아 일본음

악 콩쿠르 준대상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피아노와 함께

할 시간이 더 많을 것만 같은 재은 양이 피아노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그 날을 기대한다.

정관면새마을부녀회 저소득층 반찬 지원

정관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정관면 새마을 부녀회(회장 조숙자, 이하 부녀

회) 회원들이 6월 14일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전달

할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부녀회 회원들이

밑반찬을 만들어 주위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께 전달해온지는 7~8년이 다 됐다.

부녀회 조숙자 회장은 릲이번 메뉴는 소불고기와

열무김치예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각 가정에 전달

해드리면 집에서 바로 데워 드실 수 있죠릳라고 말

하며 회원들과 함께 열무김치의 간을 보는 과정에

서부터 반찬을 포장하는 작업까지 한 치의 소홀함

도 없다.그녀는 34년간 시어른을 모시고 살았던지

라 어르신들을 보면 남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다

른 부녀회 회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밑반찬은 관내 저소득층 50여 세대에 전달

될 계획으로 세대 선정부터 정관면 각 마을의 사

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녀회원들이 직접

했다.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

게 회원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하니 주는 사

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쁨이 배가 된다.

정관면 프리마켓, 면민체육대회, 농수산물 직거

래장터까지 부녀회원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

은 없다. 한달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 좌광천변 쓰

레기도줍고환경정비도실시한다.조회장은 릲각자

의 생활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

로 잘 도와주니까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

아요릳라며 부녀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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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회 기장군지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는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

해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봉사

활동 단체다.

전국 경찰서가 있는 곳이면 대부분 조직되

는데 우리 고장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에서도

회원 108명이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모범운전자회 가입이 무척 까다

로웠지만 현재는 많이 완화됐다.

영업용 자동차 2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

지고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모범운자회

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봉사한다

는 자세는 필수 요건이다.

모범운전자가 하는 일 중 가장 주된 업무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운전

자와 보행자들에게 수신호를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일명 꼬리 물기

를 하는 차량 통제는 물론이고 사고 시 신속

한 처리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매일 대청중학교, 교리 초등학교, 정관 신

정 초등학교 등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특

히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길천 삼거리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모범운전자들이 하루도 빠

짐 없이 집중적으로 교통 봉사 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우리 고장은 축제가 다른 곳 보다 많다 보

니 모범운전자들의 활동이 더욱 부각된다. 기

장 지역 축제위원회에서는 릫모범운전자회를

첫 번째로 든든하게 믿고 있는 까닭에 걱정

없이 축제를 준비한다릮는 후문이다.

철마 한우 축제, 멸치 축제 등 해마다 우리

고장의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는 뒤

에는 모범운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다.

모범운전자 기장지회장 김재한 회장은 릲최

근 들어 모범운전자회 신규 회원 충원이 원만

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걱정릳이라고 한다. 개

인의 취미 생활을 중시하고 건강을 많이 생각

하는 사회 분위기와 기장의 지역 특성상 교통

지도 활동하는데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는 것이 그 이유다.

릲교통 보조 근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회원들은 생업 중간에 순찰을 돌기도

하고 버스 기사 일을 하는 회원들은 잠을 줄

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힘들다릳고 한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파 속에서도

늘 같은 장소에서 운전자들의 안전과 보행자

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

로 한계를 느끼는 순간도 많다. 릲회원들의 평

균 연령은 53세인데 지역 사회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활동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회원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 된

다릳고 김 회장은 이야기한다.

기장군 모범운전자회는 회원들 간의 유대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가족

체육 대회와 연수를 겸한 발전소 견학 등은

가족들을 참석시켜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

게 하고 격려 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회원들의 유대관계가 봉사 활동에

활력을 주는 큰 원동력이 된다.

한편 회원들이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서 교

통 지도 봉사를 위해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여

건이 마련된다면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학

생들의 야간 귀가 길 보호, 스쿨존에서의 교

통지도 그리고 방범대원들을 도와 활동의 범

위를 넓히고 불우이웃돕기에도 적극 동참하

여 기장 지역의 발전에 일조할 계획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고장 교통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기장군 모범운

전자회의 열정과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이명희 명예기자

회원간의끈끈한정…봉사활동의원동력돼

지난 5월 22일 여성예비군 중대 창설시 문윤자 중대장이 박한기 53사단장으로부터 부대기를 수여받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창설식을 갖고 출범한 기장군

여성예비군중대(중대장 문윤자)는 전국 구군

단위에서 유일한 중대 규모의 여성예비군이다.

읍굛면 별 5개 소대 1개 중대 192명으로 이루어

진 기장군여성예비군(이하 여성중대)은 2012

년 7월 창설된 정관면 여성예비군 소대의 활발

한 활동과 더불어 민굛관굛군이 여성중대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탄생했다.

정관면 여성예비군 소대는 지난해 10월 충

혼탑 건립 기념행사, 11월 좌광천 생태학습축

제 지원 및 부대 위문행사 뿐만 아니라 기장

병원에 입원한 참전용사를 위문방문 하는 등

크고 작은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경섭 기장군 지역대장은 여성예비군 창

설로 릳군인들의 사기 진작 뿐만 아니라 여성

들도 군복을 입고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함으

로써 지역 평화 수호의지를 널리 전파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릲라며 전시 뿐 아니라 평시에

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안보지킴

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여성중대 창설을 계기로 육군 제

7508부대 3대대 기장군지역대에서는 보다 체

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6월 기

장군 여성예비군 운용 내규를 만들었다. 여성

예비군중대는 전시에는 동원 및 향방 작전 전

투 근무지원 활동과 급식지원,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 편의대 활동, 피해복구지원 활동을

맡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지역사회에 봉사하

고 민굛관굛군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미 여성중대는 창설과 동시에 각종 훈련,

지역 행사에 참가하고 부대위문활동, 불우이

웃돕기 등에 나서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호국 참전용사와 전몰미망인 등을 위로하고

식사지원 활동을 수행했으며 6월 10일부터

14일 까지 5일간 실시한 2013 화랑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화랑훈련은

과거 10년 동안 실시해온 화랑훈련 중 민굛관

굛군굛경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으로 여성중대의 역할이 빛을 발했다.

육군 제 7508부대 예비군 400여명 불시 소

집 시 안내, 간식지원 및 각종 홍보활동을 실

시하고 고리원전 동원예비군 300여명을 직접

방문하여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또한 여성예

비군이 없는 해운대 지역 동원 예비군에 지원

근무를 나가기도 했다.

지난 7월 먼저 창설된 정관면 여성예비군

소대장을 지내고 여성중대 중대장을 맡게 된

문윤자씨는 릳여성예비군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 기쁘다. 군복을 입고 활동

하니 더욱 책임감이 생기고 보람도 있다릲며 릳

기장군의 발전과 지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릲고 밝혔다.

전국최초기장군여성예비군중대활동본격화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2.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3.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 물은 끓여 먹고, 날 음식은 삼갑시다.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합시다.

4.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건강 실내 냉방 온도

는 26~28℃)

○ 한 시간에 한번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5.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6.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합시다.

○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등을 준비합시다.

○ 정전이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신고하고 집안의 전

기차단기를 내리거나 모든 전기기구를 꺼두도록 합시다.

7. 농가에서는 가축 및 작물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8. 양식 어장에서는 어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9.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합시다.

○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좋습니다.

○ 커피, 홍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와 술굛담배는 삼갑시다.

○ 잠들기 전에 정신적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은 하지 맙시다.

재난안전과(709-4632)

새터민 생필품지원 한가족행사

생필품 전달 후 나눔회원과 새터민 가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기장나눔회굛사랑의 열매 기장군나눔봉사단(회장 김두호)은 6월 14

일 기장향교 집인관에서 새터민 세대에 대한 생필품전달행사를 가졌다.

올해로꼭 10년째본사업을실시하고있는김회장은어려운조건과환경

이지만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하용 자문위원장, 김효곤 운영위원등 유공회원에 대한

부산기장경찰서장의 감사장 전달로 시작됐으며 한수원과 기장흑곽(기장

미역가공업체), 수효사의 우리 된장 등을 협찬 받아 약900여 만원 어치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릲새터민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그

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봉사정신을 배우고 있다. 우리 기장을 아끼고 가꿀

수 있고 봉사의 향도가 되어 우리 나눔회가 선진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봉사에 대한 도전정신을 드높이자며릳회원들을 격려했다.

부산모전우체국이 7월 15일 개국해 정관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우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우정청은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동일APT 3단지 신축공사

앞)에 대지면적 804.70㎡, 건축 연면적 1천828.38㎡의 4층 건물<사진>을

신축하고 현재 개국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모전우체국은 정관신도시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우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우편 및 예금굛보험 창구업무 서비스는 물론 정관면 일대의

우편물 배달업무도 겸한다.

또한 우체국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예금 입굛 출금이 가능한 365자동

화 창구도 설치해 앞으로 정관면 주민의 우체국 이용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총괄우체국 담당자는 릲앞으로도 고객 밀착형 고품격 우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체국으로 거듭 나겠다릳고 밝혔다.

부산모전우체국 7월 15일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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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바우처 제공기관 Tel. 723-9700

1. 현장중심 그림 진단 워크샵

일 정 : 7/3, 10, 17, 24 매주(수) 10시~13시

대 상 : 미술치료관련전공자, 학부모,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능

한국미술치료학회 임상수련시간 인정 (3시간씩 4회 12시간인정)

수련비 : 10만원

2.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키울 Mom 난다)

대 상 : 예비부모, 학부모

시 간 : 주 1회, 매주(수) 10시~13시

접 수 : 현재 바우처 접수중 (읍/면사무소)

3.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대 상 : 만 2~7세

시 간 : 주 1회, 시간 문의

접 수 : 7/8(월)~12(금) 읍/면사무소 바우처 접수

4. 창의적 놀이를 통한 영유아 통합발달지원서비스

대 상 : 만 0~6세

시 간 : 주 2회, 매주 화/목 (연령별 수업 진행)

접 수 : 7/8(월)~12(금) 읍/면사무소 바우처 접수

5.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굩)

대 상 : 만 18세 미만

시 간 : 상담 시간 조정 후 이용 가능

접 수 : 현재 바우처 접수중 (읍/면사무소)

국립부경대학교평생교육원위탁운영

부경평생교육센터

유료광고

날짜 주제 활동내용

7/24
(수)

두드림 우린 서로 잘 통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

음을 이야기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8/7
(수)

어울림 우린 최고의 파트너
함께 완성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한다.

8/14
(수)

땡큐 오늘은 내가 엄마
역할극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

해하고 고마움을 표현해본다.

＊시 간 : 오전 10시~12시 (2시간)

＊신청대상 : 누구나 참여 가능(연령 제한 없음)

＊접수방법 : 7월 10일(수)까지 전화 및 방문 접수

(선착순 15가정, 참가비납부 순)

＊참 가 비 : 각각 프로그램 당 2만원

- 엄마와 자녀 1인 동반 신청

(자녀 추가 등록시 1인당 1만원 추가)

- 날짜별로 프로그램 각각 신청 가능

＊납부방법 : 농협 312-0103-2244-21 (예금주 : 부경평생교육센터)

＊장 소 : 부경평생교육센터 (기장읍 KT전화국 2층)

＊기타문의 : T. 723-9700 (이준동 팀장)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부경평생교육센터 1주년 기

념 릫무료 가족 상담릮이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내 주신 많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며 지역의 문화 의식 발전

에 공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경평생교육센터와함께하는

감성치유를위한힐링캠프

유료광고

육군 민간부사관 13-9기(남군) 모집

지 원 서
접수기간

1차 선발 2차(최종)선발 훈련소 입영일자

필기평가
인성검사

1차합격자
발 표

신체검사
면접평가
체력검정

최 종
합격자발표

양성교육17주과정/
임관일

양성교육12주과정/
임관일

양성교육3주과정/
임관일

6.10~7.12
17:00까지

8. 3(토)
9:00∼13:00

8.13(화) 인터넷
8.20(화)
08:30

8.26~30 10.11(금)
10.28(월)
(2014.3.1)

12.5(목)
(2014.3.1)

2014.1. 9(목)
(2014.2.1)

보 병 기 갑 포 병 정 보 공 병

111 121 131 132 133 151 152 153 162

일반보병 전차승무 야전포병 로켓포병 포병작전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시설공병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통 신 병 참 수 송 병 기 부 관 헌 병

171 174 231 241 431 436 437 441 311 321

전술통신 특수통신 물자보급 수송운용 전술통신정비 차량정비 공병중장비정비 탄약관리 부관 헌병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선발일정

□ 병과(특기)별 선발인원

＊수송운용(241), 차량정비(436) 특기는 자동차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수동) 소지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미소지자는 불합격 대상임

□ 세부사항 :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참조

제53보병사단(853-6139)

제 213호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이승금<76굛사진> 어르신은 6굛25참전용

사 미망인으로 슬하에 3남1녀의 자녀를 두

었다.

어르신은 매일매일을 바쁘게 살아 가고

있다. 기장노인복지관에서 월요일 오전엔

레크댄스, 화요일 오후엔 고전무용, 수요일

엔 군청에서 닉권 (발차기)으로 어르신이

하기엔 좀 강력한 운동도 하고 스포츠 바

우처로 수영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한다.

목요일 오후엔 스포츠댄스로 음악에 맞

춰 몸을 흔들다 보면 무거웠던 마음도 자

연히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금요일은 수

지침봉사로 기장보건소 수지침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조로 바늘빼기, 압봉 붙여

주는 일 등을 한다. 그 외 노인복지관내의

다사랑 봉사단체에서 복지관식당급식봉사

와 다시마 작업 활동도 한다. 틈틈이 시간

나면 집 앞의 텃밭에 상추, 고추, 감자 등을

길러서 식탁에 반찬과 주위 분들과 나누기

도 한다.

이승금 어르신이 특히 즐겨하는 운동은

당구다. 당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에

대한 집중력이다. 상황에 맞는 공략 법 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공이 놓인 상태에

따라서 몸의 운용과 큐의 사용방법이 달라

진다. 계속 걸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

신집중이 필요해 노인들에게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풀면서 적은비용으로

다리운동과 허리 군살제거는 물론 정신적

으로 가장 쾌적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장

점도 갖고 있다.

어르신은 당구로 작년 전국 체육생활대

회에서 부산시단체부문에서 금메달과 올

해는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어르신이 당구만큼 즐겨하는 운동이 탁

구다. 탁구는 남녀노소 구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운동자체가 과격하지 않

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으며 계절에 구애받

지 않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

즘 탁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 학교 다닐 때

부터 공놀이, 달리기를 잘해서 그런지 운동

신경이 발달한 것 같다고 한다.

이 어르신은 릲젊어서는 살림생활 한다고

힘들었는데 요즘은 배울 것이 많아서 좋

은 것 같다릳며 릲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

을 매일 1시간씩 15년째하고 있고 저녁에

는 교리초등학교 운동장을 20바퀴를 하루

도 안 거르고 운동을 하니 교리에서 모르

는 주민이 없을 정도릳라고 말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 건강검사를 받아

보면 좋을 결과가 나온단다.

