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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4년 12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군-현대자동차 릫꿈의구장릮실시협약
명실상부한한국야구의메카로거듭날것

기장군과 현대자동차(주)가 릫꿈

의 구장릮 실시협약을 11월 6일 체

결했다. 기장군청에서 개최된 협약

식에는 기장군수와 현대자동차 곽

진 부사장, 한국여자야구연맹 정진

구 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

석했다.

이날 협약서에 따르면 릫기장군이

꿈의 구장 부지를 조성하고 현대자

동차는 야구장을 건립하여 기장군

에 기부채납릮 하기로 했다. 꿈의 구

장은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

196.515㎡ 규모의 정규야구장 4면

으로 조성되며 2015년 착공하여

2016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곽 부사장은 릲한국야구 명예의

전당과 꿈의 구장이 완공되고

2016년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

가 기장에서 개최되면 기장군이

한국야구의 메카가 될 것으로 본

다. 꿈의 구장에서 사회인 야구와

야구 꿈나무들이 자라 진정한 야

구문화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

다릳며 릲큰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

한 기장 건설에 현대자동차도 함

께 하겠다릳고 말했다.

꿈의 구장 주변에는 한국야구위

원회(KBO)-부산시-기장군이 함

께 추진하는 릫한국야구 명예의 전

당릮(이하 명예의 전당)이 건립된

다. 기장군이 명예의 전당 건립 토

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산시가

건립, 한국야구위원회는 건립에 필

요한 제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책임 운영하게 된다.

세 기관은 지난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 착공, 2016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본격화

하고 있다.

명예의 전당은 한국야구 100년,

프로야구 30년을 기념해 한국야구

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가 추진하

는 사업으로 일광면 동백리 409번

지 일원에 건축연면적 3천300㎡,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1층에는 다목적홀, 해외자료실,

영상관, 2층에는 아마관, 프로관,

야구강의실, 3층에는 명예의 전당,

대회의실,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

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국내 및 일본

굛 동남아 야구인구 유입과 다양한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해 명실상

부한 한국야구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릳

이라고 말했다.

릫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릮유치협약
부산시-기장군-연구기관-관련단체-기업 상호 협력하기로

기장군 이장단 및 이장 가족이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이

하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11월 21일 이장단은 군청

정문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결의대

회를 개최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장단은 정부에

서 추진 중인 종합연구센터는 동남

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

출용신형연구로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 대형 국책시설이 밀집한 릫첨

단 방사선의굛과학 융복합 클러스

터릮를 조성 중에 있는 기장군이 최

적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장단은 릫고리원전1호기릮

는 2017년 수명종료와 함께 무조

건 폐쇄되어야 하고 원자력해체기

술 종합연구센터를 고리1호기가

있는 기장군에 조속히 설립하여 원

자력해체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중

심지로 육성해 줄 것을 정부에 강

력히 촉구했다.

기장군 이장단 및 이장가족은 원

자력 관련 기관과 시설을 견학했

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시설

을 견학하고 종합연구센터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는 시간

을 가졌다.

기장군이장단 한광렬 단장은 릲원

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를 위해 14만 전 군민이 하나가 돼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장단에

서 앞장서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이장단, 원전해체연구센터유치결의대회개최
기장군이해체기술중심지가되도록정부가육성해야

재해복구특별교부세 68억원 추가지원
군비부담 비용 절반 가까이 줄어

릫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

터릮(이하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부산시, 기장군, 연구기관,

관련단체, 관련기업이 협약을 체

결했다.

11월 21일 기장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연구기관으로 부산대

학교, 동의대학교가 참여했고 관련

단체로는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원

자력기자재진흥협회, 원자력산업

단지개발이 참여했다.

또 (주)성일SIM, (주)동화엔텍,

(주)ENK, (주)미래와도전, 이성

씨엔아이(주)가 관련기업으로 참

여해 종합연구센터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릫부산시, 기장군, 연

구기관, 관련단체, 관련기업은 산굛

연굛관간의 공동 협력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부산시

와 기장군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

합연구센터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릮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

진되면 연구기관, 관련단체 및 관

련 기업은 원전해체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지역 원전폐

로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

며 관련기업은 원전해체 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기업의 본사 또는 기업

연구소 이전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7천550㎡의 면적에 원자력 해

체기술 실증 장치굛시설 등이 집적

될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

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

업비 1천473억원이 투입될 예정

이다.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 규모

가 1000조 이상으로 전망되자 부

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의 8개 지자체가 열띤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기장군이 정부로부터 재해복구

사업 특별교부세 68억2천7백만원

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성립전 예

산으로 편성돼 재해복구사업 군

비 부담분 지원금으로 사용될 전

망이다.

기장군은 지난 8월 25일 집중호

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사업 국굛시비로 4천924억원을 지

원받는다. 기장군의 호우피해 총복

구비는 2천517억원으로 피해복구

국굛시비 2천371억원이 올해 안에

지원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당초 146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

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은 146억원에서 78억여원으로 줄

어들게 됐다.

또 2015년부터는 연차별로 10개

재해예방사업에 국굛시비 2천553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기장군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해 호우피해 상황과 재해복구 사

업을 설명하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기장군은 올해 지원되는 호우피

해 복구사업은 2015년 6월까지 완

료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기장군 이장단과 이장가족들이 원전해체 연구센터 유치 결의대회를 군청 정문에서 개최하고 있다.

기장군-무주군 릫제1회 행정교류협의회릮개최
8월 폭우에 자원봉사자 및 구호물품 지원하기도

기장군과 무주군이 제1회 행정

교류협의회를 11월 29일 개최했

다. 무주군 전통공예문화촌에서

열린 행정교류협의회에는 양 기

관 간부공무원 등 55여명이 참석

했다.

기장군이 무주군의 수해복구지

원에 대한 답방을 추진하면서 구

체화된 행정교류협의회는 지역간

정기적인 교류 창구를 확보하고

공통 현안사항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1996년 7월

영호남간의 역사적인 나제통문(羅

濟通門)의 문을 열고 자매결연 후

문화관광, 농업기술, 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

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 8월 기장군 수해발생

시 무주군에서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장비지원은 물론 무주군 공무

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400명이 수

해 복구에 참여했다.

또 1004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을 기장군에 전달해 끈끈한 자매

결연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기장군은 제1회 행정교류협의회

개최 방문 시 무주군의 수해복구

지원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하고,

양 도시간 재난복구지원체계 구축

을 위한 협약 체결과 우수 시책 벤

치마킹 및 유대강화를 위한 교환

근무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기장군-무주군 행정교류협의회

는 반기별 1회씩 양 도시에서 순환

개최되며 제2회 행정교류협의회는

2015년도 상반기 중 기장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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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초등학교(교장 조태제, 이하

내리초)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릫2014년 사

교육절감형 창의경영 우수사례 일

반학교 공모전릮에서 최우수상인 교

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릫방과후 드림업(Dream-up)교실

운영을 통한 탄탄한 학력 다지기릮라

는 주제로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감소,

교과학습 부진학생 집중 프로그램,

탈북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이 같

은 수상을 하게 됐다.

내리초는 학생들에게 지(知)만

족굛정(情)만족굛의(意)만족 시스템

으로 구성된 다면적 학습지원으로

기초 학력을 향상하고 이를 바탕으

로 개인이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힘써왔다.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습검사를 실시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담임교사와 멘토교사의 개

인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과 문화체

험,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정서안정

과 긍적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여 학

습 효율을 극대화했다. 방학 중에는

학습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릫학력 다

짐이 캠프릮와 릫직업을 통한 미래비

전 꿈꾸기릮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사례 중에서 특히 열악한 학습

환경과 심리적 불안감으로 힘든 탈

북학생들에게 정서안정을 위한 전

문화된 적응프로그램과 중국어와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언어 교

실,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 체

험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내리초가 거둔 사교육 절감을 위

한 학력향상형 프로그램 성과는 교

장의 열정과 교사의 노력, 지자체의

예산지원 등이 어우러져 가능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

가할 수 있도록 학교설명회와 학부

모 의견을 수렴했고 교사는 한국집

중력센터 집중력 향상 연수, 우수

운영학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역량

을 강화했다.

조태제 교장은 릲꿈을 키우며 목표

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학

교교육인 만큼 앞으로도 사교육보

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

공하겠다릳며 릲기장군에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데 학교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

다릳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

질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방

과후 학교와 학교별 특성화된 프로

그램 예산을 초굛중굛고등학교에 지

원하고 있다.

내리초등학교 학생들이 릫발명교실릮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장군-고리원전방사능방재연합훈련실시
원전주변지역 주민 대피훈련 강화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피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있다.

기장군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주)주

관으로 하는 릫2014년 신고리원전

및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이하 연합훈련)릮을 11월 20일 실

시했다.

연합훈련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 48개 기관 총 4천여명

이 기장군청 외 6개 장소에서 동시

에 참여했다. 훈련단은 방사선감시

차량을 이용해 원전주변 지역을 탐

사하고 오염 환자를 후송했으며 이

재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폭환자

에 대한 조치 훈련을 취하는 등 다

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훈련대상은 원전과 인접한 길천,

월내, 고원 등 장안읍 3개 마을과

문중, 문동, 칠암 등 일광면 3개 마

을 주민 200명, 장안중학교, 월내,

좌천, 칠암 초등학교 학생 320명을

선정하여 주민전체가 참여해 실질

적인 비상 대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주민과 학생

들이 실제로 버스와 열차로 이동하

는 훈련에 임했다. 또한 이재민지원

센터를 육군 제53사단 126연대

7508부대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보

호조치를 받았다. 여기에서 주민집

단 수용에 따른 전염병 발생 등 긴

급 상황을 대비해 원자력의학원과

기장군보건소가 연계하여 의료검진

을 실시하고 의료서비스를 실시했

다. 대피중인 마을에서는 치안 유지

를 위해 기장경찰서에서 경찰이 파

견됐으며 주민 대피 차량의 안전을

위해 경찰 호송차가 인도하기도 했

다.

이밖에도 화재진압훈련, 인명구

조 활동과 응급구호 훈련, 원전주변

지역 비상경보방송 취명 훈련, 출입

통제소 운영이 시간대별로 실시됐

다. 기장군은 이번 훈련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되는 비

상사고 시 종합적인 사항을 실제로

수행 한 후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굛

인력굛장비 등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방사선 비상계획의 기초 자료

로 활용 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지속적으로 주

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릳고 말했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여성가족부의 지원

을 받아 전액 무료로 수강이 가능

한 지역특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

램 중 릫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아동

지도사 과정릮과 릫기장맛나 자연음식

자격증 과정릮 수료식이 11월 7일과

14일 각각 열렸다.

8월 25일부터 2개월간 진행된 방

과후 돌봄서비스 및 아동지도사 과

정은 총 24명이 수료했으며 보육, 학

습지도, 인성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아

동지도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됐

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학교 돌봄서비스 전문인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음식자격증 과정은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24명

이 교육을 마쳤다.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웰빙 요리와 건강에

좋은 한식이 결합된 요리 교육으로

자연음식 조리에 대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추후 학교굛기업 단체 급식, 요양굛일

반병원 급식실, 유치원 조리원, 전문

해산물센터 등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요식업 창업의 꿈에도 한 발짝 다가

선다.

교육 수료 후에도 취업에 성공 할

때까지 지속적인 취업알선과 취업희

망여성 도우미 상담창구 운영, 여성

인턴제 지원 등 다양한 사후 관리서

비스를 제공해 수료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릲수료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

록 교육이 취업과 연결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

리를 찾는 관내 여성이면 기장여

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다는 점 잊

지 말고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달

라릳고 말했다.

한편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은

릫슬로패션 천연염색사 양성과정릮과

릫동화구연지도사 과정릮은 12월 중,

수료를 마쳐 취업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

굛임신굛출산굛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

절된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직업훈련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장군청 1층에

위치하고 있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709-5354~7)

주민들이 영화관람에 집중하고 있다.

쌀쌀해진 날씨에 실내 활동이 늘

어나면서 군청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차성아트홀을 찾는 발길도 끊

이질 않고 있다.

기장군은 이러한 호응에 발맞춰

음향 시스템을 새롭게 교체해 영화

관람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어 군청 차성아트홀에서도 영화관

에서의 감동을 한 층 더 생생히 느낄

수 있게 됐다.

차성아트홀 영화관은 최신영화 뿐

아니라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3D

애니매이션 작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상영한 릫겨울왕국릮

은 예약 이틀 만에 모든 시간대의 영

화 예약이 마감되기도 해 인기를 실

감하기도 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영

화관을 찾은 정다은 양(7)은 릲어린

이 영화 할 때마다 엄마, 아빠와 손

잡고 영화 보러 와요. 영화하는 날이

기다려져요릳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개관한 후 누적 관람

객이 5만 5천명을 넘어섰으며 일평

균 관람객은 700명에 육박하고 있

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생활의 기

회가 적은 지역 주민들의 가족문화

공간으로 릫청량제릮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차성아트홀 영화관은 객석 380

석, 디지털영사기 및 대형스크린 등

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보조의자도 제공하고 있다.

영화 상영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등 세 차

례 이뤄지고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12월에도 릫나의사랑 나의신부릮,

릫제보자릮 릫크리스마스 악몽(3D)릮,

릫명량릮 등 최신영화 및 3D애니메이

션 작품릮을 상영할 예정이며, 군 홈

페이지(www.kijang.go.kr)나 전

화로 미리 예약하면 상영 30분 전

부터 입장하여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미래전략과(709-4096)

차성아트홀음향시스템새단장해
영화 관람객 5만5천명 넘어… 문화공간 역할 릫톡톡릮

기장군홈페이지에서도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을열람할수있습니다.