어르신은 부산시 노인지회에서 주최하

는 미인대회에 기장군의 대표로 참가할 정

도로 좋은 인상과 건강미를 가지고 있다.

어르신은 기장교리문화그린 경로당의

회장직을 올해 맡으면서 경로당 활성화 사

업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때문에 고령

화시대에는 노인들에게 보다 적합한 여가

활동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에게 알맞은 여가활동

을 선택하면 이승금 어르신처럼 노년을 활

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최명순 명예기자

기장군청 뒤로 나 있는 죽성 길을 따라

가다 월전으로 가는 고개에 오르다보면 소

름요 입간판이 보인다. 약 420년 전 임진

왜란, 정유재란을 겪은 7년 동안 조선의

수많은 도공들이 왜국(日本)으로 끌려갔

던 그 길이 경남 사천과 웅천(현재진해)

기장이다. 그중 한 곳이 지금의 죽성리 임

랑포이다.

소름요로 내려가는 작은 길이 도공들이

왜국으로 끌려간 길이다. 소름요 앞마당에

는 당시 도공들의 영혼이 서려있는 무명도

공 추모비가 세워져있다. 조선사기장연구

회(고문 송중환 )에서 국내외 관심 있는

학자와 종교인의 조언으로 무명도공 추모

비를 세운 것이다.

지난 5월 24일 열린 제10주년 추모제<사

진> 는 헌향 제문 헌시 헌화 헌다 헌창 진

혼무 등으로 진행되어 조선사기장연구회원

30여명과 회원가족들과 각계각층의 예술인

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박석녀 조선사기장연구회장은 릲그동안

추모제 행사를 지내오면서 정성을 다하였

으나 부족했던 점들을 생각하고 조선사기

장연구회가 역사와 문화의 자리로 자리매

김 하여 도예역사를 알 수 있는 옛 사기장

들의 뿌리를 찾는 일을 회원들과 계속해

기장의 도예역사를 널리 알리고 싶다릳고

했다.

2004년 기장 향토문화 연구회 공태도 선

생과 지금은 작고한 김윤태 선생 등 국내

외 예술인 종교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무명도공 추모비 제막식에 이어 매년 5

월 중순경에 조선사기장연구회원들을 주

축으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무명도공 추모비는 왜란 때 일본으로 끌

려가고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

고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던 무명 도공들의 넋을 기

리기 위한 비이다. 33㎡평 남짓한 장소에

높이 2m, 둘레 약 80cm크기형태로 추모비

가 서있고 추모비뒤쪽으로 무쇠가마솥 11

개가 걸려 있다. 이 솥은 전국 각 지역에서

수집 된 무쇠가마솥이다. 도공들이 전국에

서 끌려간 후 그 넋이라도 이곳에 와서 다

시금 고향의 밥(부엌에서 지어 주던 어머

니의 밥)을 먹어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

다.

이곳에 추모비가 있는 이유는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 배를 기다리며 도공

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기에 도공들의 애

환과 아픔이 어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사기장연구회에서 하는 일은 추모제

주재와 임진왜란, 정유재란 양란 당시 왜

국으로 끌려간 조선사기장(도공)들을 위

한 추모행사와 그들의 납치경로와 인적사

항, 그 후의 생활상 등을 한, 일간 민간교

류로 찾아내어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 현장

을 답사하여 우리 기장의 도공들의 역사적

자료를 모으고 그 역사적 가치를 후손들에

게 알리는 것이다.

추모비가 세워진 후 부산의 일부 문인들

과 학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특히 일

본 관광객과 일본 나고야에 있는 한일역사

문화교류 센터, 국제외교관부인회 등이 찾

아 참배하고 있다.

기장은 많은 문화 유적들과 유산들이 있

지만 특히 우리네 이름 모를 도공들의 애

환이 묻어있는 장소에서 전통문화의 뿌리

를 찾아 그들의 넋을 달래주고 과거 왜곡

된 역사와 잊고 있었던 진실을 후손들에게

알기위해서 조선사기장연구회는 노력하고

있다.

현 추모비를 내외국인의 방문이 용이하

고 주차시설이 원할한 곳으로 이전 해 무

명도공추모제가 무엇보다 국제적인 행사

로 거듭 나길 바란다.

배정임 조선사기장연구회 회원

건전한여가활동으로건강한노후

도공들의 애환과 아픔이 어려 있는 곳 죽성 릫소름요릮

10주년무명도공추모제열려

노년의 좋은 대화 장수의 비결

고정택 명예기자

지난 5월 8일 부산시민회관에서는 제 41회 어버

이날 기념행사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열렸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의장의 축사 차례가 되

었다. 그는 단상에 서자마자 릲어르신들 오늘 이거

많이 받으셨지요?릳하며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손가

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즉, 오늘 어버

이날 용돈 많이 받았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고 나서 릲어르신들이 오늘 용돈을 삼만원

받았든, 오만원 받았든, 십만원을 받았든 내년에

는 용돈을 배 이상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

다릳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하는 것

이었다.

어르신들이 용돈을 얼마를 받았든 자기 혼자만 갖고 가만히 있지 말고 동네

쉼터나 경로당에 나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라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 우리 아들 또는 며느리가 이렇게 빳빳한 새 돈으로 용돈을 얼마

주더라고, 아니면 우리 딸과 사위가 용돈을 주어 얼마를 받았는데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막걸리를 한 잔 사겠다고 하는 등 그 소리가 돌고 돌아 며느리나

사위 귀에까지도 들어가 릫우리 시어머니, 또는 장인이 얼마 되지도 않은 용돈

을 드렸는데도 저리 좋아 하시는구나 하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드려야지릮하

는 생각을 하게 되어 내년에는 틀림없이 올해보다 배나 많은 용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러고 나서 릲어르신들은 아들이나 딸보다 누구의 자랑을 많이 해야합니

까?릳하고 물으니 관중석의 노인들이 릲며느리릳 또는 릲사위릳하고 일제히 답하였

다. 그러니 김 의장은 릲물론이지요. 아들이나 딸 보다는 며느리 자랑, 사위 자

랑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어르신들도 집안에

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릳 그는 또 릲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우리 어르신들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깨달으시고 집안에서나 밖에서 특히 남에게 칭찬과 덕담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장수하십니다릳하고 축사를 끝냈다. 장내의 노인들이 모두 즐거운 표정

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도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자살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빈곤, 질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

제는 고독, 외로움이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좋은 친구를 만들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며,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자살 충동을 예방하는 길이다.

호주 플린더대 수명연구소(ALSA)는 70세 이상 노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자녀, 친척, 친구, 지인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는 전화

통화하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자녀, 친척보다는 친구, 지인들과의 친

밀한 관계를 유지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생존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릫자유롭게 선택한 친구들

과의 친밀한 대화가 장수에 큰 도움이 된다릮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현실에서는 노년이 될수록 대화시간이 줄어들거나 타인과의 대

호가 어려워진다. 나이를 먹고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처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빨리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대화습관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버릇인

잔소리하기, 거듭 되풀이 말하기, 자기 푸념 늘어놓기, 연장자라고 사리에 맞

지도 않은 말을 하며 고집부리기 등이 행해지면 타인과의 대화는 더욱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노년이 될수록 우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해심을 길러야한다. 그리고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

방에 관심어린 질문을 건네고 따뜻한 말을 베풀며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잘

경청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친구를 내 곁에 둘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든 아니든 어차피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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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고민거리 릫창업자금릮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창업아이템

의 선정, 점포입지의 선정, 거래처의 확보, 경영노하우의 습득, 창업자금

의 마련 등 창업을 하기도 전에 머리가 하얘질 지경이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창업자금일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소위 릫있는 돈 없는 돈릮 다 끌어 모으다 시피 하여 창

업을 한다. 그런데 창업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의 창업이 이런 형

태의 릫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릮는 식의 창업이다.

만사가 그러하듯이 창업의 경우도 실제 창업을 하고나면 처음 생각했

던 것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가 일쑤다. 창업 후에는 가뜩이나 빡빡한

사업운영으로 정신이 없는데, 자금압박까지 받게 되면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 리가 없다. 그러니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하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시드머니(seed money,

종자돈)는 확보한 후에 창업을 해야 창업 후의 예상치 못한 자금부족으로

인해 허둥지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창업을 하는 것인 적정할까?

적정규모의 창업자금은 창업아이템의 종류와 전망, 창업자의 경영능력,

전반적인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총창업자금의

70％ 정도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해야 한다. 역으로 말하면 금융기관 대

출 등 타인자본의 비율이 30％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창

업 후 운영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창업 후 돈을 벌어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타인자본을 끌어 들여 창

업을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상권이 아주 양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창업 후 자리를 잡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되

는데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창업을 할

경우 자금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의 민간자금을 생각하기 십상이며 실제로 약 80％의 창업자들이 민간

자금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자금은 가능한 최후의 방안으로 활

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

양한 형태의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민간자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

로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

당 최고 3천만원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연리 2.89％의 변동금리와 5

년간의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

장 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의 경우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포인트 가산한 금리

와 5년간의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 유리하다.

21세기를 정보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왔듯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

용할 경우 일을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창업자금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기장군보 독자들께서는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

우 다양한 공금융의 정보원을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자금으로 창

업을 하시기 바란다.

릫 릮
정부는 말 산업을 지역의 관광소득과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산업의 한 축으로 형성시키기 위해 릫말산

업육성법릮을 2011년 9월 10일 제정해 제

도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후속조치로 2012년 말산업 육성굛유통개

선, 승마의 대중화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으로 말 생산농가 지원 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말 관련 산업을 녹색레저산업과

농어촌 활력산업, 웰빙산업으로 육성해 농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승마는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로 분류되

지만 최근 말산업육성법 제정이후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장안읍 용소리에서 6월 9일 개장한 릫박

실승마장릮의 박상근(58) 대표를 만났다.

25년간 유황오리 등을 취급하는 릫박실신

약(神藥)농장릮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의 말 사랑은 지난 10여 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대표는 2002년 한 필의 말을 구해 취

미로 승마를 시작해 오다 승마장을 운영

하고 싶은 꿈을 가졌지만 현실의 법규에

묶여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릫말산업

육성법릮의 제정으로 꿈을 실현하게 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 해 7월 승마체험

장을 등록했다. 12월에는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국비와 군비 각 1억원을 지원받아 자

부담 3억, 총 5억원으로 340㎡의 전천후

실내승마장과 지름 10m의 초보용 원형승

마장 2개, 2천㎡의 대마장을 신설하고 경

주마와 제주말 등 승마용 말 17마리를 들

여왔다.

박 대표의 승마장 개장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는 승마를 취미로

시작한 이후 승마가 장애인 재활 운동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고 2011년 9월에

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승마협회를 창립해

장애인 재활에 앞장서기도 했다.

릲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꼭 승마를 권

하고 싶다릳는 그는 릲말을 타면 기분전환은

물론이고 재활치료에 특히 좋고, 살아 있

는 동물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이만한 스

포츠도 없는 것 같다릳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일광면 칠암초등학교 전

교생이 승마체험을 다녀간 것을 계기로

관내는 물론 부산시내 초중고 학교에서

승마체험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여행사 등에서 관광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승마

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박 대표는 전했다.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 해운대구에서 온

김경열 씨는 릲말에 오르기 전 승마체험 20

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 다리와 배, 허리, 어깨 등 전신운동

이 되면서 10분 이상 타기가 힘들었다릳며

릲바른 자세의 교정과 함께 운동 효과가 매

우 크다고 느꼈다릳고 말했다.

승마는 온 몸을 사용하는 최고의 전신

운동으로 상체 움직임은 심장, 폐, 위장이

건강해지도록 돕고 말을 탈 때는 허리와

등 근육을 세워서 타기 때문에 핵심근육

이 강화된다. 또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팔과 다리를 흔드는 데다 엉덩이를 계속

쳐주는 동작을 통해 온몸 운동이 가능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통한

다. 또한 승마는 자신감과 집중력 향상에

도 도움이 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을

타게 되면 정복감과 우월감을 느끼기 때

문에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공부에 대한 압박과 게임중독으로

인한 청소년의 집중력 장애, 과잉행동장

애, 인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말을 타

는 것만으로 쉽게 치료된다는 임상 결과

들이 많이 발표됐다.

지난 4월 매출이 1천400만원에 달했고

머지않아 월 3천만원을 상위할 것이라고

박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박실승마장은 매주 월요일이 휴장이며

평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연

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 박실승마장 011-851-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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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현

(당시 만 8세, 여)

박윤희

(당시 만 8세, 여)

실종일자 : 2000. 08. 23

실종장소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석

탄박물관

신체특징 : 쌍꺼풀 있음, 입술 두툼

함, 소변마려우면 아랫배를 주먹으

로 치는 버릇

이규진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2000. 04. 07

실종장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

천동

신체특징 :쌍가마, 말이 늦은 편

이예지

(당시 만 2세, 여)

실종일자 : 2001. 01. 20

실종장소 : 경남 마산시 마산 신세

계백화점

신체특징 : 동그란 눈, 왼손잡이, 손

등중앙에 빨간 물집

최진호

(당시 만 4세, 남)

박희종

(당시 만 1세, 남)

실종일자 : 1988. 02. 15

실종장소 :전북 전주시 금암동

신체특징 : 얼굴이 희고 별 특징

없음

이종훈

(당시 만 30세, 남)

실종일자 : 1996. 11. 04

실종장소 : 경기도 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신체특징 : 지적장애1급, 당시 오른

쪽 팔에 깁스함, 착의불상

우똘똘

(당시 만 7세, 남)

실종일자 : 1980. 10. 01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동 안락로타리

신체특징 :눈이 크고 눈꺼풀이 얇음

최복순

(당시 만 42세, 여)

이금찬

(당시 만 36세, 여)

실종일자 : 2009. 07. 10

실종장소 :서울특별시용산구보강동

신체특징 : 정신장애2급, 입이 약간

돌아간 상태(구안와사), 검정색티

셔츠(반팔)

김성주

(당시 만 7세, 여)

실종일자 : 2000. 06. 15

실종장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교

촌리

신체특징 : 쌍꺼풀, 둥글넓적한 얼

굴, 말이 좀 어눌함, 이마에 희미한

흉터 있고 눈 밑에 꿰맨 자국

최준원

(당시 만 4세, 여)

1동 염광아파트 놀이터

신체특징 : 어금니 전부 은색 도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흰

색 머리띠

한승수

(당시 만 19세, 남)

실종일자 : 1986. 09. 06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정신장애

김광헌

(당시 만 68세, 남)

실종일자 : 2008. 08. 25

실종장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체특징 : 얼굴에 버짐이 많으며,

왼손 엄지 한마디 절단, 중풍으로

약간 걸음걸이가 불편함, 정신장애

실종일자 : 1999. 04. 14

실종장소 :경기도 오산시 서동

신체특징 :오른쪽 눈 밑에 점 있음,

얼굴이 약간 검은 편

실종일자 : 1994. 06. 01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

동 양재사거리

신체특징 : 착의불상(정장), 정신장

애, 갸름한 얼굴형

실종일자 : 2000. 05. 07

실종장소 : 경기도 안산시 사동 집

근처

신체특징 :부처님 귀 모양, 왼쪽 눈

썹 옆에 손톱자국, 눈이 크며 긴 속

눈썹, 앞니가 뾰족함

박승

(당시 만 16세, 남)

실종일자 : 2008. 05. 24

실종장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홀

세일마트 앞 노상

신체특징 : 왼쪽 귀밑에 점 있음

실종일자 : 2008. 12. 31

실종장소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석

정리

신체특징 :지적장애 2급, 코가오똑

함, 대화가능하나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정신연령

김정신

(당시 만 48세, 남)

실종일자 : 2000. 04. 04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

김천규

(당시 만 51세, 남)

실종일자 : 2008. 03. 23

실종장소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

화리

신체특징 : 지적장애2급, 자기이름

을 릫김정구릮로 알고 있음, 귀가 어

두워 잘 못 들음

승마체험자들이 박실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즐기고 있다. 승마는 온몸을 사용하는 최고의 전신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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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협찬 광고

릫시원한 초계탕릮

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시피

여름 보양식은 뭐니뭐니해도 삼계탕이다.

땀 뻘뻘 흘리며 한 그릇 먹고 나면 여름을 거

뜬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삼계탕처

럼 뜨겁지는 않지만 시원하고 구수하고 영양

이 듬뿍 담긴 초계탕도 보양식으로 한몫하는

별미이다. 요즘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초계탕

이 인기다. 초계탕은 식초와 겨자로 간을 한다

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겨자는 여름 입맛을

돋우는데 감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재료

닭 1마리(1㎏), 오이 1개, 배 1/2개, 마른

표고버섯 4개, 새송이50g. 잣15g. 참깨70g.소

금 약간, 참기름 약간, 달걀 1개

만드는 법

1. 닭은 내장과 기름기를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서 대파 흰대, 생강, 청주, 통후추와

함께 물 2.5ℓ를 넣고 40분간 끓여준다.

2. 닭고기는 결을 따라 찢어 차게 식혀둔다.

육수도 식힌 후 굳은 기름은 거두고 면보

에 받쳐 맑게 준비한다.

3. 잣과 거피깨 맑은 닭육수를 믹서기에 부

어 곱게 갈아 준다.

4. 3의 육수에 조선간장1t, 소금, 설탕1/2T,

식초1T, 연겨자1/2t로 양념한다. 육수를

양념해서 냉동실에 5-6시간 정도 보관해

서 살얼음이 얼게 해줘도 좋다.

5. 차게 식힌 닭고기에 조선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 흰 후추, 소금을 넣고 양념이 잘

배게 조물조물 주무른다.

6. 마른 표고버섯은 물에 불린 후 채썰고 애

기새송이는 편썰어 소금과 참기름으로 밑

간하여 팬에 살짝 볶는다.

7. 오이는 소금에 절여 물기 짜서 준비하고

배는 가늘게 채 썰고, 달걀노른자와 흰자

도 따로따로 지단을 부쳐 채 썬다.

8. 그릇에 닭고기를 담고 준비한 재료를 색

을 맞춰 돌려가며 담는다.

9. 차게 식힌 육수를 붓고, 검정깨를 솔솔 뿌

려준다.

10. 고기를 먼저 건져 먹은 후 메밀국수나 냉

면사리를 넣어 말아먹어도 좋다.

장영숙 전통요리연구가

(기장음식나라조리학원)

호텔급중화요리를맛볼수있는곳

오시는길

릲모든 요리가 그러하겠지만 신선한 재료의 사용

과 재료의 풍미를 살려내는 요리 노하우가 저희 월

내반점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릳

여명수 대표가 월내반점을 인수 받은 것이 올해

로 꼭 30년, 긴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거니와 부

산시내와 울산 양산 등에서 맛집 소문을 듣고 찾아

오는 이도 많다. 하루평균 200여명이 넘고 주말이

면 300여명이 넘는 손님들이 북새통을 이룬다.

전국의 마을마다 널린 것이 중국식당인데 멀리서

월내반점을 찾는 손님들은 한결같이 릫개운하고 깔

끔한 맛릮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 대표는 릫신선한 재료와 오랜 시간 요리의 노하

우릮라고 간단히 말한다. 그의 중국요리 시작은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향인 삼천포의 부농 집

안에서 자랐지만 할머니의 권유와 손자의 도리로

중식요리사가 되길 결심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바로 중국식당에 취직해 밑바닥부터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군대 제대 후 코모도호텔에 근무

하면서 본격적인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후 장안읍 월내반점 주방장으로 들어와 2년을

일하다 1983년에 식당을 인수 하게 된다. 릲입소문을

타고 하루하루 매상이 크게 올랐지만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빼줄 것을 요구해 옮겨 다니기를 여섯 차례,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릳 부인

최해선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여 대표 내외는 그동안 성실히 저축한 밑천으로

20년 전 현재의 이곳에 부지를 매입해 월내반점의

안식처를 갖게 됐다.

허름했던 단층의 건물에서 7년 전 건평 1천322㎡

의 건물을 짓고 1층에는 호텔 중식당 못지않은 인

테리어로 바꿨지만 과거 월내반점 상호를 그대로

달았다.

월내반점은 작은 중국식당을 떠 올리는 것 같아

330㎡(약 100평) 크기와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이

름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여 대표 가족의 삶이 묻어

있고 오랜 단골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그대로 쓰기

로 했다고 한다.

새롭게 문은 연 월내반점은 과거와 크게 바뀌었

다. 특급호텔에서나 즐길 수 있었던 고급 중국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

릲호텔에서 익혔던 많은 중국요리들을 진작부터

선보이고 싶었지만 그동안은 식당이 협소해 엄두를

못 내다가 새롭게 식당을 열면서 꿈을 펼치게 됐다릳

고 여 대표는 말했다.

코스요리를 추가되면서

월내반점은 손님접대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

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

과 바이어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 되었다.

네티즌 꼬북어뭉힐링님

은 릲자장면이나 짬뽕은 집

에서나 시켜먹는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권유

로 한 번 와보고는 깔끔한

식당 분위기와 자극적이

지도 않으면서 시원한 짬

뽕 맛에 가족과 함께 자주

찾게 되었다릳고 말했다.

힘든 식당일에도 멀리 이사를 갔거나 전출 간 단

골손님이 월내반점 자장면이 생각난다며 연락을 해

올 때 보람을 가진다고 한다.

많은 식당들이 창업을 하고 또 그 중에는 얼마가

지 못해 문을 닫는 식당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월내반점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에서 맛집

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부인

최 씨는 릲식당으로 창업을 할 경우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은 주인이 직접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릳라며 월내반점의 명성 뒤

에는 여 대표가 한결같이 주방을 맡아왔기 때문이

라고 말한다.

지금은 주방장 일을 혼자 하기에 손이 모자라 중

국인 요리사를 고용했지만 여전히 요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해 나간다.

여 대표는 릲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홀에서의 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다릳며 릲힘

든 내색하지 않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아

주는 집사람이 고맙다릳고 말했다.

월내반점 727-3911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내 복지관 등을 이

용하는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주권의식을 함양

하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룙민주시민정치교육룚과정을 운영하오니 귀 복지관 등에서 운

영 강좌굛교육수강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복지관 소속 강좌굛교육수강생 등 누구나

(30명정도)

2. 기간 : 연 중

3. 내용 :

가.룙민주시민정치교육룚 강연

나. 선거홍보관 관람 및 체험

○ 전시굛홍보물 관람(선거절차, 선거용품, 선거사진 등)

○ 투표지분류기, 투표용지 발급기,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체험

※ 시 방문자에게는 소정의 참가기념품 제공

4. 장소 : 해당 복지관 교육장 또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

회 선거홍보관

5.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서(별첨)를 작성하여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에

FAX로 신청 또는 전화문의

○ 전 화 : 722-6999, 724-1390

(담당자 : 지도홍보주임 강대식)

○F AX : 051-722-6998

룙 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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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가운데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자신을 불태우는 연주자와 닮아 있어

많은 이들이 학창 시절 도서관 구석에

서 먼지 앉은 오디오 잡지를 뒤적이거나

한 두 권의 오디오 잡지를 열독했을 터이

다. 나만의 화려한 오디오 조합을 꿈꾸며

릫탄노이 웨스터민스터릮나 릫윌슨 와트＆퍼

피릮 아니면 릫JBL 4343릮 스피커에 릫마크 레

빈슨릮 또는 릫오디오 리서치릮 진공관 앰프

그리고 릫와디아릮 아니면 릫메리디언릮 CD 플

레이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릫토렌

스 프레스티지릮 레코드 플레이어에다

릫SME릮 톤암을 장착하고 릫오르토폰릮 카트

리지면 더 좋고, 스피커 케이블은 릫킴버릮로

하고, 차폐트랜스는 릫파워텍릮 등 오디오의

환상은 끝이 없다.

이 기기들이 서로간의 조합이 어우러지

는지는 알 수 없다. 터무니없는 조합일 수

도 있다. 직접 들어볼 일이 없으니 군침만

삼키며 상상으로 조합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다.

릲취직만 하면 하나씩 모으는 거야릳 하지

만 꿈은 꿈으로 끝났다. 취직해서 구입한

인켈전축은 오랫동안 음악 친구가 되어주

었다.

불혹이 넘은 지금도 오디오 사정은 크

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20년간 모아온

LP와 CD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다. 음

악을 좋아해서 인지 주위 지인들과 오디

오, 음악 얘기를 나눌 때가 많아졌다. 최

근 2년 사이 지인으로부터 하사(?)받은

오래된 앰프, 턴테이블, 스피커로 인해 뜻

하지 않게 빈티지 오디오 마니아가 되어

버렸다.

음악 애호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

보는 소장품 1위가 진공관 오디오가 아닐

까. 기술의 발달로 진공관 오디오의 자리

는 이제 MP3의 음원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음악 애호가들은 여전히

릫명품 진공관 오디오릮를 고집하며 자기만

의 음악세계를 즐긴다.

앰프는 크게 트랜지스터와 진공관 두

종류로 나뉜다. 트랜지스터, 그리고 진공

관 앰프 중 음질이나 음색의 우위를 논하

는 것은 적당치 않다. 정답도 없고 개인차

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공관 앰프는

진공관에 따라 독특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TR앰프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어

떤 개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진공관 앰프의 매력은 밤에 더한

다. 자신을 태워 음악을 만들어내는 진공

관을 보고 있으면 진통 가운데 음악을 만

드는 작곡가와 자신을 불태우는 연주자와

닮아 있기 때문이리라.

나에게 오디오를 하사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맹권섭(53굛연화짚불곰장어 대표)

대표는 오디오 마니아가 된 계기가 남달

랐다.

그는 릫근대사물품 수집가릮로 취미 생활

이 시작됐다. 근대사라 함은 그 기준점이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1876

년 강화도조약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가 수집한 근대사물품 종

류만 해도 천 가지가 넘는다. 접시, 항아

리, 목가구 등에서 영사기, 카메라, 라디

오, 서적, 문구 등 적게는 50년에서 많게

는 100년의 근대 생활 물품이 2천여점에

이른다.

식당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박물

관인지 식당인지, 다시 밖으로 나가 간판

을 확인하고 들어오는 손님도 많다고 한

다.

맹 대표는 근대사 물품 중 진공관 라디

오와 LP 등을 수집하면서 음악을 즐겨 들

었다. 자연히 오디오 수집과 함께 진공관

앰프에 매료되면서 빈티지 진공관 오디오

마니아가 됐다.

2층에 마련된 음악 감상실에는 릫탄노이

GRF 메모리릮와 프리앰프는 릫맥킨토시 C

20릮과 파워앰프는 릫맥킨토시MC30 모노블

럭릮 진공관을 사용한다. 턴테이블은 릫토랜

스 TD124릮를 사용한다. 모두 30년에서 50

년 이상 된 골동품이지만 음악 재생에서

의 완성도는 기술의 진보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음원을 재생하는 기기가 아무리 디지털

화 되어도 통을 울려 소리를 내는 스피커

는 아날로그일 수밖에 없기에, 더욱이 재

즈 음악의 정점에 있었던 60, 70년대를 녹

음 기술과 오디오 음악의 완성 시기로 보

는 이도 이 때문일 것이다.

소장하고 있는 LP 음반 중에 정미조,

키보이스, 최안순 등 70년대 발매된 것들

이 희귀음반이라며 소개했다. 일본에서

제작된 대부, 러브스토리, 파리에서의 마

지막 탱고 등이 담긴 세계영화음악전집은

영화 화보가 화려하게 엮어져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구매 영순위라고 한다.

음악이나 옛 물건에 관심이 많은 이들

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근대사의 흐름

을 보여주려면 이곳을 방문하면 더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맹권섭 722-3336(기장

읍 연화2길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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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여의주의 전설

용(龍)은 봉황(鳳凰)새와 함께 상상의 동물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용은 길상(吉祥)으로서 큰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입학과 고시 승진 사업 임신부등 용꿈을 꾸

면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 기장에는

용(龍)자가 붙은 명칭이 허다하다.

장안천 인근에 용소(龍沼)리를 비롯해 반룡(盤龍) 기룡

(奇龍) 대룡(大龍) 용당수(龍塘水)등이 있는가 하면 일광

면 용천(龍川) 회룡(廻龍) 그리고 정관면의 용수(龍岫)리

와 철마면에 용고실이 있다. 또 대변의 옛 이름인 용암(龍

岩)을 비롯해 서부 용소(龍沼)와 가뭄과 흉어가 계속될 때

기우제를 지냈던 시랑대의 제룡(祭龍)단 주위에 있는 용추

(龍湫) 용궁(龍宮)사가 있다. 풍수설로 기장의 옥녀직금설

에서 나온 좌청룡(左靑龍)산의 용두(龍頭)대가 두호 어항

의 북쪽 바닷가에 뻗어 있는 산자락이다.