군민여러분의많은애용바랍니다. (www.kijang.go.kr 뢿큰기장뉴스)

자동차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

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4. 12. 1(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4. 12. 16 ~ 2014. 12. 3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지방세청), 지방세납

부계좌이체 스마트폰(납부24)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지방세청)

◇ 납부시간 : 7:00 ~ 22:0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하나SK, KB국민

- 공인인증서 로그인 뢿 나의 ETAX 뢿 고지굛체납확인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 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릲지방세 납부

메뉴릳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

체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 시 건당 500원

세액 공제

○ ARS 지방세납부(1544-1414), 스마트폰(납부24)을 통한

납부

세무과(709-4151)

12월은자동차세납부의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연면적 33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하여야 함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는 도로중심선으로
부터 1/2 후퇴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물(담장) 및 도로면으로부터 4.5m이하 출
입구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음.

※ 단, 상기규정 적용시 도로의 최소너비 3m 적용

□ 특정 건축물이란?

- 무단증축, 대수선 등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 신고기간 : 2014. 12. 16까지

□ 대상건축물

- 12.12.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①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굛대수선한 건축물

②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무단용도변경은 제외

□ 대상건축물의 규모 룆1평 ≒ 3.3㎡룇

※ 연면적은 위반면적(무단증축)을 포함한 총 연면적이며,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50％이상 주거용일 것

□ 제외대상 건축물

-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부지 및 구역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상습

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과 개발제

한구역 및 군사기지굛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은 제외
□ 적용기준

① 본인소유 대지(사용승낙 받은 대지) 또는 국굛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②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③ 건축물의 구조안전굛위생굛방화와 도시계획사업 및 인근 주

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이행강제금굛과태료 체납이 없을 것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없을 시 1회 부과)
□ 처리절차

건축사 의뢰(건축주, 소유자 등)→특정건축물 신고, 접수(설

계도서 등 제출)→양성화대상판단 건축위원회심의(건축과)→

사용승인서 교부(신고일로부터 30일)→건축물대장 등재

건축과(709-4596)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내문

내리초, 사교육절감형사례공모전전국 릫최우수릮
학력향상프로그램 릫드림업교실릮성과나타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015. 1. 5 ~ 3. 27

○ 임금단가 : 시간당 5천580원

○ 근무시간

- 39세 미만 : 주 35시간 (7시간 × 5일) -뢿 민원도우미 및

행정업무 보조에 한함

- 40세 ~ 65세 미만 : 주 26시간 (7시간×3일, 5시간×1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 (5시간×3일)

(※사업장에 따라 3시간×5일)

○ 신청 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

백만원 이하인 자

○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부여 및 합산한 점

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사업유형 : 민원안내도우미,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폐

자원 재활용사업 등

□ 신청안내

○ 접수장소 : 주소지 읍굛면사무소

○ 접수기간 : 2014. 11. 26(수) ~ 12. 2(화) 5일간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배우

자의 도장, 직장보험인 경우 부양자의 도장

-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 취업 보호굛

지원 대상 증명서, 새터민 증명서)

※ 신청 불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교통경제과(709-4391)

공공근로사업참여자모집안내

(Dream-up)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수료식가져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 지원 이어가

○ 기장군은 지난 8. 25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에 대하여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분)의

납부기한을 2014. 12. 31까지 징수유예 하였습니다.

○ 징수유예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오니 해

당 재산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709-4191)

8.25수해로인한징수유예재산세납부안내

도로변(국도, 지방도, 군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

판, 지주이용간판(사설 안내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합동단속

실시하여 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 합니다.

□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기 간 : 2014. 10. 13 ~ 계속

○ 대 상 : 도로변에 불법이나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지주이용광고물)

○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입간판, 현수막 : 즉시철거, 과태료 부과

▷ 지주이용광고물(사설안내판) : 자진철거요청, 이행강제금

굛과태료부과

민원봉사과(709-4621~6)

재난안전과(709-4741~5)

도로변불법광고물합동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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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원어민과함께다양하고재밌는미션 릫Clear릮

릫기장가족 영어체험학습릮 군청 로비서 펼쳐져

CSI 과학수사대에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워 하고 있다.

릫원어민과 함께하는 2014년 가족영어

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릮이 11월 1일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행사장

에 마련된 가상 공간에서 원어민 선생님

과 함께 각종 미션과 게임, 직업 및 경제

활동 등을 수행하며 다양한 영어 대화가

오고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체험학습은 유치

원생부터 초, 중등 학생을 포함한 가족단

위 참여자 약 4천여 명이 참여해 기장군

의 대표적인 교육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기장군 교육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체험학습은 릫Have Fun Learning

English in Kijang릮을 슬로건으로 더욱 흥

미진진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생들은 입구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각 부스별 테마에 맞춰 미니 게임, 직업

등 미션을 수행한 후 스탬프를 모아 자신

이 원하는 물품을 마켓에서 구입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미스터리 미로, 쿠킹

스튜디오, 피카소 미술관, CSI 과학수사

대, 기장 병원굛약국, 기장 카니발, 관광

안내소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가상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폭넓

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

츠 중심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학

습하게 되는 영어 단어, 위치굛방향 찾기

표현, 물건 주문굛구매하기, 색과 패턴 표

현 등은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학습효과도 이끌었다.

특히 전통 쌀 튀밥 위에 알록달록하게

알파벳을 그려보는 Cooking Studio(쿠킹

스튜디오)와 미로처럼 만들어진 모형에서

숨겨진 도장을 찾아 미션단어를 만들어 보

는 Mystery Maze(미스터리 미로), 여러

가시 색과 패턴을 영어로 접하며 자신만의

수제인형도 만들어 보는Picasso Museum

(피카소 뮤지엄)등은 어린 아이들이 영어

에 대한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고대 문자

를 해독하여 영어문장을 완성해 보는

Egypt Museum(이집트 박물관)도 참가자

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정세린

(8세, 정관면)양은 릲모든 미션을 다 해봤

는데 영어 게임을 하는 카니발이 제일 재

미있었어요. 원어민 선생님과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고 자신 있어요릳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당일 정관 지역을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참가 가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다양한 체험으로 재

미있게 영어를 접하고 평소 배운 것을 활

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습

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

대된다. 앞으로도 교육 특성화 도시에 걸

맞게 흥미진진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

하도록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Q. 기탁금이란?

A.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기탁금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

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소액다수

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며 외

국인과 법인굛단체는 기부 불가)

Q. 세액공제가 되나요?

A.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10

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

제, 기탁금 기부내역은 국세청 릫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릮에

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기탁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만 해당)

Q. 정치후원금 어떻게 기탁할 수 있나요?

①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 NH채움, 롯데, BC, 삼성, 신한, 외환, 하나SK카드

③ 스마트 청구서로 간편하게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릫스마트 청구서릮앱(app)을 설치하여 실행

④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100-025-811097(예금주: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724-1390)

릲아이들성폭력예방인형극으로가르쳐요릳

이해하기쉬운눈높이교육으로대처법알려줘

달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형극을 관람하고 있다.

기장군은 관내 7개 초등학교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릫사랑이의 행복한 약속릮이라

는 주제로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

춰쉽고재미있게구성한이번공연은성폭

력 예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자리로 마

련됐다.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릫낯선

아저씨가 나를 만지려 할 때 대처방법릮, 릫성

폭력예방을 위한 생활실천법릮 등을 주제로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

록 실제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번 공연은 인형극 전문업체인 별마당

인형극회에서 준비했으며 익살스러운 행동

과 목소리, 공연 중간마다 대답과 호응을

유도하여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게 했다.