서기 665년 신라 효소왕 때 기장산에 숨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독룡(毒龍)을 퇴치했다는 혜통국사(惠通國

師)의 삼국유사의 기록들을 볼 때 우리 기장은 용(龍)에

관한 사연들이 예부터 깊은 것 같다. 용은 민간신앙에서 비

를 가져오는 우사(雨師)이다. 물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수

신(水神)이며 사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다주는 벽사(僻

師)의 선신(善神)으로 섬겨서 용신제와 용왕굿 등이 행하

여 졌다. 이러한 신앙대상으로 용은 바다 강 연못 등의 물

을 지배하는 수신으로 신앙되어 왔다. 농경민족인 우리에

게 물은 생명처럼 소중함으로 가뭄이 심할 때는 용에게 기

우제를 지냈다. 또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어촌에서는

아직도 용왕굿의 일종으로 별신굿이라고도 하는 풍어제를

성대히 치르고 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있

는 하천의 웅덩이와 집안의 우물에서 용왕제를 지냈다. 용

왕굿 또는 샘굿이라고도 하는 우물굿은 마을당제(堂祭)의

일환으로 하기도 하고 마을농악대의 지신밟기에서도 하였

다. 농악대는 요즘 들어 사물(四物)놀이라 하는데 이 네가

지는 용의 신출귀몰의 조화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꽹

과리는 뇌공(雷公)으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이

며 장구는 우사(雨師)로서 소나기가 내리는 소리를 뜻한

다.

그리고 북소리는 운사(雲師)로서 구름이 둥둥 떠가는 모

습이며 징은 풍백(風伯)이라고 하여 바람소리라 하는데 이

를 사신(四神)이라고 한다. 이 모두가 비와 바람 그리고 구

름과 번개를 자유로이 부리는 용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라고 민간신앙에서 믿어왔다. 그래서 민가서는 용을 생활

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고 집을 건축할 때 대들보의 위

쪽에 용(龍)자를 그리고 아래쪽에는 구(龜)자를 꼭 써 넣

었다.

그리고 지붕의 제일 높은 곳에 기와지붕의 경우 용마루

초가는 용마름 이라고 했다. 또 집안의 큰방이나 부엌 또는

고방 등 곡물을 취급하는 높은 곳에 햅쌀을 담은 용단지가

있다. 이 모두가 궁극적으로 용을 얻으면 행복과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상동물인

이 용을 쉽게 얻을 수 없다. 중국 황하상류 상서성에 협곡

이면서 급류로 3단계의 높은 폭포를 잉어가 뛰어 오르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전해온다.

그래서 어렵게 노력하여 입신출세의 길이 열리면 등용문

(登龍門)에 올랐다고 일컫는다. 용소란 폭포를 이루고 있

는 아래쪽의 웅덩이를 말하는데 기장서부리 현 웰빙공원

둑 아래쪽 계곡 하천 약 30m가 암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

이 불어나면 폭포와 같이 흰보라를 날리면서 쏟아 내렸다.

여기서 약20m아래 지점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곳에 용

이 서식하고 있었다고 하여 용소라고 했다.

마을사람들은 이 웅덩이에서 굿이나 용왕제를 올리고 주

위 나뭇가지에 붉고 푸른 흰 헌겁을 걸어두기도 했다. 이

용소 위쪽을 용소계곡이라 했으며 아래쪽 마을 복판을 흐

르는 하천을 용소천이라 했다.

용은 대체로 짙은 안개와 비를 동반하면서 구름에 싸여

움직인다고 한다. 바다 또는 큰 연못 등에서 하늘로 오르내

릴 때는 하늘과 땅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안개와 구름의

공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천할 수 있는 온갖 조

화를 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의주(如意珠)를 얻어야만

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소원대로 이뤄지는 것이 여의주란

구슬을 갖는데 있는 것이다. 이를 갖지 못하는 큰 구렁이는

이무기가 돼 물속에서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용소계곡 우백호산인 성산(筬山)아래 참샘이란 곳이 있

었다. 지금은 저수지공사로 없어 졌지만 옛날 자식이 없었

던 가난한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낮에 농사일을 하고

밤이 되면 이곳을 찾아서 끊임없는 득남의 기도를 한 보람

으로 사내아이를 낳았다. 기쁜 부부는 아이이름을 용소골

에서 기원하여 얻은 아이라고 용(龍)이라고 지었으며 그

기쁨을 손자를 애타게 기다리던 노모와 함께 나누었다.

릲금자동아 은자동아 천지간에 일월동아 은을 준들 너를

사며 금을 준들 너를 사랴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속에서 솟

아났나릳 아이를 어루는 노모의 소리는 온 동네 사람들을 즐

겁게 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행복해야 할 이 농부의

집에 화가 미쳤다.

얼마 후 아이의 겨드랑이에서 꼭 용비늘 같은 날개가 나

지 않았겠는가 사람에게 날개가 붙으면 큰 장수가 돼 앞으

로 임금의 자리를 내다본다는 것으로 이 같은 일은 역적이

돼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었다. 용이의 부모는 이러한 이야

기를 이웃사람들에게서 듣고 큰 걱정이 되었다. 자기들 내

외와 큰집 그리고 처가의 전 가족들이 역적의 참화를 입는

것 보다 차라리 용이를 깊숙한 용소골에 갖다 버리기로 했

다. 칠흑같이 어둡고 구름이 꽉 낀 어느 날 밤 용이 아버지

는 노모 몰래 아내의 통곡소리를 멀리하고서 용이를 안고

용소골 상류의 애기소 바위 위에 잠자고 있는 아기를 눕혀

놓고 눈물을 머금고 뒤돌아섰다.

그것도 맹수가 설치고 있는 이 산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버리고 돌아서는 용이의 아버지는 천

륜을 어겨야만 했었다. 얼마를 내려왔을까. 천둥이 크게 치

고 시퍼런 번개 불이 주위를 순간순간 밝힐 때 하늘에서

릲아빠릳하고서 귓전을 울린다. 쳐다보니 용이가 작은 날개를

펄떡이며 하늘을 날아가고 있지 않은가 릲용아릳, 릲용아릳하고

부르면서 용이 아버지는 쓰러져 기절했다는 용소골에 얽힌

슬픈 전설이다.

민간신앙에서 권위와 조화에 초

능력을 지녔다는 상상적 동물인

용자를 갖고 있는 가정과 군내마

을 들이 행운의 여의주를 포옹할

날들을 기대해본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⑦

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추가설치안내

□ 무인단속카메라 현황 : 총 9개소(기존 8개소, 추가 1개소)

○ 기장읍(7개소) : 석천상가 앞 사거리 1개소 외 6개소

○ 정관면(2개소) : 정관 휴먼시아 1단지 앞 사거리, 정관

홈플러스 앞(추가)

□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 예산액 : 40,000천원(군비)

○ 설치 장소 : 정관 홈플러스 앞(정관면 정관5로 50)

○ 선정 이유

-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

- 홈플러스 및 상가이용 고객들의 불법주차로 교통방해

야기

○ 기대 효과 : 건물 부속주차장으로 차량 유도 ⇒ 불법주

정차 감소

○ 시범 운영 기간 : 2013. 6. 24(월) ~ 2013. 7. 14(일) 3주

간

○ 단속 실시 : 2013. 7. 15(월) 09:00 ~

○ 단속 시간 : 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교통경제과(709-4574)

릲 릳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ㆍ외

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릫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원자력안전 제보조사관)릮 제도를 2013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원자력안전 제보조사관) 제도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굛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

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

한 제도임

특히,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릫공익신고자보호법릮상

의 책임감면규정, 형법상 자수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적책임

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제보 처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대 옴부즈만으로 법조계 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단, 신고내용이 원자력 안전 분야의 비리 및 부조리가 아

닌 개인적인 주장, 비방 등인 경우에는 접수처리 하지 않으

며, 단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옴부즈만 신고방법]

◈ 전화번호 : 1899-3416

◈ 팩 스 : 02-397-7368

◈ 이 메 일 : ombudsman@nssc.go.kr

◈ 홈페이지 : www.nssc.go.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

제2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 시민상 개요

○ 부문 : 3개 부문(애향, 봉사, 희생)

○ 인원 : 7명(대상 1, 본상 3, 장려 3)

□ 후보자 추천

○ 공통사항 : 시상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시민

○ 추천권자

- 시 소속 실장굛본부장굛국장 및 직속기관장굛사업소장

- 각 구굛군 구청장굛군수

- 각급 기관장, 시민굛사회단체장, 사업체의 장

- 일반시민(단,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

□ 접 수 : 2013. 6. 10(월) ~ 7. 31(수) ▷ 50일간

□ 시 상 : 2013년 10월 부산시민의 날 행사 때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888-3517)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소개

□ 취업성공패키지란?

-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에게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는 one stop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Ⅰ유형 (만18세~만64세)

-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미만 가구원

- 취업취약계층(소득제한 없음) : 결혼이민자, 출소(예

정)자, 장애인,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

만원 미만),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건설일용근로자, FTA피해 실직

자 등

○ Ⅱ유형 (청굛장년층)

- 청년층 : 만 18~29세(군필자는 만 32세) 미취업자

- 중굛장년층 : 만 30~64세 미취업자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지원혜택

- 직업훈련비용 최대 300만원 지급

- 6개월 직업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 상담신청

- 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 서류 : 사업참가신청서, 증빙서류

- 홈페이지 : www.work.go.kr/pkg

고용노동부(☎1350)

대형폐가전제품무상방문수거제시행

○ 시 행 일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크기 1m 이상 대

형폐가전

○ 예약신청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edtd.co.kr),

카카오톡(ID : weec)

환경위생과(709- 4451)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 개 요

○ 캠페인명 : 비상보충소집훈련 및 물놀이철 대비 안전사

고 예방 캠페인

○ 목 적 : 휴가 절정기 도래전 민방위대원이 물놀이 안

전사고예방 캠페인 굛홍보 등 활동 다양화를 통하여 재

난안전 파수꾼 역할 구현

○ 일 시 : 2013. 7. 16 (화) 07:00 ~ 08:00

○ 장 소 : 용소웰빙공원 외 9개소 / 읍굛면별 분산개최

○ 참석대상 :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1,000여명)

□ 행사내용

○ 어깨띠 등을 활용한 휴가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홍보

○ 전단지, 리플렛 등 배포 및 환경정비 활동 전개

재난안전과(709-4281~4)

문화스토리텔링, 지역경제동력원

정영주 명예기자

스토리텔링이란, 릫스토리(story)와 텔링(tell-

ing)릮의 합성어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

한다. 과거에 구전으로만 전달되던 이야기들을

현재는 책만이 아닌, 이미지와 동영상으로도 만

들어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였다.

문화가 고장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으나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문

화관광은 이제 더 이상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원

이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화스토리텔링이 얼마나 중요

한 사회적 자산인지를 알 수 있다.

문화스토리텔링은 글자 그대로 문화를 담은 것을 말한다. 문화스토리텔

링의 소재로는 자연마을이름의 유래, 전설, 구전, 설화, 역사적 사건, 문화

유적지, 전통문화, 인물, 지형, 특산물 등 문화(文化)의 정의만큼 다양한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문화스토리텔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스토리

텔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것을 그 지방을 알리는 핵심 문화콘텐츠로 활

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스토리텔링으로는 사하구 감천동의 릫산복도로(지형)릮,

울산의 릫귀신고래(상징)와 자수정 동굴(경승지)릮, 안동의 릫파락호 김용

환(독립운동가)릮, 시흥의 릫늠내물길(옛길)릮, 청주의 릫삼겹살(구전)릮, 광

주의 릫수피아 홀(근대문화 유산)릮 서울 마포의 릫나루터(경승지)릮, 제주도

의 릫사투리(향토문화)릮, 평창의 릫메밀꽃 필 무렵릮(이효석의 소설) 등을

들 수 있다.

뭐 특별한 것도 없지 않는가. 이 정도 이야기꺼리는 우리 기장에도 얼마

든지 있다. 기장은 부산의 본류가 아니던가. 인물이면 인물, 특산물이면

특산물, 경승지면 경승지(기장8경), 기행가사면 기행가사(차성가), 소설

이면 소설(오영수의 갯마을), 유배문학이면 유배문학(윤선도, 심노숭).

그야말로 문화의 보고(寶庫)가 바로 기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장을

대표할 만한 문화스토리텔링이 과연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문화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급히 기장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엮어

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장의 문화스토리텔링은 문화 예술인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예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로서 무엇보다도 상상력, 직관력,

구상력 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실무 경험자, 향토사학자, 우

리 고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 문화상품개발 경험자 등도 참여하는

특별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기구의 설립을 기대해 본다.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오영수 릫갯마을릮소설과 김수영 감독의 릫갯마을릮 영

화, 갯마을영화 보조 출연한 지역의 어르신(70~80대), 영화 촬영지, 일광

8경, 미역굛다시마, 아구찜, 최백호의 릫낭만에 대하여릮, 소라다방, 이천 재

래시장, 영화 릫우리 형릮, 일광수석, 고산 윤선도 시비 등을 묶은 문화스토

리텔링도 해 볼만 하겠다. 예를 들은 소재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과 시

간으로 우리의 풍요로운 자산들이다.

문화스토리텔링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스토리텔링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기념물의 설치, 기념품의 개발

그리고 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도 필수요소다. 즉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

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을기업이나 사회

적 기업 창업을 통해 이런 기념물 관리나 체험운영, 기념품과 관광 상품을

생산굛판매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즉, 문

화스토리텔링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적 자산으로서 문화스토리텔링의 값진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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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선재하이테크릮국내를넘어세계를겨냥하다

완벽한 정전기 제거 기술로 대기업 납품

(주)선재하이테크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전기 부분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우수한 기술경쟁력 보유

쉼 없는 신제품 개발

생활 속에서 종종 발생하는 정전기는 깜

짝 놀라거나 불쾌감을 줄 뿐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반도

체, LCD, PDP 같은 미세 가공 공정이 요

구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전기는 회로

간의 절연막을 방전에 의해 파괴시켜 불량

제품을 양성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한다.

일광면 청광리에 위치한 (주)선재하이

테크(대표이사 이동훈, 이하 (주)선재)는

정전기를 측정, 진단하고 제거하는 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

로 AMOLED, LCD, PDP 등과 같은 FPD

산업에서 정전기 부문 국내 1위의 시장점

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3위

권 이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00년 5월 설립 이후 이노비즈 인증 획

득은 물론 2013 부산혁신기업인상(IP혁

신),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벤처기업

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정전기 제거 핵심기술과 관련

한 지식재산권만 해도 100여건에 이른다.

정전기 제거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연X-선에 의한 공기 전리 방식과

코로나 방식, 즉 이온생성에 의한 공기 전

리 방식이다. 공기 중에 있는 +, - 이온의

균형이 깨지면 정전기가 생기는데 이온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정영민 경영지원부 차장은

릲정전기를 제거하는 한 가지 기술만 보유

한 경쟁업체들과 달리 저희 회사는 두 가

지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릳라고 말했다.

이동훈 (주)선재하이테크 대표는 릲반도

체나 LCD 공정 시 재료 투입부터 출하 단

계까지 소요되는 정전기 제거 장치가 수천

개에 달하고 공정의 조건과 제품의 정전기

량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필요

하다릳며 릲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이 요구하는 어떤 사양의 제품이라도 공급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이자 성공 비결릳이라고 했다.