인형극을 관람한 변진서(달산초, 8)군

은 릲사랑이가 위험에 처하고 아파서 울 때

정말 속상했어요. 이런 나쁜 아저씨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실감났어요릳라며 소감

을 밝혔다.

이러한 인형극은 최근 아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아이

들에게 잠재적인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

시키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

는 데 큰 효과가 있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진료비확인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환자가 병원에서 부담한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 비급

여(선택진료료 등)에 대해 적절하게 부담하였는지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

or.kr)

- 우편 및 방문상담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및 7

개지원

◎ 진료비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진료비확인

요청서, 진료비계산서굛영수증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가족관계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

우: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굛영수증, 동의서(환

자자필서명),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 진료비 확인신청 전에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릫진료비환

불예측서비스릮(민원뢿진료비확인뢿진료비확인요청여부조

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장군은 야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밝

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한달간관

내에 설치된 가로굛보안등 1만 8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야간 취약지인 버스 승강장, 학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농촌지역 자연마을, 해안

도로 등 외진 곳을 중점적으로 점굛소등 상

태와 선로 및 절연상태 등을 주 4회 이상

순찰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사항은즉시조치하고고장이나교체등주

민불편사항이발견될때는신속히보수업

체에의뢰해익일수리를원칙으로발빠르

게 대응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일제점검을 통해 릫밤이

밝은 도시 기장릮을 만들겠다릳며 릲앞으로도

계속 조명사각지대를 줄여 밝고 편안한, 주

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릳이라고 밝혔다.

릲부부굛양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하는 가정은 그동안 쌓아온 정서통장의 잔

고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곳

으로 방문하여 원인과 방법을 찾으면 얼마

든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릳

릫마음열림실릮에서 상담을 맡고 있는 김

성원 센터장(부산송정가족상담센터)은 전

문가와 편안하게 얘기하고 듣다보면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접근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했다.

기장군은 자기와 가족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부부

굛행복한 양육굛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

들기 위해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에 릫마음

열람실릮을 운영 중이다.

매주 월굛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관내 주

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

능하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주로

진행되는 내용은 부부, 자녀 관계에서 발

생하는 심리갈등, 의사소통 부재, 스트레

스 등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모집 첫 달

부터 많은 주민이 신청해 빠르게 마감되면

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

에 따라 2015년에는 개별 상담 뿐 아니라

집단상담, 재능기부콘서트(가족음악회)등

프로그램을 추가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

획이다. 특히 상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지속적이고 꾸준한 프로

그램을 계획하고 있어 가족 내 갈등을 해

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 상담을 신청한 한 주민은 릲양육과

일의 병행으로 가족 갈등의 해결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자라온 환경

에서 영향이 있음을 깨달았다. 가족의 다

른 구성원이 아닌 내가 행복한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일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기

억에 남는다릳며 릲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릳라고 덧붙였다.

기장관어린이도서관(709-4486)

릲가족행복으로가는문활짝열려있어요릳

정관어린이도서관 릫마음열림실릮자녀상담굛심리검사실시해

관내기업 언제든 게재 신청 가능

기장군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홍보하

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연결고리를 제공하

기 위해 기장군 홈페이지 내 관내기업 릫사

이버 전시장릮을 마련하고 회사 및 제품 소

개와 연락처 등을 정비했다.

많은 기업이 기장군으로 유입되고 있음

에따라기장군은지속적으로관내업체현

황을 현행화 하고 업데이트 함으로써 기업

체와 지역 주민 간 상품직거래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체 상호 간 정보 교류와 제품 거래로

경제성을 제고하며 기업 매출 향상을 기대

하고 있다. 업체의 정보를 릫사이버 전시장릮

에 게재하고 싶은 기업은 관련부서로 신청

하면 언제든 게재 가능하다. 현재 기장군에

등록된 업체에 비해 사이버 전시장의 활성

화가아직미흡한실정이라업체의많은관

심이 요구된다. 교통경제과(709-4496)

기장군홈피 릫사이버전시장릮서관내기업알려

가로등굛보안등일제야간점검실시
밝고편안한거리환경조성…안전사고예방에노력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당신의의식변화만이교통소통이됩니다.

선진주차질서를생활화합시다

○ 단속 배경 : 산업단지가 구축되면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좁은 도로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이차선 도로의 차선이

좁아져 도로소통에지장을주고, 재난발생시긴급차량통행

로 미확보로 진입 불가 등 문제 발생

○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거하여 정

관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상 불법 주굛정차된 모든 차량 단속

하고 룗도로교통법룘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

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견인

○ 단속 기간 : 2014. 12. 1 ~ 근절 시까지

▷ 단속시간 :평일 - 08:00~20:00

(오전, 오후 각 1회 이상 현장단속)

▷ 단속방법: 1차 안내장계도

2차 과태료부과(단속시간 10분 초과시)

▷ 주 3회 야간단속 실시

※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 하는 경우

○ 인근주차장 안내

1.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1 정관셀프세차타운

2.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051-7 용광산기(주)

교통경제과(709~4571~7)

적용시간 과태료 금액 관련근거

오전8시 ~ 오후8시
승합 5만원(6만원)

승용 4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일광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

기장군은 2013년부터 시작한 일광 이

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11월 20일 완

료했다.

그 결과 지적공부는 현실 경계로 48필

지(6,212㎡)에서 57필지(6,196.9㎡)로새

로 등록됐으며 이번 사업으로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사항 등을 해결

해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겪었던 불편사항

이 해소됐다.

기장군 토지관리과장은 릲토지소유자의

협조와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릳고 말했다.

토지관리과(709-4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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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 릫행복가득문화체험릮

어르신자원봉사대 룗다사랑나눔회룘, 통영 나들이 떠나

행복가득 문화체험 활동을 떠난 다사랑나눔회 회원

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11월 7일 복지관

어르신자원봉사대 다사랑나눔회 회원과 함께

릫행복가득 문화체험릮 활동을 떠났다. 이번 행사

는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진

행됐으며, 다사랑나눔회 어르신들의 문화체험

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

회가 됐다.

문화체험 일정은 통영에 위치한 이순신 공원

방문과 미륵산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것으로 이

뤄졌다. 최근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 릫명량릮

이 인기를 끌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사랑나눔회 어르신들도 이순신 공원

방문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또한 미륵산 케이

블카를 타면서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

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릲문화체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릳며 릲앞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에 더욱 앞장서겠다릳고 소감을 전하기

도 했다.

다사랑나눔회는 기장군노인복지관 어르신

자원봉사대 사업으로 봉사대 결성 이후 복지관

내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떡국 떡

과 다시마 판매 수익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나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왔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굛정신적으로 활기찬 노

후를 위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릫예그리나가족캠프릮

전통문화체험과가족문화교육시간가져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들이 릫예 그리나 가족캠프릮에

참여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11월 1일부터 2일까

지 1박 2일간 청소년 자녀를 둔 17가족 총 58명

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캠프는 참가한 가족들을 서로 소개하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 가꾸기 방법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한 릫힐링 다예락릮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다도를 배우며 부모자녀 간 가정윤리와 이

웃을 배려하는 사회윤리 등 가치관을 배양하는

시간과 전통문화의 즐거운 체험을 통해 문화감

성을 함양하고 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

졌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신

체활동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강화하고 쌓였

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인 릫친해져라 가족

레크리에이션릮도 전문 강사의 유쾌한 진행으로

이뤄졌다.

둘째 날은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확인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릫부모

코칭 대화법릮과 자신의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가짐

을 배우는 릫참 좋은 말릮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

다.

참여한 가족들은 릲전통문화와 함께 가족문화

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부모

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어

행복한 1박 2일이었다릳며 릲다음 기회에도 좋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릳고 만족감을 표했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전통예절을 통한 건강한

청소년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군민

의 다양한 프로그램 욕구에 맞춰 수준 높은 프

로그램 개발에 힘써 행복한 기장 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다.

2014년 외국인근로자 우리고장알기 행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1월 2일 기

장관내 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

자를 대상으로 우리고장알기 릲Happy Together릳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관면에 위치한 소

두방공원에서 미얀마 국적을 가진 외국인근로

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기장 지역의

지리적굛문화적 이해를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범위를 확장시키

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외국인근로자

희망 나눔 사업을 소개하고 기장관내의 관광명

소와 특산물을 안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아

울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속의 기장문화예

절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전통의상을 체험해보

는 기회를 가졌으며, 미얀마 과자와 과일을 제

공하는 카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뜻깊은 시

간을 가졌다.

아직 기장지역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들에게 지역의 볼거리 및 먹거리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고국

의 향수를 달래고 조금 더 친숙하게 지역에 화

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외국인근로자는 릲외국인근

로자 희망 나눔 사업의 한국어교실에 참여하면

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많

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릳며 서툰

한국말로 행사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기장관내 외

국인근로자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체육센터, 믿고운동하세요굩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속의 기장군국민체육

센터와 기장생활체육센터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체육센터 내에 자동제세동기(이하 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각각 2대

씩 설치했다. 일명 저출력심장충격기인 AED는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급 상

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의

료장비다.

체육센터에서는 11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계

기로 체육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AED 사용법 교

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이하 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격증을 소지

한 직원의 지도로 간단한 CPR 교육도 함께 진

행했다.

이번 교육은 매일 센터를 이용하는 약 1,000

여명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

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발

생 시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유용한 시간이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

을 가지게 됐다.

기장생활체육센터장은 릲이용객의 안전사고 발

생 시 조속한 대처를 위하여 앞으로 안전교육

과 응급처치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수영장 안전요원 뿐만 아니라 체육

센터 전 직원이 CPR 자격증 등을 취득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릳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육센터는 직원뿐만 아니라 회원을 대

상으로 한 AED 사용법, CPR 교육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산하 체육센터는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고장알기행사개최

일광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1월 4일과 6일 2차례에 걸쳐 노인

일자리사업(장애아동지원사업, 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에 참여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냅킨공

예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모집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서비스안내 어린이겨울방학수영특별강좌안내

다문화가족부부교육 1박2일 캠프 릫내사랑콩깍지릮

김장체험행사안내

강좌명 운영시간 운영일 구분 정원 분반 요금
어린이수영특강1 11:00~11:50 화~금 강습수영 30 2 25,000
어린이수영특강2 12:00~12:50 화~금 강습수영 30 2 25,000
어린이수영특강3 14:00~14:50 화~금 강습수영 30 2 25,000

다이어트스피닝특별강좌안내

강좌명 운영시간 운영일 구분 정원 분반 요금
다이어트 스피닝 특강(주3회) 09:00~09:50 화,목,토 생활체육 13 1 50,000
다이어트 스피닝 특강(주2회) 09:00~09:50 수,금 생활체육 13 1 34,000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

원 제도의 활동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만 6세이상 65세미만의 장애등급 1, 2급 중증 장애인

○ 내 용

- 신체활동도움(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도움(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도움(등굛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동행 등)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 신청기간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관할 읍굛면사무소로 신청(복지관에서 대리신청 가능)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전통 김장문화 체험을 통

해 다문화가족의 주부역할을 강화하고자 행사를 진행하오니 결혼이민자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 12. 1 ~ 12. 4 (4일간)

○ 장 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

○ 대 상 : 결혼이민자

○ 내 용 : 김장양념 고르기부터 양념하기까지 전 과정 체험 및 김장 나눔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녀의 장애상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2차적 장애 발생

을 예방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를 다

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지원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예방

- 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양육비 경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 지원대상 : 유치원~고3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심의(또는 특

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굛평가)를 통해 치료굛기타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 지원금액 : 월 110,000원 이내 실제 소요경비(초과분은 학부모 부담 원칙)

○ 제공인력 : 국가 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 지원기간 : 상시모집

○ 지원방법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후 학교의 통보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한 서비

스 제공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 12. 13 ~ 12. 14 (1박2일)

○ 장 소 : 미정

○ 대 상 : 다문화가족 부부 8쌍

○ 내 용 : 부부관계 증진교육 및 체험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강좌대상 : 만7세 이상 어린이(강좌 개설일인 12.26 기준)

○ 강좌기간 : 2014. 12. 26 ~ 2015. 1. 25

○ 내 용

○ 신청기간 : 2014. 12. 20(토) 10:00부터 선착순 마감 시 까지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 강좌대상 : 고3 수험생 및 대학생

○ 강좌기간 : 2014. 12. 26 ~ 2015. 1. 25

○ 내 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선착순 접수만 가능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 웹 예약 시스템 접속 (http://lims.gijangcmc.or.kr) →

회원가입 → 참가 희망 어린이 실명으로 회원 가입(14세 미만일 경우 사이트 내

에서 부모의 동의로 간단하게 실명인증 가능) → 기장생활체육센터 → 수강신청

→ 겨울방학 특강 → 희망하는 강습시간 신청 → 결제(12시간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 됩니다.)

○ 신청기간 : 2014. 12. 20(토) 10:00부터 선착순 마감 시 까지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공단행사외국인근로자와함께 릲Happy Together릳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11월 8일과 15일 달음산 가족

숲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청정자연 달음산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놀이와 자연재료 공예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참

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2015년에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정관 어린이도서관

에서 릫러시아를 배우다릮를 진행했다. 정관면에 거주하는 10명의

사할린동포 재능기부자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러시아 문화 및 전

통음식을 소개하여 지역사회 통합의 기회를 가졌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1월 8일 정관면에 위치

한 소두방공원에서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기장군

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배려로 화합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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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을이끌어갈 릫후계농업경영인릮

신청안내

2014한굛아세안특별정상회의축하문화행사안내

지방세제개편에대해알려드립니다

한굛아세안특별정상회의

승용차자율 2부제동참

겨울철상수도시설물이렇게관리하세요！

2014년시립미술관송년로비콘서트

나만의작은결혼식을합시다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안내

릫단말기유통법릮시행으로통신생활이

이렇게달라집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기반자금, 교육,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

공합니다.