현재 (주)선재는 태양광과 반도체를 포

함한 신재생에너지산업, LED 응용산업,

위생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삼성그

룹과 LG그룹, 중국의 대표적인 LCD업체

인 BOE그룹, 일본의 니콘, 도시바, 히타치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활동하

고 있다.

부경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 벤처로 출

발해 13년 만에 이 분야 최고 수준의 업체

로 성장한 비결을 물으니 이 대표는 릲운이

좋았죠. IT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했

다릳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오늘

날의 눈부신 발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이 대표의 경영철학이 있기에 가능했다.

릫양보하는 인재상, 기술력을 갖춘 인재상,

회사를 사랑하는 인재상릮이라는 회사 경영

이념에는 그의 생각이 온전히 묻어난다.

평소 기업의 수익창출은 신제품 개발에

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는 2015년

정전기 분야 세계1위를 목표로 지금도 끊

임없이 신제품 개발 및 사업의 다각화에

힘쓰는 한편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쏟

고 있다.

업무 중 하루 세 번 직원 휴식시간을 알

리는 음악소리가 들리고 점심시간이면 함

께 산책을 즐긴다는 이 곳 (주)선재에서

는 오늘도 올해 매출 300억원을 목표로

120여명의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자원봉사자행복건강걷기대회성황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월 1일

릫자원봉사자 행복건강 걷기대회릮를 실시

했다. 이번 자원봉사자 행복건강 걷기대

회는 테마임도 산행과 체육공원에서의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진행됐으며 각 단

체 봉사자와 개인봉사자가 모두 참여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실시하는 릫이달의 자원봉사자릮 시상에 기

장군 센터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장노인

복지관에서 물리치료 보조와 무료급식

봉사를 해온 지명숙 봉사자가 우수자원

봉사자로 수상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릫여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릮 프

로그램을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

시할 예정이다. 또 휴가철을 맞아 해수

욕장 릫바다사랑 환경정화릮 활동도 7월 31

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2회를 실시할 예

정이다. 참여 방법은 자원봉사 포털 시

스템 (www.1365.go.kr)에서 선착순으

로 모집될 예정이다.

뢾7월 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뢿

기장향교, 유교문화유적지탐방

기장향교 소식

제천향교 명륜당앞에서 기장유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기장향교(전교 김두봉)는 6월18일 기

장군 관내 5개읍굛면 유림들로 구성, 충

청북도 제천시 소재 제천향교를 방문<사

진>했다. 이날 김 전교를 비롯한 150여

명의 유림들은 양산휴게소에 최종 집결

해 문화탐방의 노정을 시작했다. 김 전

교는 인사말을 통해 릲유림들의 결속과 향

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문

화권을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오늘 본 문화탐방을 통해 좋은 경험과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기장을 지키고 가꾸어

온 선배유림들의 향토애를 영원히 보존

하였으면 좋겠다릳며 참석한 유림들을 격

려했다.

정정일 유도회장은 릲우리 기장유림들

의 조직 활성화와 유대를 강화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릳며 인사를 했다.

제천유림들은 이날 장맛비의 소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따뜻한 환대와 함께

양 향교간의 교류를 시작했다. 우리 향

교와 꼭 같은 명칭의 풍화루와 배향된

성현들의 일치감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 향교에서는 준비해간 향교지

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기장미역과 다

시마를 기념품으로 전달했으며 제천향

교에서는 제천시의 협조를 받은 제천시

의 각종 홍보물을 제공받기도 했다.

봉심이 끝난 후 삼한시대에 축조되었

다는 의림지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제천

의병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자양공

당을 보며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

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다

고 한 어느 의병의 외침도 들을 수 있었

다. 기장향교와 기장유림들의 문화탐방

은 해마다 1회로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

지만 오늘을 계기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는 장애인 운전

재활을 목적으로 운전연습 시뮬레이터 9

대를 설치, 국내 비영리 단체로는 최초

로 장애인 운전재활센터를 구축했다.

운전재활센터는 지난 6월 3일 첫 개강

을 시작으로 부산지역 장애인들의 운전

재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운전연습 시뮬레이터는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김용철 교수 외 박사연구위

원 4명이 3년 동안 연구개발을 거쳐 완

성한 것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장애인운전재활센터의 오픈으로 부산

지역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은 물론 운전을 활용한 취업

과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문의는 사)국제장애인협의회 전화

469-3250으로 하면된다.

장애인운전재활센터개소

7/13
정관 새싹봉사캠프

3시간
향교 봉사배움터

7/20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장경찰서)

기장문화관광 교육 및
환경정화

1시간

7/24
v-day(기장, 정관

재능배움)
3시간

7/29~31
2013 여름청소년자원봉사

학교 1기
10시간

7/31~8/2
2013 여름청소년자원봉사

학교 2기
10시간

7/31 바다사랑 1기 2시간

※ 프로그램 활동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

습니다.

▷ 봉사활동 신청 www.1365.go.kr 문의:

기장군자원봉사센터(722- 2365)

정관동일스위트 1차아파트이장정동주씨선출
입후보자 7명 …주민의 관심과 열기 뜨거워

정관신도시에 위치한 정관동일스위트 1

차아파트 이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지난 5

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파

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이장으로 입후보한 주민은 모두 7

명으로 신설아파트 주민의 이장 선출에 대

한 관심과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

데 이희준(73)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소

를 지키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릲이장은 발

로 뛰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하

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좋겠다릳며 릲어느 분

이 이장이 되든 아파트 발전을 위해 노력

해 줄 것릳을 당부했다.

이날 투표가 마감되고 울산 현대자동차

를 정년퇴직 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정동

주(65굛사진)씨가 이장으로 선출됐다.

정 이장은 당선 소감으로 릲한 마을의 작

은 직책이지만 군수, 시장 못지않게 발로

뛰며 성실히 직책의 소임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정 이장은 계속해서 릲아파트 발전

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기장

군과 정부의 시책 등이 주민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할 계획릳이라고 밝혔다.

정 이장은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

정보전달에 특히 관심이 높았다.

정 이장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입주민

을 일일이 찾아 이장 공약을 설명하고 다

녔다고 한다. 릲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

한다. 설령 이장에 선출이 안 되면 어떤가,

많은 주민들을 만나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소득이다릳

라고 말하는 정 이장의 얼굴에서 호탕한

성격을 읽을 수 있었다.

정 이장은 기장군에서 가장 입주민이 많

은 만큼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입주민

에게는 혜택과 아파트에는 공동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기 위해 벌써

부터 동분서부하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과 학원 등의 운영을 아파

트 내 주민이 직접 운영한다면, 주민은 적

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운영자는 안

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구상을 내 놓았다.

정 이장은 릲앞으로 반장이 뽑히고 나면

조직을 잘 정비해 아파트 발전에 매진할

것릳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정이현(51) 아파트 관리소장은 릲동일스

위트 1차아파트가 1천758세대로 입주민이

6천여명에 이른다릳며 릲외부 유입된 주민들

로 이뤄진 곳인 만큼 이장 선출이 주민의

관심사가 된 것 같다릳고 말했다.

릲정관동일스위트 1차 아파트는 단지 내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도

서관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릳며 릲주

민께서는 시설을 적극 이용해 주시돼 내

물건처럼 아껴 달라릳고 당부했다.

유관기관 소식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릫범죄예방 환경설계릮 주민설명회 개최

현대중공업(주) 기술교육원 위탁과정

교육생 수료식 및 입학식 개최

한국폴리텍Ⅶ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황전원, 정관소재)는 5월 31일 현대중공

업(주) 기술교육원 위탁과정 207기 교

육생 60명의 수료식<사진>을 본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 60일, 472시간

동안 동력배선 분야, 생산기계 분야 각

각 30명씩 60명이 동부산캠퍼스에서 기

술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6월 13일에는 현대중공업(주)

기술교육원 위탁과정 210기 교육생 60

명(생산기계 30명, 동력배선 30명)의 입

학식이 있었다. 이들은 51일, 400시간 동

안(2013. 6. 5 ~ 2013. 8. 30) 교육을 받

게 된다. 수료생 및 입학생들은 모두 현

대중공업 및 협력업체에 취업이 예정되

어 있다.

동부산 캠퍼스는 실업극복을 위한 사

회 전반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기업체 및

단체와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교육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산기장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2013년 6월 10일 (사)정관주민자치회 6

층 대강당에서 서장, 정관면 이장단, 아

파트입주자대표회장 등 지역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룗안전도시 환경조성

을 위한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주민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늘어나는 정관지

역의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에게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범

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기술인

셉테드 기법을 정관지역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동의대 건축학부 최임주 교수의

릫CPTED 원리 및 국내외 적용사례릮 설명

이 있었고 이어 기장경찰서 장범수 생활

안전계장의 현장점검 사례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

됐다.

이 날 류해국 기장서장은 정관이 범

죄로부터 안전한 명품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찰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

의 현장목소리를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

다.

참석한 주민들은 셉테드를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범죄로부터 안전

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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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아트홀 신바람 문화회원 안내

기장군의 새로운 신바람 문화를

일으킬 차성아트홀 문화회원을 소

개합니다. 주말극장 연극 뮤지컬 문

화체험 어린이연극교실등 기장군민

과 함께 열어가는 차성아트홀의 가

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장군민1만

원 타지역민은 연간10만원으로 1년

간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실 수 있

습니다.

지금예약하세요 051)723-7203

(문화기획 신바람회원 무료)

h t t p : / / ca f e , daum . n e t /

chasungart (차성아트홀 까페회원

모집)

회원모집

뮤지컬 뢾한 여름 밤의 꿈뢿은 셰익스피

어의 한 여름 밤의 꿈을 동시대적 상상력

으로 풀어 낸 판타지 뮤지컬이다. 사랑하

나 사랑이 불안 젊은이들, 꿈을 이루고자

하나 배가 고픈쟁이들, 우주의 종말의 이

유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는 우주인들

이 등장하는 난장 뮤지컬이다.

모든 것이 멸종해 버린 빙하기처럼, 꿈

도 사랑도 부질없어진 21세기 지구 위의

한 겨울 밤을 견디는 인간들의 꿈과 사랑

을 다뤘다.

릫한 여름 밤의 꿈릮은 연희단거리패 젊은

배우들이 만들어 내는 특유의 연극성과 강

한 앙상블이 돋보이는 뮤지컬뢾천국과지옥

뢿 뢾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뢿 뢾챗

온러브뢿 등을 잇는 독특한 성장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21세기 세기의 중심 뉴욕에는 지구창조

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 끊임없이 싸워대는 금성인 티타냐와

화성인 오베론 부부, 그리고 퍽. 결국 티타

냐와 부부싸움은 지구인들이 더 이상 지구

위에 존재하는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

고,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어 인간이 우주

밖 미지 세계로 탈출을 꿈꾸게 한다.

지구의 한 모퉁이 서울에는 더 이상 지

구 위에 존재하는 사랑에 대해 믿음을 가

지지 못하는 현정과 그녀의 애인 준호가

살고 있다 그들의 사랑과 꿈의 도시 뉴욕

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뉴

욕에는 아버지를 피해 뉴욕으로 도망치는

꽃님과 남훈 사랑하는 꽃님을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강헌과 강헌을 보면 배

가 아파올 정도로 아픈 사랑을 하는 예빈

의 엎치락뒤치락 한바탕 사랑의 소동이 기

다리고 있다.

2013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파이스토리 : 악당상어 소탕작전

뢾파이스토리 : 악당상어 소탕작전뢿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바다 속 산호마을을

배경으로, 더 크고 강해진 악당상어 릲트

로이릳의 습격에 맞서 싸우는 슈퍼 영웅

릲파이릳와 산호마을 친구들의 활약상을 담

고 있다. 전편보다 더 커진 스케일과 흥

미진진한 바다 속 모험을 보여줄 뢾파이

스토리 : 악당상어 소탕작전뢿은 한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를 통해 쟁쟁한 경쟁작

들을 제치고 릫새해 가장 보고 싶은 애니

메이션 1위릮에 등극하는 등 2013년 최고

의 애니메이션이 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온가족이 다 함께 극장에서 알록달록

한 산호마을의 풍광과 입체적인 해양동

물 캐릭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뢾파이스

토리 : 악당상어 소탕작전뢿은 어린이들

에게 신나는 바다 모험을,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체험학습 숙제를 한꺼번에 해

결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0세기 폭스가 선택한

첫 한국영화 런닝맨

영화 뢾런닝맨뢿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목격한 한 남자

릫차종우릮가 누명을 쓰고 한 순간 전국민

이 주목하는 용의자가 되어 모두에게 쫓

기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해

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도

입한 글로벌 사업의 지원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뢾런닝맨뢿은 할리우드 메이저 스

튜디오인 20세기 폭스가 메인 투자를 맡

은 첫 번째 한국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

를 지닌다.

뢾박쥐뢿(유니버셜 픽쳐스), 뢾황해뢿

(20세기 폭스)와 같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부분 투자사로 참여했던 사

례는 있지만, 이처럼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메인 투자사로 참여한 것은

뢾런닝맨뢿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이다.

한국 영화 첫 메인 투자작으로 뢾런닝맨뢿

을 선택한 데 대해 20세기 폭스 측은 릲뢾

런닝맨뢿은 할리우드 영웅물과 달리 평범

한 소시민을 주인공으로 주변의 다양한

캐릭터들과 예측 밖의 사건들, 액션의

볼거리가 고루 갖춰진 작품이다. 캐릭터

와 이야기 속에 담긴 한국적 정서와 서

울 도심의 지형을 이용한 신선한 도주

액션까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릳라고 기대감

을 표한 바 있다.

일생에 단 한번,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전국노래자랑

릳딩동댕굩 전~국~노래자랑릲 매주 일요

일 낮 12시 10분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

지는 멜로디. 무려 33년의 역사를 자랑

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프로그램 [전국노

래자랑]이 전격 영화화됐다. [전국노래

자랑]은 1980년 11월 9일 첫 방송된 이

후 참가자 1백만 명, 본선 출연자 3만

명, 관람객 1천만 명, 방송횟수 1,650여

회, 녹화 필름길이만 전국을 8바퀴 돌고

도 남는다.

국민 버라이어티의 원조다운 각종 기

록을 보유한 [전국노래자랑]은 전 세대

의 고른 사랑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대

한민국 대표 오락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곁을 지키고 있다. 특히 스크린으로 옮

겨진 뢾전국노래자랑뢿은 실제 프로그램

에 출전한 전국 팔도 수많은 참가자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

한다. 연출을 맡은 이종필 감독과 스탭

들은 영화의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 촬영

전, [전국노래자랑] 예심 무대에 직접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다. 무엇보다 특별

한 것은 햇수로 30년 째 [전국노래자랑]

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최장수 MC이자,

[전국노래자랑] 역사 그 자체인 사회자

송해의 특별 출연이다.