○ 신청시기 : 2014. 12. 31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굛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주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

본, 읍굛면장 추천서 각 1부

※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합격자 발표 : 2015. 2월 말(선정자 별도 통보 예정)

○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

(1964. 1. 1이후 ~ 1996. 12. 31까지)

▷ 병력 : 병역필굛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

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농고굛농대졸업생, 시장굛군수굛구청장이 인정한 농

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룚제

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농림과(709-4402)

- 겨울철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결굛동파 피해 예방 -

○ 겨울철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하여 보온재가 설치되지 않은

계량기 보호통에는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보온재(헌옷, 스티

로폼, 이불, 볏짚 등)를 설치하여 주세요.

○ 또한 옥상 물탱크의 볼탑이 정상 작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하

여 물이 넘쳐 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을 당부 드립니다.

○ 수도 시설이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40℃이하)을 준비하여

서서히 계량기 주변에 부어 천천히 녹입니다(헤어드라이기

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 계량기 동파나 기타 급수관련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1로 전화주시면 상시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669-5560)

○ 자장면 값도 안 되는 주민세를 정상화합니다.

-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정상화하도록 2015년 7천원 이상,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세액을 조정합니다.

- 납세자 간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균등분 주민

세를 2016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만원 ~ 528만원으로 세

부담을 조정합니다.

※ 일본의 경우 자본금 500억원 이상 종업원 50명 초과 시 3,800

만원 납부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조

정합니다.

- 그 동안 택시, 승합차 등에 대해 동결된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률을 반영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와 서민 생계

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에 대한 자동차세는 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 또한,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

(6,600원→10,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값의 가격

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

에서 1,007원으로 조정

세정담당관실(888-1811)

□ 행사개요

○ 기 간 : 2014. 12. 11(목) ∼ 12. 12(금)

○ 장 소 :부산 벡스코

○ 참 석 :한굛아세안(10개국*) 정상, 경제인 등 3,500명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주요행사 :특별정상회의, 양자정상회담, CEO서미트 등

○ 슬 로 건 :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신뢰구축,

행복구현)

□ 문화행사

○ 룗아세안으로 가는길룘(한굛아세안 생활예술문화축제)

- 기 간 : 2014. 12. 10(수)∼12. 13(토)

- 장 소 :KNN 센텀신사옥 광장

- 내 용 :한굛아세안 무형문화재 공연, 아세안 전통 의상굛식문

화 체험 등

○ 아세안 특별미술전 릫미의 기원릮

- 기 간 : 2014. 12. 10(수)∼2015. 2. 1(일)

- 장 소 :부산시립미술관

- 내 용 :아세안 10개국 대표작품 150여점

한굛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행사지원담당관실(888-6285)

성공적인 한굛아세안 특별정상회를 위하여 12. 11 ~ 12일 양일

간 승용차 자율 2부제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

부 드립니다.

□ 승용차 자율2부제 시행

○ 기 간 : 2014. 12. 11(목) ~ 12. 12(금)

⇒ 2일간(행사기간 동일)

○ 시행지역/시간 :부산시 전지역 / 07:00 ~ 20:00 (13시간)

○ 대상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굛승합차

○ 제외차량 :장애인굛국가유공자차량, 긴급용굛외교용굛보도용굛

임산부굛유아동승 차량, 타시도 차량 등

□ 승용차 자율2부제 운영방법

○ 승용차(선택적)요일제 참여자포함 자율적으로 2부제 참여

※ 기존 시행 룙승용차 요일제룚 운행 차량(12. 11, 12. 12일 해당

차량)은 종전대로 시행

○ 운영방법 :포지티브(Positive)방식

-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 운행

-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 운행

교통국 교통정책과(888-4371)

○ 공 연 :콰르텟엑스와 함께하는 송년콘서트

○ 일 시 : 2014. 12. 12(금) 17:00 ~18:30

○ 장 소 :시립미술관 1층 로비

○ 내 용 :현악사중주(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

○ 출 연 :조윤범과 콰르텟엑스

부산시립미술관(740-4217)

○ 하객은 150명 내외, 음식접대는 1인당 2만원 내외로 합니다.

○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혼례비용(1천만

원 내외)을 마련한다.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굛부모들이 혼례종합정보센터(www.

weddinginc.org)을 클릭하면 작은결혼식에 필요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공공시설이 결혼식장으로 개방된 정보와 결혼

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사진과 함께보실 수 있음.

○ 예비부부굛부모에 대한 혼례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5)

□ 2015년부터 모든 국굛공립학교의 신입생(현재 초6, 중1)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교복 구매

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릫학교 주관구매 제도릮를 통해, 신입

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

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릫학교주관 구매릮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

이가 있습니다.

□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

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릫교복 물려 입기릮(중고) 등의 사유로 릫학교주관 구매릮에 참여

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면 됩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044-203-6522)

○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릫단말기 유통법릮이 10.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릫단말기 유통법릮에서는 기존 릫보조금릮이란 용어를 릫지원금릮으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단말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가입한 유형, 시간, 대

리점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통사는 단말기별굛요금제별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할 경우에는 이통사가 부담하는 지원금에 상

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4)

보건소소식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멸치세상 724-4800
기장읍

기장해안로 589-6
향차우 728-0551

정관면 산단1로
115

자매국밥 727-0508
장안읍

기장대로 1633-3
묵돌이
식당

721-3484
기장읍 차성로

253

가마솥생
복집

722-2995
기장읍 차성로

327-2
이가네

다슬기 맛집
722-8893

기장읍 차성동로
88-3

동바다 721-3081
기장읍

기장해안로 925-1
기장
곰장어

721-2934
기장읍

기장해안로 70

대문집 727-5001
장안읍 길천길

51-2
큰손칼국수 724-8289

일광면
기장해안로

1325-1

칠암1번지
횟집

727-5454
일광면 문오성길

547번지
기장종가집
곰장어

722-8958
기장읍

기장해안로 72

배가네
왕 손칼국수

724-5587
기장군 차성로

288-68
동부산
활어횟집

721-2459
기장읍 두호길

25-34

시골
삼계탕

728-7517 정관면 구연1로 6 흙시루 722-1377
기장읍 차성로
451번길 28

수림횟집 727-0441
일광면 신평길

30-2
건강한
밥상

728-5293
정관면 병산로

219

접종기관 당초 변경안

기장군보건소 둘째굛넷째 수요일 오전
둘째굛넷째

수요일09:00 ~ 11:00

정관보건지소
첫째굛셋째굛다섯째

목요일 오전
11, 12월 접종 중단

○ 기장군 보건소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저염식이 건강음식점

을 안내합니다.

○ 모범 건강 음식점에서는 싱겁게 음식 주문이 가능하고, 가정

에서도 만들 수 있는 저염레시피 책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

니다.

○ 맛있고 싱겁게 먹기굩 저염 건강 음식점 많은 이용바랍니다.