그는 릲[전국노래자랑]은 내 역사요,

전신이요 또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프로

다. 그런데 영화로 만들어져 극장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만나 뵙게 될 기

회를 얻었으니, 이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나?릳라고 밝히며 [전국노래자랑] 영

화화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표시했다.

극 중 주인공 릫봉남릮이 참가하는 김해시

편 [전국노래자랑]의 MC 릫송해릮 역으로

특별 출연해 예의 정감 있는 진행 솜씨

를 발휘한 그는 영화 뢾전국노래자랑뢿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며 힘을 실

어줬다.

잘나가던 공무원

문방구 사장으로 변신 미나문방구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활발하게 오가

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일으

키는 캐릭터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최강희. 최근 드라마 [7급 공무원]

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분해 종횡무진

브라운관을 누비던 그녀가, 이번에는

영화 뢾미나문방구뢿에서 릫공무원릮을 그

만두고 릫문방구 사장릮으로 유쾌한 변신

을 시작한다.

최강희가 뢾미나문방구뢿에서 맡은 릫강

미나릮는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억지로

떠맡게 된 문방구를 한시라도 빨리 처분

하기 위해 분투를 벌이는 인물로, 때로

는 까칠하고 다혈질이지만 마음만은 따

뜻한 캐릭터다. 특히 최강희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채 일과 사랑 앞에서 고민하는 20~30 대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릫미나릮를 통

해 여성 관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릫강미나릮라는 캐릭터를

위해 남다른 열정과 프로다운 모습을 보

여준 최강희는 릫미나릮를 자연스럽게 소화

하기 위해 매 씬마다 정익환 감독과 충

분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물론, 아이

들과의 호흡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모습

을 보였다고.

이에 대해 뢾미나문방구뢿의 연출을 맡

은 정익환 감독은 릲최강희는 릫미나릮그 자

체였다. 릫강미나릮역에 최강희가 아닌 다

른 여배우를 생각 할 수 없었다. 그녀는

20~30 대 여성들의 감정을 가장 깊고 풍

부하게 소화해낼 줄 아는 연기자릲라며

최강희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랜 기간 다져진 풍부한 연기 경력, 그

리고 언제나 캐릭터를 잘 표현해내기 위

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배우 최강희. 그

녀가 보여줄 릫강미나릮는 2013년 가장 매

력적인 캐릭터로 관객들에게 뜨거운 사

랑을 받을 것이다.

뮤지컬 릫한여름밤의꿈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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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 (월요일)

▲ 스테가노그래피(Steganography) / 보안뉴스 1월 9일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기술이다.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은닉 채널이나 보이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기술로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과 같은 다양한 디지

털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숨겨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폴란드 바르샤바 기술 대학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

원들은 스카이프 통화 도중 묵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

이터 패킷에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

다고 밝혔다. 보이치에흐 마쯔크직, 크쉬슈토프 슈치피오르스키,

그리고 마치히 카라세등의 연구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스테가노

그래피에 관심을 가져 왔다. 스테가노그래피란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에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이다. 스카이프가 130바이트의 음성 데이터 패킷과 70 바이트의

묵음 패킷을 전송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들은 메시지를 추가

로 송수신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 묵음 패킷을 이용하기로 했다.

▲ 리셋 증후군(Reset Syndrome) / 여성신문 1월 26일자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켰을 때 시스템을 초기화 상태로 되돌

리는 일을 뜻하는 릫리셋(reset)릮과 증후군을 뜻하는 릫신드롬

(syndrome)릮의 합성어이다. 컴퓨터를 리셋(reset)하는 것처

럼 현실도 리셋이 가능할 것이라 착각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말한다]

인간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이를 풀기보다는 그냥 단절하고 다른 사람과 새

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다. 즉 리셋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시간이나, 새로운 계획

이나 새로운 사람과 다시 시작하면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인데도 이들은 컴퓨터를 오류 이전의 상태

로 복원시키듯 사람도 문제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

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리베이트 쌍벌제 / 세계일보 3월 10일자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

게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각종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측과 그것을 받는 병원이나 의사측이

함께 처벌받는 제도이다.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

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

사 119명이 사법처리됐다. 쌍벌제 시행 전에 리베이트를 챙긴

1300여명도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을 제외하고

도 쌍벌제 시행 뒤 최근 2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는 3134명이다. 이 중 자격 정지를 당한 의사는 172

명(5.5％)뿐이다. 리베이트는 지금도 의료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사 등을 통해 일반에 알려지는 릫뒷거래릮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만큼 리베이트 관행의 뿌리는 깊다.

▲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 / 조선일보 5월 29일자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

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

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상품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 동

안 사용한 후 상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품교환 또는 환불을 요

구하는 유형에서부터 상품으로 인한 근거 없는 신체적굛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품굛환불을 넘어 보상금을 요구하는 유형,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식료품 등에 이

물질을 넣어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 등이 있다]

일반 대중에게도 릫블랙 컨슈머릮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

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서비스 기업의 약

83.4％가 블랙 컨슈머의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한다. 작년에

는 릫쥐 식빵 사건릮을 조작한 블랙 컨슈머, 음식점과 식품 회사를

상대로 음식 먹다 다쳤다는 거짓말을 통해 2년 동안 829회에

걸쳐 돈을 뜯어낸 블랙 컨슈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받

은 블랙 컨슈머의 사례를 통해 이들은 대체로 계획범죄를 하며

재화 소비가 아니라 기업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블랙 컨슈머는 소비자라

고 할 수 없으며 차라리 이들은 범죄자와 다름이 없다.

▲ 공정무역 / 연합뉴스 5월 11일자

[국가 상호간에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

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

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릫2013 세계 공정무역의 날릮 부산캠페인이 11일 부산 해운대

이벤트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부산캠페인은 학술단체인 부산공

정무역연구회와 아름다운 가게 부산울산본부, 아이쿱 해운대생

협, 구름나무커피 등 단체가 행사를 주관했다. 릫공정무역을 지

지하세요릮(Support Fair Trade)라는 주제로 열린 이 캠페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정무역 커피, 카카오, 설탕 등을 집중 소

개하고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렸다. 행사장 중앙에 마

련된 공정무역스피치 대회에서는 일반시민을 포함한 학생들이

직접 나와 공정무역 공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생

산자그룹 사진전시, 길거리 스티커 설문, 포토월(Photo Wall),

공정무역제품 소개 등 부대행사와 볼거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슈로본시사용어 장마철교통사고예방수칙

2009 ~ 2011년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6

~8월에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빗길 교통사고 총 6만 766건

이 발생하여 1,773명이 사망하였으며, 이 중 6~8월 사망자가

674명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8％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시정거리가 짧은 데다

마른 노면에 비해 제동거리가 30％정도 길어지는 등 평소보

다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감속운행과 차간거리 확보 등 장마

철 안전운행 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섯 가지 수칙굩

1. 빗길 운전 시 평소보다 20％ 감속운전 (폭우 시 50％ 감속)

2. 차간거리 평소보다 50％이상 확보

3. 수막현상을 대비하여 타이어 점검 철저

4. 주굛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5. 물웅덩이나 내리막 통과 시 1~2단 저단기어 운행

자료제공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315-5000)

여름철우기감전사고주의보발령

□ 발령사유 : 6~8월은 우기와 무더위로 인해 전기 감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경

각심 고취를 위해 여름철 우기 감전사고 릲주의보릳를 발령

□ 감전사고 예방요령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 땅에 떨어진 전선 가까이에는 가지 않는다.

- 릫위험릮, 릫고압릮 등이 쓰인 장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709-4119/4949)

조선시대자생차군락지와차사발
기장향교 인근에 자생하는 차나무의 우수성과 차 사발을 알리자

황산요에서 기장 자생차 종자 파종으로 성장 중인 차나무(수령 20년)

기장향교 전경

기장군 기장읍 교리초등학교 뒤쪽에 자

리한 기장향교는 고려 때 기장의 읍치로

당시 고을 사람들이 흙으로 쌓은 토성이

지금도 잘 남아 있고, 조선 초 석축으로

쌓은 기장초등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기장

읍성과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기장향교 좌측과 우측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전

부터 자생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차하면 흔히 차 시배지라

알려져 있는 하동을 차의 본향이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원래 차의 주산지가 중국

이라서 차나무가 식생 할 수 있는 조건이

면 어디든지 재배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특히 따뜻한 남쪽지방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기장지역도 해안

가의 해풍과 함께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차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천혜

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기장향교 인근의 자생차 차나무 군

락지는 이런 양호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2곳의 자생 차 분포지가 우리나라 산림

유전자원보존 자원으로 선정되어 있다.

유학을 숭상하는 기장향교와

주변의 자생 차 군락지

조선시대 지방의 관립교육기관인 향교

의 주체학문인 유학에서 군자는 이상인으

로 생각하는 상이다. 19세기 초의선사가

김정희 선생의 아우인 산천도인 김명희에

게 보낸 시 중에서 릲차의 성질이 군자와 같

다.릳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릲예부터 성현

들이 모두 차를 사랑함은 차의 성질은 군

자와 같아서 사악함이 없음이라(古來聖賢

俱愛茶茶如君子性無邪)릳 하였다. 차의 성

질이 군자와 같아서 차 성질의 사무사(思

無邪)와 군자의 사무사가 바로 유무상통하

는 견지를 읊은 시이며, 우리는 이 시를 통

하여 조선시대 선비들 즉 유림들의 차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기장향교를 통한 차문화가 언제 어떻게

성행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만, 조선시대는 다의례(茶儀禮) 등을 비

롯한 차문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향교가 234

곳에 있지만 향교를 둘러싸고 자생 차밭

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기장향교를 인접한 왼편과 오른편에

는 지금도 차나무 군락지로 야생차가 자

생하고 있으니 이 자생 차나무의 종 보존

은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시대적 사명인

것이다. 기장향교 인근의 차나무 자생군

락지는 2곳으로 향교의 오른쪽 대나무 밭

과 왼쪽의 소나무 군락지 아래에 위치해

있다. 옛날부터 자생되어 온 이곳 자생 차

자생군락지에서 기장읍 소재의 황산요(이

수백)에서는 약 20여 년 전에 이곳의 차

나무 씨를 받아 현재는 차밭을 직접 만들

어 차를 재배하여 차 잎을 가공하여 음용

할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있다.

조선시대 기장 차와 관련된 문헌기록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는 임란 10년 뒤인 1609년 5월

의 기유조약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으

나 실제로 양국사이의 무역은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견 제1선을 파견하

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는 모두 사절이 탄 사선이었

으므로 왜관의 입항에서 출항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는데 왜관

에 도착한 사절단 일행은 부산진의 연향

대청에서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에게 다

례의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 사절단

이 조선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인사예의

라고 볼 수 있었다.

일본의 사절단이 동래에서 다례의를 거

행하려면 차와 다기가 있어야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차와 다기는 어느

나라 물건을 사용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일본에서 가져온 것도 있었

겠지만 기장을 포함한 동래 인근의 차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다기도 우리지역에서

만든 것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된

다. 한 예로룙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

錄)룚의 1678년의 기록을 보면 릲기장의 사

기장 한명을 우선 왜관으로 보내 달라.릳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다기도 함께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801년부터 1806년까지 기장에

유배 온 학자 심노숭의 룙남천일록(南遷日

錄)룚에서는 2번이나 차와 관련된 글이 보

인다. 1803년 6월 19일자를 보면 릲맑은 날

씨가 무척이나 더웠다. 동래의 조동이 돌

아왔는데 차를 달이는 솥 1좌를 주었

다.…릳라고 기록되어 있고 1802년 2월 22

일자를 보면 릲날씨는 맑았고… 지난 해 이

날처럼 산소에 다례행사의 고유문을 작성

하고….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한양에서 온 낯선 인물에

의해 차를 달이는 솥과 다례행사 때 쓸 고

유문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기장에서는 그 당시에 어

떤 목적이었던지 간에 차문화가 성행하였

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차 생산이 활

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도 있는 내

용이다. 이는 조선 초에 창건된 기장향교

좌우편에 자생으로 분포되어 있는 야생 차

군락지가 역시 그 증거 중에 하나이다.

산림유전자원보존 현장세미나에 따른

기장지역 자생차 보존 자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산림유전자원보존 현장세미나의 룗야생 차

나무 산지별 유전구조와 유연관계룘(양병

훈/국립산림과학원)라는 제하의 발표문

에서 앞에서 언급한 두 곳에 대한 자생되

어 차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차나무

산지의 유전구조와 유연관계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 기장지

역의 자생차나무의 유전적 배경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품종생산을 위한 교배

와 실제 품종 동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할 수

만 있다면 기장지역 향교인근 2곳의 차나

무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앞으로 우수한

품종을 육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좋은 차

나무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 자료를 보면 릲국내 차나무 38개

산지로 전라북도 2곳(부안 익산), 전라남

도 25곳(보성 5, 무안 1, 순천 1, 나주 9,

함평 2, 영광 2, 구례 4, 곡성 1), 경상도

11곳(남해 1, 고성 1, 사천 2, 김해 3, 창원

1, 밀양 1, 기장 2)을 대상으로 2008년에

채취한 380개의 시료에 배한 AMOVA를

이용한 분산요소의 비교에서 전체 유전변

이의 87.72％가 산지내의 개체변이에서

존재하고, 13.28％가 산지간의 차이로 설

명되었다.릳 라 하고 있으며 또 릲유전변이

결과를 종합하여 리뷰한 결과에 의하면

집단간 차이는 피자식물(총121개)의 경

우는 10.2％이고 지역적(총127개 문헌)

또는 광범위한 지리적 분포(총9개 문헌)

를 갖는 수종의 경우 6.5％와 3.3％이며

타가수정(동물매개)하는 수종(37개 문

헌)의 겨우는 9.9％, 중력에 의해 종자비

산이 이루어지는 수종(30개 문헌)의 경우

13.1％, 동물이 먹은 후 배설에 의해 종자

전파가 이루어지는 수종(14개 문헌)의 경

우 5.1％, 유성번식하는 수종(184개 문

헌)의 경우 9.6％, 2차 천이수종(58개 문

헌)의 경우 9.5％ 등과 같다.릳 라고 기록되

어 있다.

그리고 릲이것은 타가수정하며 장수하는

식물이 그렇지 않은 식물에 비해서 집단

내 유전변이량이 많고 집단간 유전적 분

화의 정도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릳

라고 하며, 릲차나무의 경우 풍매에 의해서

교배가 이루어지고 종자에 의해서 차대를

생산한다.릳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남 김해 진곡, 동삼동, 감

로사지 등 14개 산지가 포함된 그룹이 가

장 큰 유전변이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다음으로 전남 보성 다전마을, 징광

사지 그리고 나주 금성산 등 9개 산지가

같이 유집되었다. 기장의 2곳 가운데 한

곳은 전남 구례 구층암, 경남 창원 봉림사

지, 전남 무안 학골 지역과 그룹을 이루고

한 곳은 전남 구례 왕시리봉과 같은 그룹

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기장의

릫차문화릮와 릫차사발릮을 알리자.

기장은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일본

과의 가까운 거리 관계로 역사 속에서 임

진전쟁이라는어려움을당하기도하였으나

유구한 역사와 면면히 이어온 민족의 전통

문화가 살아 있는 고장으로 위기 때 마다

민초들의 힘으로 버티어 왔다. 임진전쟁이

끝나고 한 때 기장은 주인 없는 고을이 되

었으나 고을백성들의 끈질긴 생명력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1617년에 그 당시

학교이며 유림의 회맹장소인 기장향교를

중건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우리의 차

문화도 회복된 것으로 짐작해 본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전에 향교에서 행

하여졌던 다례의가 전란으로 유야무야되

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다시 예전의 다

례의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

리고 차가 있으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차

그릇이 있기 마련인데 기장은 예로부터

좋은 태토인 흙이 기장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각 시대마다 토기, 청자, 분

청사기, 백자, 옹기 등 그 시기에 맞는 그

릇을 생산한 가마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

루어져 왔다. 특히 조선 초에는 왕실에 공

납을 한 관사명 인화분청이 있는 그릇을

비롯하여 제사의례용기, 불교용기 및 일

반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 좋은 그릇

을 제작하였다. 이는 기장에 흙을 비롯하

여 그릇을 만드는 장인(沙器匠)과 물, 그

리고 불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 환경이 좋았던 것이다.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마친 기장의 대표적 분청사기 가마터인

상장안 가마터(오그랑텃골)에서는 염주

를 비롯하여 대표적 유물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서 새로이 조성준비 중인 기장도

예촌 전시자료는 물론 기장지역 도자사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잊어버렸던 기장의 차사발도 복원

하여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

성 및 원자력의학원 개원과 중입가가속기

유치 등 미래산업과 의료도시화 개발이

한창인 기장은 동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가 지역으로 마침 기장도예촌 조성과

도 때를 같이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기장

지역 대표적 분청 마가터로 볼 수 있는 상

장안도요지의 나머지 발굴을 포함한 각

읍면별에 소재한 가마터에 대하여 앞으로

관계 전문기관의 시 굛 발굴조사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져 기장 도자사의 내용을 소

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장 자생차로 만

들어진 차문화 함께 기장의 역사 속에 번

성하였던 도자기문화 즉 차사발이 접목만

잘한다면, 기장은 동남해안 지역의 중요

한 차문화 지역과 차사발 생산지의 하나

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가 기장도예촌의 발전도 분명히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황구(기장문화원 향토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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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웅 시인의 열아홉 번째 시집인 뢾사하라는 피지 않는다뢿는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물신숭

배사상을 비판하고, 그 결과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전혀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언어를 되살려내는 것이며, 이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언어를 되살려내는 것은 노자의 릫무위자연릮과도 같은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는 일일

것이다. 삶이 예술(시)이 되고, 예술(시)이 삶이 되는 세계가 바로 그것일는지도 모른다.

저자 이해웅 시인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1973년 시집 룙壁룚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으로는 룙壁룚, 룙반란하는 바다룚, 룙구름같이 바람같이룚, 룙씨족마을룚, 룙먹고 사는 일룚, 룙겨레의

恨룚, 룙눈짓으로 오는 소리룚, 룙파도 속에 묻힌 고향룚 등이 있고, 시선집으로는 룙산천어가 여는

아침룚, 룙시간의 발자국들룚(Ⅰ굛Ⅱ권)이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에세이집과 여행기와 연구서 등이 있으며 부산시인협회장을 역임했고, 현

재부산교육대학교명예교수로출강을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 및 부산작가회의 고문이

며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이해웅 시집 뢾사하라는 피지 않는다뢿 도서출판 지혜 / 1만원

이해웅 시인 릫사하라는 피지 않는다릮 출간

정규섭 회장이 우리나라 전통의 돛단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릲우리가 나무로 만든 돛단배를 직접 만들어 넓은 바다를

항해한다면 자연이 주는 에너지와 엄청난 장관에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연의 순수성을 범하지 않고서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목선의 큰 매력입니다릳

기장에 범선축제와 대회를 주최하고 체험장을 만들기 위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범선보존협회 정규섭(장안읍

반룡리)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와 배에 관심이 많아 해양

대학교 조선해양학과를 졸업했지만 가족의 만류로 건축을

생업으로 몸담아 왔다. 그러던 중 88올림픽 이후 요트가 국

내에 널리 알려지면서 대중화가 시작되던 시기, 울산대 요

트 동아리를 알게 되면서 카누와 요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정 회장은 수영만에서 열린 요트대회를 시작으로 국제대

회에도 참가할 만큼 실력을 쌓아왔다. 어느 날 정 회장은

페루에서 갈대로 엮어 만든 전통 배인 토토라 배를 스포츠,

관광문화 행사로 승화시킨 것을 보고 릲우리 선조들의 조선

기술도 뛰어난데 왜 우리의 배는 없을까?릳하는 물음을 가지

게 됐다.

1995년부터 전국의 도서관과 관련 대학들을 찾아다니며

옛선조들의조선자료를수집했으나문헌으로남아있는자

료가전무한상태고목선을만들던장인들도찾아보기힘들

었다고 한다.

캐나다에는 목선 건조학교가 있어 조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판매까지연계하고있어인재양성에힘쓰고있는데비

해우리나라는기초적인자료도없어매우안타깝다고그는

말한다.

정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25미터에 이르는 범선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 지금은 8미터 남짓

한 전통방식의 돛단배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까운 수영만과 광안리 등에만 가도 요트 체험을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목선을 고집하는 걸까. 정 회장

은 목선만이 자연의 바다와 인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

한 매개체라고 말한다.

릲요즘 만드는 모든 배들은 FRP를 기본 재료로 사용합니

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수명

이 10년 내외인데 반해 목조선박은 30년이 지나도 초기 강

도의 87％까지유지된다릳며 릲이같은특성때문에외국에는

100~200년 된 목조선박도 흔하다릳고 설명했다.

길고 평평한 나무 재료를 일정하게 겹쳐 놓아 아름다움

과 외부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게 만드는 목조선

박은 타 재료로 만든 배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소개했

다.

정 회장은 릲기장은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 관광지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양과 관련한 해양문화레저가 없다릳

며 릲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요트를 만들고 바다를 체험할

수있는체험장을만들고기장을해양문화의메카로만드는

것이 꿈릳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릲배를 만들고 요트를 타는 것에 대해 돈이 많은 일부 계

층을위한레저문화라는인식이있지만속을들여다보면그

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에 대한 열정과 성의만

있으면 손으로 직접 만든 요트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릳

대한범선보존협회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기술을 보존하고

연구해 옛 유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고취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한 기장의 해안절경을 전통의 돛단배로 항

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전통 돛단배와 조선기술 자

료들을 기점으로 복원해 해양 유산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관 건립, 돛단배 항해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기장군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로 발돋움 시킬 계

획이다. 정 회장은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기장군과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정규섭 회장 010-7258-8458

■ 나무배 제작에 인생을 건 대한범선보존협회 정규섭 회장

이 해 웅

방금 날 부려놓고 가는

버스를 멀건히 바라본다

오늘 찾았던 산사(山寺)엔

아직 내가 미적거리고 있는데

방금 차에서 내린 나는

누구인가

살아오면서 도처에

두고 온 나들

거기 엉겨 붙어 살고 있는데

여기 온 나는 누구인가

어젯밤엔 이집트 피라밋 앞을

지나고 있는 나를 보았다

패기 넘치는 오십 대의 나였다

나는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그는 날 몰라보았다

어리석은 건 지금의 나다

나는 도처에 산재해 있는 나를

자꾸 한 곳으로 불러 모으려 한다

그들은 모두 제 의지대로 살고 있다

그럼 난 몇 개인가

뢾 뢿

시간이 만든 모래언덕 위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도시의 검은 유리창들이 물먹은 별을

받아낼 때까지

바람은 혼자서 키를 높인다

도심의 밀림 속으로 걸어가는

바오밥나무들

맥도날드는 연일 흥행기록을 세운다

사막의 분자가 모래인 시절은 지났다

날로 창궐하는 에이즈와 기아가

사하라의 실체다

손톱 끝마다 돋아나는 가시

증오가 길러내는 계절 없는 꽃들

증권시장의 전광판은 열사보다 뜨겁다

잘 가라 사하라

밤하늘 보석 같은 별들이

사막의 보료가 될 때까지는

뢾 뢿

기장문예

퀴즈협찬광고

이 해 웅



23

제 213 호

2013년 7월 1일 (월요일)

노광용

(경기도성남시)

원고를 보내주세요 직접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분량)를 편집

실(이메일 chunbo@korea.kr)로 보내

주세요. 군보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기장군을 떠나서 생활한지 벌써 10년이라

는 세월이 흘렀다. 늘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

에서 생활하다 보니 예전에 살았던 기장을

자주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가 열린다는 소식

을 듣고, 친구들을 만나 그동안 살아온 이야

기를 나누며 소주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어보

고자 큰마음 먹고 기장으로 달려갔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기장이 조

금씩 가까워지자 공기가 달랐다. 나의 머릿

속엔 옛날 친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영화

처럼 지나갔다. 오랜만에 와서인지 기장은

이곳저곳 변화한 데가 많아 새로웠다.

1분 1초라도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어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탔다. 택시 뒷자리에 앉

아서 창문 사이로 변화된 고향 모습을 보며

어린 아이 마냥 가슴이 두근거렸다. 약속장

소로 이동하며 택시기사님과 기장군이 많이

발전했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러다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잠시 후, 조금 전에 탔던 택시기사님이 나

를 찾아왔다. 택시기사님은 릲손님 휴대폰을

두고 내리셨네요.릳하며 휴대폰을 건네주었

다.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고자 운행 중 다시

차를 돌려서 온 것이다. 휴대폰을 찾지 못했

다면 지인들의 연락

처와 소중한 사람들

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잃어 버렸

을 것이다. 휴대폰을

찾아주신 기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

사를 했다. 기사님은

택시 주차 때문에 가

야 한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말하며

사라지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손님의 물건

을 챙겨주는 분이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

다. 그때 기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전

달하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

기만 하다. 늦게나마 기장사람들 신문을 통

해 성함과 회사도 모르는 그때 그 택시기사

님께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김인권

기장군이장단

협의회회장

전라북도 무주군은 우리 기장군의 자매군

이다. 기장군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무주군 이

장단 협의회(회장 김일용)와 자매결연 후 6

월 5일 협약서를 체결했다.

기장군 이장단 협의회는 6월 5일 아침, 우

리군과 자매결연 군인 무주군으로 출발했다.

무주군청에 도착하니 홍낙표 무주군수의 따

뜻한 영접과 환영을 받았다. 우리일행은 무주

군 이장단 협의회(회장 김일용)의 친절한 안

내로 농굛특산전시판매장을 둘러보고 기장군굛

무주군 이장단 협의회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

결했다.

이후 반딧불축제장을 둘러보았는데 예채문

화회관 내에 특수 조명시설로 낮에도 반딧불

을 볼 수 있었고 입체안경을 쓰고 보니 반딧

불이가 나에게 다가와 내 몸 주위에 머무는

환상이 느껴졌다. 무주반딧불축제장에서 우

리 일행은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무주군 특산물중에 산머루와 천마가 유명

하다하여 산머루영농조합 이우석 대표의 안

내로 총길이 400m의 머루와인동굴을 견학했

다. 동굴내의 온도는 10℃~12℃를 유지하며

머루와인을 3개월 이상 숙성시켜 시판한다.

이 머루와인은 항암효과와 피부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덕유산 리조트와

최북미술관은 무주의

자랑이며 미술관 내

의 그림가치 액수가

30억원이 넘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덕유

산리조트와 최북미술

관은 향후 무주군 발

전과 관광자원에 크

게 이바지할 것 같다.

우리일행은 저녁만찬에 머루와인을 시음했

는데 와인의 향이 일품이었다. 또한 안내 도

우미는 특산품 자랑 중에 무주사과도 빼놓지

않았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최상품, 최고

가로 판매 되는 것이 무주사과란다. 무주군의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특성으로 인해 사과의

당도와 질이 우수하다.

현재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무주 태권도

공원은 세계태권도의 성지로 조성중이며 향

후 태권도로 국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주 이장협의회 회장의 자랑이 대단했다.

태권도 공원이 준공되고 더욱 알차게 발전

하는 무주군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무주군을

찾으리라 마음에 새겼다.

무주군을다녀와서 소중한추억을찾아주신택시기사님

조창국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

직전위원장

릲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릳 모 방

송국 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대사인데, 이

유행어가 절로 나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원전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그야말로 최악이

다.

지난 5월 28일, 가동 중인 신 고리 1, 2호

기와 신 월성 1,2호기 그리고 건설 중인 신

고리 3, 4호기에 시험 성적서를 위조굛불량부

품을 설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국기(國基)문란사고이다. 2011년

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몇 차례 국내

원전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원전의 안전

성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고 발표하였

다. 그러나 연 이은 각종 납품비리사건과 불

량부품 설치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

의 안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더구나 작년 연말 원전 부품전수 조사를

발표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의 시험성적서 위조 불량부품설치 사건 발생

은 지역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

통을 줄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의 목숨도 장담 못할 지경이다.

도대체, 원전비리척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02년부터 각종 원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운동에 직접 참여

한 고리원전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전의 폐쇄성이다. 고리1호기를 비

롯한 고리원전은 정부의 일방적 원전입지정

책결정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로 인해 정부

관료나 원전전문가 그리고 발전사업자들도

스스로 원전(原電)을 고도의 과학기술의 집

합체로 인식하여 각종 원전정보를 공개, 공

유하지 않으려는 릫원전전문가 끼리끼리 문

화릮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원전안전규제정책의 부재이다. 대형

원전비리사건이 연 이어 발생했지만, 소 잃

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때마다 릫재발방

지대책릮을 내놓았다. 그러나 100만 개 이상

의 부품이 소요되는 원전을 근본적으로 안전

규제하기에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은 너

무 미흡하다. 아니, 소용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다.

셋째,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과 정부와의

인식 차이다. 최근, 위조부품설치사건 발생

이후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과

는 달리 정부는 하절기 릫전력수급비상릮, 릫블

랙아웃예상릮을 언론을 통해 밝히면서 정작

원전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

다. 국민과 정부 간에 인식차이가 극명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발본색원(拔本塞源) 의지 결여다.