○ 저염건강음식점 현황 안내

건강증진계(709-4821)

○ 변경대상

- 결핵(BCG피내용)예방 접종 / 생후 1개월 이내 접종

○ 변경사유

- BCG(피내용)백신제조사의물량공급일정지연으로 백신폐

기량을 최소화하여 미접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변경일정

가족보건계(709-4834)

릲맹장염수술

이제통증

흉터걱정없이릳

의학칼럼

박창민

기장병원일반외과과장

릫맹장염릮은 우리에게 익숙한 외과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맹

장염의 정확한 명칭은 릫충수염릮으로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

치한 충수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맹장염은 충수염이라고도 하며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붙어

있는 창자인 충수돌기 입구가 막혀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급성 충수염의 경우 급성 충수염은 맹장 하단에 붙어있는 충

수가 곪아 터지는 병이다.

충수가 터지게 되면 충수주위농양이나 복막염이 생길 수 있

다.

충수염의 초기증상은 소화불량과 비슷하다. 명치끝이 답답하

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급체한 듯한 증상이다. 명치 끝, 윗배, 아

랫배 등 복통이 발생하면 위치나 통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질환

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오른쪽 하복부에 통증이 나타나면

흔히 맹장염을 떠올리는데 초기 증상은 위장 질환과 비슷해 오

인하기 쉽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배꼽 위쪽에서 소화불량

처럼 느껴지던 증상이 점차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옮겨가는 듯

하면 충수염을 의심해보고 빨리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증상이 지속된다고 해서 약물을 계속 복용 하면 충수가 터

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들러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

서 충수염을 감별해 내는 것이 좋다.

이처럼 맹장염은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으로 충수돌기에 염

증이 생겨 있다는 것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 통증이나 염증을 줄

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충수돌기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막

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염증이 생기게 되고 썩기 때문에 병원에

서 맹장염이 맞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바로 수술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영상기술과 수술 기구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개복 수술 대신

복강경 수술을 선택한다.

복강경 수술은 배꼽 부위 1cm 정도만 절개하고 하복부에 0.5

cm 크기의 작은 구멍(절개창) 2~3개를 뚫어 수술을 한다. 절개

공에 이산화탄소가스를 주입하여 복강 내 공간을 확보한 후, 특

수 기구들을 넣어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한다. 그러므로 더 정

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은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절개창의 크

기가 작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미용적으로 보기 좋고 창상으로

인한 통증이 훨씬 작다. 수술 후에는 재원(입원) 일수(환자들

의 평균 입원 일수)를 줄이고 사회생활 복귀 시점을 앞당긴다

는 장점도 있다.

수술이 작은 구멍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릫개복 수술보다

잘될까릮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부학적 구조물을 확

대해 보며 수술을 시행하므로, 좀 더 미세하고 세부적인 수술을

할 수 있다. 또한 복강 내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현재 기장병원 일반외과에서도 복강경을 통한 충수절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원 일수 및 통증이 작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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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이하선염 FAQ

□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16~18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식욕부

진, 구토 등이 1~2일간 나타납니다. 이후 침샘(주로 귀밑

샘)이 단단하게 부어 올라 통증이 있고 누르면 통증을 느끼

게 되며, 붓기 시작한 후 1~3일째 최고조에 도달해서 3~7일

이내에 차차 가라앉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뇌수막염, 고환염,

부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

의 약 1/3은 무증상감염을 보입니다.

□ 유행성이하선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환자의 침으로 분비되는 비말에 의해 감염됩니다. 전염기간

은 발병 7일 전부터 발병 후 9일까지이므로 이기간 동안 격

리가 필요합니다.

□ 유행성이하선염이 재감염 될 수 있나요?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에 의한 이하선염을 앓은 것이 맞

다면 재감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침샘의 종창

은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장바이

러스(Enterovirus),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A virus) 감염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감염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사춘기인 아들이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린 남자의 15~20％에서 고환염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감염되어 고

환염으로 발전되면 남성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후 12~15개월과 4~6세에 홍역-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혼합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합니다.

□ 유행성이하선염은 한번 앓고 나면 평생 면역이 생기나요?

예. 유행성이하선염은 한번 걸리고 나면(past infection) 평

생 영구면역(permanent immunity)이 생깁니다.

□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유행성이하선염에 걸렸습니다. 학

교에 보내도 되나요?

아니오. 유행성이하선염은 잠복기가 16~18일 정도인데, 증

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정도와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정도까

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기간이고 특히 증상

이 나타나기 48시간 전이 가장 전염력이 높습니다. 특히

MMR 백신을 맞지 않은 학교 어린이들에게 전염시키지 않

으려면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린 아이는 전염력이 있는 기간

에는 학교에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언제 맞아야 하나요?

홍역-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풍진 혼합백신(MMR백신)

이 있습니다.

MMR백신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12~15개월과 4~6세에

접종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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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수산자원 조성기술 역량강화사업 초청연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가? 전 세

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릫바

다식목일릮이다. 바다식목일은 바닷속에 해

조류를 심는 날로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

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회복시

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바다식목일과 자원조성사업을 통하여 풍

요롭고 건강한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대국

민 인식증진에 발 벗고 나선 곳이 바로 한

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강

영실)은 2010년 수산자원사업단으로 시작

해 2012년 1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정식 출범한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자원 조

성굛관리 전문기관이다. 부산 센텀에 위치

한 본사를 비롯해 전국에 4개 지사, 1개 수

산자원연구소, 3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부산지역 바다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강영실 이사장은 릲수산물 소비량은 지속

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해양오염과 온난

화 등으로 바다는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

다. 수산업은 단순한 식량공급 산업이 아

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

는 미래 산업입니다릳라며 릲한국수산자원관

리공단은 바다가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적극 선도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

다릳라고 말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는 바

다숲굛바다목장 조성, 종묘생산방류, 인공

어초시설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TAC(총허용어획량제도)사업

및 기후온난화 관련 현장지원 사업, 수산

자원관리 촉진을 위해 국가굛지자체가 위탁

굛대행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해조류가 고사

하는 갯녹음 현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데, 바다숲 조성 사업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갯녹음이 심화된 해역을 대상으로 감

태, 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심

어 대규모 숲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다.

바다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고 어류의 먹이와 산란 보육, 은

신처 역할을 해 생태계 복원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여수엑스포의 바다숲 체험장,

군산 옥도면 장자도의 보이는 바다숲(잘피

숲)과 같은 수중 생태관광과 연계된 바다

숲 조성으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

능케 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는

2030년까지 산림녹화사업에 준하는 35,000

ha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투하해 수산

자원의 서식장을 조성하는 바다목장 사업

은 어업과 관광, 레저가 복합되어 수산자

원의 지속적 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모한다. 바다목장은 현재 12개소 완공, 24

개소가 추진 중이며 기장군 지역에는 작년

릫기장릮바다목장이 완공됐고 올해부터 릫장

안릮바다목장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기장군은 지난

3월 19일 희망바다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

결하고 바다밑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풍요로운 연안해역 조성과 지역

수산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2014년 1월 강영실 이사장의 부임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새로운 도약에 나

섰다. 30년 넘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양

굛수산관련 연구를 해온 전문가인 강 이사

장은 릲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새로운 도전이 쉽지만은 않았

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재미있습니다릳라고

말한다.