원전은 국민의 재산이다. 특히 고리원전은

외국 차관으로 건설되었다. 즉, 국민의 세금

으로 건설되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인 원전을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나 발전사업자를 관리굛감독하는 정부

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기(國

基)를 문란케 하는 원전비리를 수수방관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원전비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관련자를 문책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원전 부품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

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보니 제대로 하긴

했는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보면서, 고

리원전주변지역주민들은 원전불안이 가중되

면서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의 즉각적인 폐

쇄와 일방적인 원전진흥정책 중단을 강력하

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발방지대

책들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정부불신을 강

하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원전비리근절과

원전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

면,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신뢰회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원전지역주민들은 원전은 인구과밀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의 일

방적인 입장에 강한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민만 국민이고 원전을 품고 사는 부굛

울굛경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지 되

묻고 싶다. 또한 원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수도권인데도 불구

하고, 원전 안전은 뒷전이고 전력수급 운운

하며 전력거래소에서 대 국민 언론 홍보에

매달려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전력수급 문제가 원전 주변

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 보다 더 중요하

단 말인가?

릫 릮
영어야 놀자굩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정확한 표현

법을 알기 쉽게 구분지어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 꾸준히 이 코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언(기장읍 청강리)

저는부산시내한가운데서자란지라아직도농촌풍경에대해잘모릅

니다. 그러나 흑백풍경에 릫보리밭릮 가곡과 연인들이 보리밭길을 걷는 사

진이 가슴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요즘 가슴에 와 닿

고 인성교육에 좋은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화(정관면 산단4로)

아이가 기장 리코더단이라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사라생태공원을

가보았습니다. 웰빙공원도 좋지만 사라생태공원은 또 다른 낙원이었습

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복합문화공간이 생겨서 두 아이 엄마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양혜정(기장읍 교리)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라 그런지 다목적강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대청초등학교의 학생들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네요. 하루빨리

다목적강당이 설립되어 해맑은 표정으로 아이들이 활기차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박혜윤(기장읍 기장대로)

기장가족과학체험축제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제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과학이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낀 자리였습

니다. 허재영(기장읍 차성로)

릫기장사람들릮을 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속에는 고향 소식뿐만

아니라높은수준의교양물도많이실려있어서군보편집실의노고와지

혜로움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릫이슈로 본 시사용어릮는 독자를

위한 정성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질 높

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손우수(서울시 서초구)

◎전국최고의합격률을자랑합니다.

◎전문적교육시스템을제공합니다.

◎합격과취업의연결을제공합니다.

◎취업시안정된직장이보장됩니다.

개강
개요

신규자반
(240시간)

자격증소지자반
(신규자합반

또는 해당반 수업)
비고

수강료 45만원
25만원

(간호40시간/사복,
간조, 물치50시간)

실습-신규자10일
자격자 1일

교육
시간

주간 -8시간
09:00~15:20

6주과정- 이론실기
160시간/ 실습80시간

자격자-
해당일 수업

야간-4시간
18:30~22:20

10주과정- 이론실기
160시간/ 실습80시간

일방통행 기장시장입구

맞은편 정영철치과 3층
부산광역시 제 6호 지정교육기관

유료광고

11월 9일 제 11회차 시험반 모집굩

7월22일 개강굩 / 3X4사진3매, 기본증명서1통제출요망굩

예비조합원모집

정관 공동육아 모임에서 아이들(미취학아동)에

게 자연과 더불어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와 안전

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아이로 키우길

바라는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 010-3480-5868, 010-2842-0313

네이버 카페 : 정관 공동육아 준비모임

원전주민 목숨보다 전력수급이 더 중요한가 기장에도차밭이있어요

이은자

(기장읍교리)

5월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친구의 소개로 차

만들기체험학습에참여했다.우리가살고있는

곳 근처에 차밭이 있다니 어찌나 신기하던지.

들떠서 소풍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설빀다. 봄

햇살과 파릇파릇한 잎새들의 나풀거림을 벗 삼

아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수업을

듣고 실습을 했다. 센터 뒤쪽 고요한 산속 양지

바른 비탈길에 차나무 군락이 있는데 그 곳에

서 곱고 연한 찻잎을 똑똑 따 모았다. 새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벗 삼아

찻잎을 따는 낭만적 여인이 되니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졌다.

한잎 두잎 따 모은 찻잎으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갔다. 먼저 찻잎을

솥에 덕어서 멍석에 천을 깔고 치댔다. 상처를 내서 향기를 내는 것이라

했다.이과정을세번반복해건조시켜세작이라는차가탄생했다. 직접

만든 차로 시음의 시간을 가졌다. 그윽한 향을 코로 느끼고 입으로 맛보

니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직접 만든 고유의 차를 포장해서 한 봉지씩 나눠가졌다. 찻잎으로 다

양한 요리법도 이론으로 배우고 값진 체험을 하게 해주신 다도선생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살기 좋은 기장, 행복한 도

시 기장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다.

일식조리기능사 : 7.15~8.27(11:00~13:30)(24일간)48만원

외식창업요리 : 7.11~8.8(13:30~16:00) (16일간)70만원

양식조리기능사 : 7.29~9.25(16:00~18:30)(30일간)50만원

특 전
1. 수강료 전액지원
2. 재료비. 교재무료 제공
3. 수당 및 교통비 월5만원 지급
4. 요리에 관심 있는 주부 및 실업자 남굛녀

유료광고

일식개강일 : 7월 11일(월.수)저녁 7시~9시(1일 2시간)

한식개강일 : 7월 23일(화~금)저녁 7시~9시(1일 2시간)

특전 : 정규직50％, 비정규직60％ 국비지원

*일 반 : 자격증반 생활요리반 외식창업반 폐백이바지

*학 생 : 6개월/1년 책임지도반

여름방학특강 : 한식자격증반 중.고생 24일 실기특강

(재료비포함 30만원)

7월 산행떠납니다

산 악 회 날짜 산행장소 출발시간 집결지

산사랑
(011-837-6060)

3일(수) 수령산→장산 09:00

기장
동산백조
APT앞
놀이터

10일(수) 거문도 백도 04:00

17일(수) 장안사 불광산 09:00

24일(수) 지리산 피아골 07:00

31(수) 내원사 계곡 09:00

라이프
산악회

(010-6725-2258)

7일(일) 부산성지곡수원지 09:00

구)기장
파출소앞

14일(일) 밀양 얼음골 09:00

21일(일) 장안사 척판암 09:30

27일(토)~31(수) 중국 백두산(3박5일)

※ 산행일정을 게재하고 싶은 산악회는 매달 15일까지 다

음달 산행일정을 e-mail(chunbo@korea.kr)로 보내

주세요.

굩

일방통행 기장시장입구

맞은편 정영철치과 3층

◎미래의고소득유망직종자격증입니다.

◎ 2014년 시험제도변경예정입니다.

◎취업과창업의폭이넓습니다.

◎여성장례지도사수요급증이예상됩니다.

개강
개요

신규자반
(300시간)

자격증소지자반
(신규자합반

또는 해당반 수업)
비고

수강료 100만원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업계 종사자

25만원
45만원

교육
시간

주간 -8시간
09:00~15:20

8주과정- 이론실기
250시간/ 실습 50시간

자격자-
해당일 수업

야간-4시간
18:30~22:20

13주과정 -이론실기
250시간/실습50시간

부산광역시 제 4호 교육기관

유료광고

1. 주간반모집(100％ 또는 70％ 지원)

일반+국비지원 실업자계좌제 대상

2. 야간반모집(60％ 또는 50％ 지원)

일반+국비지원 직장인환급반 대상

8월5일 개강굩 / 3X4사진3매, 기본증명서1통제출요망굩

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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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월요일)

일광굛임랑해수욕장 7월 1일부터 개장

찜통더위기장에서날려요

매년 열리는 릫기장갯마을 축제릮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이 7월 1

일 개장식을 갖고 8월 31일까지 62일간

문을 연다. 기장군은 릫다시 찾고 싶은 안

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릮을 목표로 행정

봉사실,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 등의 편의

시설 정비를 마치고 여름 손님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 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안전을 관리할 행정봉사실

을 일광, 임랑해수욕장에 1개소씩 운영하

며 필요시 경찰, 공무원, 교육청 합동단속

반도 설치하게 된다.

기장경찰서, 부산시 기장소방서, 울산해

양경찰서에서는 해수욕장 범죄예방과 인

명구조를 위한 바다파출소와 119 시민수

상구조대, 122 수난구호대 등을 각각 운영

하여 해양레저사고 방지 및 해수욕객 응

급구호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장군에

서는 피서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버스

회사와 협의를 거쳐 180번(장산↔좌천),

188번(반송↔정관), 182번(정관↔기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개장기간 중 증편

운행한다.

오영수의 소설 릫갯마을릮, 영화 릫우리형릮

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일광해수욕장은 백

사장 주위에 노송이 무성하고 학의 무리

가 그 위를 고고하게 날았다고 전해질 만

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천강과 이천포가 맞닿은 곳에서부터

학리 포구까지 이어지는 Ω형 바다는 한

눈에 들어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

기에 충분하다. 현재 윤선도의 시비가 남

아있으며 백사장 가운데 둔덕에 자리한

삼성대는 세 명의 성인이 노닐었다는 이

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한다.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서 기장 갯마을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 릫제18회 기장갯마

을축제릮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될 예

정으로 성황제, 길놀이, 고기잡이 체험, 후

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

획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릫제1회 부산

MBC 기장임랑 해변대학가요제릮를 성공

적으로 치러 그 이름을 널리 알린 임랑해

수욕장은 대학, 기업 등의 단골 MT장소로

이미 유명하다. 아름다운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의 두자를 따서 임랑

이라 불리는 만큼, 그 풍광이 아름답다.

인근에는 기장의 4대 고찰의 하나인 장안

사와 국가보물인 대웅전이 있어 자녀의

교육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번 릫제2회 부산MBC 기장임랑 해변대학

가요제릮는 7월 16일~17일 1차 CD심사, 7

월 22일~23일 2차 실연심사를 거쳐 전야

제 및 본선은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일간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젊음의 열

기와 청춘의 낭만으로 가득 할 임랑해수

욕장의 모습이 기대된다.

■ 버스노선

부산역 1003(급)버스 → 대변입구에서

일광(임랑)해수욕장 행 188번 승차, 부산

역 1003(급)버스 → 기장성당 앞에서 일

광(임랑)해수욕장 행 180번 승차, 부산역

1003(급)버스 → 기장2주공 하차 후 일광

해수욕장 행 182번, 부산역 1001(급)버스

→ 청강리 차고지 하차 후 일광해수욕장

행 182번 승차

■ 기차 이용

- 일광해수욕장 : 청량리역(무궁화호, 7

시간 정도) → 기장역 하차 → 3번 마을버

스 이용, 서울역(KTX, 2시간 50분 정도)

→ 부산역 하차 → 1003번(급) 버스 → 기

장성당 앞에서 180번 승차 또는 기장2주

공 하차 후 182번 승차

- 임랑해수욕장 : 청량리역(무궁화호, 7

시간 정도) → 월내역 하차, 서울역(KTX,

2시간 50분 정도) → 부산역 하차(1003번

버스) → 기장성당 앞에서 임랑해수욕장

행 180번 승차 또는 대변입구에서 임랑해

수욕장 행 188번 승차

■ 고속버스 이용

- 일광해수욕장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착 → 37번 버

스 → 좌천삼거리 하차 후 182번 이용 →

일광해수욕장 입구 도착

- 임랑해수욕장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착 → 37번 버

스 → 임랑해수욕장 삼거리 도착

■ 자가용 이용

- 일광해수욕장 : 서울출발 경부고속도

로에서 구서IC 통과 후 도시고속도로 해

운대, 벡스코 방면으로 진입 후 석대사거

리에서 기장, 반송 방면으로 좌회전, 반송

로를 지나 기장체육관 앞에서 기장대로

진입 후 일광교차로에서 서생, 일광 방면

으로 진행 500미터 일광해수욕장 입구에

서 우회전

- 임랑해수욕장 : 서울출발 경부고속도

로에서 노포IC 통과 후 노포, 범어사 방면

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 양산, 종합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후 양산 방향 웅

상대로를 따라 이동, 좌천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정관 방면으로 우회전 후 정관로

이용, 좌천사거리에서 직진후 좌천삼거리

에서 울산, 임랑 방면 좌회전, 장안 동부

산농협 앞에서 좌회전, 임랑삼거리 도착

http://bus.busan.go.kr → 버스노선

안내

http://tour.gijang.go.kr → 관광지 등

교통편 안내

■ 문오성횟촌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5개의 마

을이 횟촌을 형성한 문오성횟촌은 싱싱한

횟감과 탁 트인 경치가 일품이다. 특히 특

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을 한껏

머금은 붕장어 회가 유명하다. 14번 국도

에서 장안읍, 문동리 지나 도착.

■ 월내, 길천 횟촌

월내, 길천 횟촌은 월내포, 화사을포라

하여 기장 9포의 하나였다. 푸른 바다에서

잡은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비교적 저렴

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전국의 식도락가

들을 불러들인다. 일광해수욕장 북쪽 방

면으로 직진 월내 도착.

기장예술인협회(회장 윤기철)는 6월 21일 정관중앙공원(기장

군 정관면 소재) 야외무대에서 릫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릮를 개최

했다.

이번 음악회는 기장예술인협회 음악분과(분과위원장 서무성)

주관으로 열리며 전 출연자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독일 드레스덴 음악대학교를 졸업한 소프라노 박나리의 릫구노

아베마리아릮를 시작으로 박혜숙 춘해대학교 강사의 요가댄스, 재

즈그룹 블루버드의 공연, 양산학춤보존회의 릫학의 소리릮공연이 이

어졌다.

3부 순서로 국내 유일의 풍등제작자인 리현도 선생이 제작한

대형 풍등을 어린이 대표와 노인 대표가 함께 띄우며 기장군민

화합을 기원했다.

음악회의 마지막 피날레는 김현애(독일베를린 음악대학교 졸

업) 김일석(슈투트 가르트 음악대학교 졸업), 울산현대오페라단

과 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펼치는 뮤지컬 릫사운드 오브 뮤직릮 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졌다.

이밖에도 부대행사로 기장예술인협회 사진분과(분과위원장 윤

기철)에서는 공연장을 찾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진촬영과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 리현도 등(燈)공방에서 학등(鶴燈)을 공연장 주변에 설치

해 관람객들에게 환상의 볼거리를 제공했다.

기장예술인협회 윤기철 회장은 릲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을 들여서 여는 화려한 축제는 많지만 거의 소모성인 경우

를 많이 봤다릳며 릲이번 음악제는 최소의 경비인 400만원으로도 훌

륭한 음악제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릳고 말했다.

음악회 총괄을 맡은 서무성(음악분과위원장) 예술감독은 릲지

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인 화합의 장을 펼침과 동시

에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 공연을 많이 만들어야 지역

예술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릳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기장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부산은행, 선제하이테크, 동부산관광호텔, 부산육가공, 대경기술

(주)에서 후원했다.

최소의경비로최고의예술무대펼쳐
기장예술인협회 릫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릮 성료

가족 뮤지컬 릫사운드 오브 뮤직릮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리현도 등공방에서 재현한 릫풍등 올리기릮행사.

2012년 첫 개최된 릫부산MBC기장 임랑해변대학가요제릮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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