취임 후 강 이사장이 가장 중점을 둔 부

분은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었다. 이에 전 직원 전진대회 개최, 멘토-

멘티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주인의식과 동

료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현안문제

에 집중했다. 공단 본사는 센텀시티의 한

건물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셋방살이

로 공간이 모자라 연구실과 시료보관소를

남해지사와 다대포에 분산 배치해서 운영

되고 있어 독립청사 건립이 필요했다. 독

립청사 마련을 위한 부지와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조성하는 릫해조류 육종굛융합연구센터릮의

건립부지 내 3천300㎡를 무상으로 제공받

기로 해 독립청사를 마련하게 됐으며 내년

말 청사를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우

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

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 구상, 해외사업 추진, 국제교류 등

업무의 전문화와 사업 확장을 적극 추진함

과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또한 잊

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유일의 수산자원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세계 일류기관으

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

다.

기장의수산자원조성굛관리

우리가책임지겠습니다굩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릲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릳 기장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FIRA) 이사장 강영실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기장 군

민에게 인사드리고 우리 FIRA를 소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FIRA는 이제 설립 4년차에 접어드는 새내기 기업으로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어초(물고기 아파트), 바다목장(물고기 신도시), 바다숲

조성과 더불어 종묘방류사업, 자원변동 및 어획량조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동, 서, 남해 및

제주에 지사를 그리고 완도, 부안, 양양에 종묘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자원조성과 더불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해상낚시터와

같은 관광시설 등을 접목한 시범바다목장을 울진, 여수, 태안, 통영, 제주에 시설하여

6차 산업의 씨앗을 뿌린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37개소에 연안바다목장을 조성, 관

리하고 있으며 바다숲은 3,334헥타를 조성하였고 그 기술적 노하우는 세계적으로 우

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해양오염과 온난화, 간척사

업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 바다는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

다. 기후변화, 오염 등으로 바다사막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 만으로는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에 대응 세계 최초로 릫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릮을 제정하여 릫제2의 산

림녹화를 바다에서릮라는 슬로건 하에 전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은 단순한 식량공급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미래 산업으로 수산자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때입니다. 공단은 새

로운 발상과 패러다임으로 수산자원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첨

단 기술력으로 수산자원을 풍요롭게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장 연안해역에서는 2009년부터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이

미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장안권역에 새로운 바다목장 조성을 시작하였습

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장 전 연안역에 바다숲 조성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장은 명실공히 해조류의 메

카로서 뿐만 아니라 자원조성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그 이름을 공고히 하리라 생각합

니다.

기장 연안해역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우리 공단이 앞장서서 기장 군민이 믿고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을풍요롭게하여녹색바다지켜나갈터
바다숲굛바다목장, 종묘방류, TAC 등 적극적수산자원조성과관리

연안에 인공구조물을 투하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지속적 생산을 가능케 하는 바다목장의 모습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가들이 바닷속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 오시는길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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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 연합회(회장 최해조)가 주최

하는 제11회 친환경 농산물 홍보행사가 장안읍 기룡리 솔밭공

원에서 11월 8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의원 동정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11월 20일, 군

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

데 2014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

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갑오년 한해를 결산함

과 동시에 내년도 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되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민선 6기 기장

군의 발전방향을 가시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중요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8굛25 폭우

피해복구를 위해 내 일처럼 노력해준 공무원

과 각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

편, 방재시스템 점검과 종합복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안전 1번지 기장군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기는 내년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

는 업무보고와 사업추진의 근간인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 한사람 한사

람을 대신하여 내 집 살림살이를 다루는 심정

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

게 주문하였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서는 릫회기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릮등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릫2015년

도 본예산안릮제출에 따른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릫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릮, 릫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굛세출 예산안릮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릫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릮을 처리하고 릫예산결산특별위원회릮를 구성

하였다.

11월 21일과 11월 24일에는 운영행정위원

회 및 복지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릫부산광역

시 기장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안릮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8건의 조례

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굛의결 하였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

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

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

산은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

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12월 8일과 12월 9일 양일간 군

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올 한해 행정의 공과

를 지적하고, 내년도 군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군정목표 설정 및 정책적 비전, 그리고 구체

적 실행계획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

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미래지

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

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2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릫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굛세출 예산안릮 및 각종

안전을 처리하고 의원 릫5분 자유발언릮을 청취

하는 것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

리하게 된다.

기장군 서화연합회(회장 이임두) 제7회 작품전시회 개회식

이 군청 로비에서 11월 12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

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지역문

화 발전에 기여하는 서화동호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2015년도 본예산안심의를통해생산적정책대안제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안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가 기장경찰서에서 11월 4일 개최됐

다. 기장군의회를 대표하여 김정우 의장이 참석하여 치안 안전

을 위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목단강시대표단기장군방문

양도시간우호증진및교류협력제안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 대표단이 11월 19

일 기장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사)중한

러교류협의회의 주선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문목적은 기장군-목

단강시 간 우호증대와 분야별 교류협력 가능

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풍혜걸 목단강시 산하 목릉시정부 부시장,

윤경현 목단강시정부 외사판공실 부조사연구

원, 왕춘리 목릉시정부 농업위원회 부주임으

로 구성된 목단강시 대표단은 이 날 기장군의

회에서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 기장군

청 정원수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과 환담을

가진 후, 기장군의 대표적인 사찰인 장안사와

농업기술센터를 차례로 견학했다.

장안사를 방문하여 사찰의 역사와 문화재

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찰을 둘러싼 빼

어난 자연환경과 오래된 역사에 놀라움을

표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교육시설과 유용

미생물(EM) 배양장,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둘

러보고 기장군의 특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대표단은 특히 농업특산물

과 유용미생물(EM)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

며 두 분야의 교류를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하

였다.

견학을 끝낸 후, 대표단은 관내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장군 방문일정을 마무

리하였다. 오찬장에서 풍혜걸 부시장과 김정

우 의장은 향후 기장군의회의 목단강시 답방

을 약속하고 양 도시 간의 우호증진에 뜻을

같이 했다.

한편 목단강시는 인구 280만 명, 면적 4

만㎢의 중국 최북단 흑룡강성 동남부 도시로

서, 산하에 목릉시를 포함한 5개의 현이 있

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발해국 상경용천

부의 옛터이자 백야 김좌진 장군과 백산 안희

제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일하기좋은도시,

기장군만들터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 세월호 사태와 8월의 집중폭우 등으로 대한민국과 기장군에

큰 시련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

달여 남은 2014년 마무리를 뜻있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2015년에는

모든 군민이 행복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의 이번 당선은 지난 4년간 비례대표 군의원으로 활동한 저의 노력

과 성과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이자 앞으로 4년에 대한 무

거운 기대와 성원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 계획굛방향이 있는지?

-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

터 정부부처 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임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맞춤

형 정책을 소개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민간 기업에게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54.5％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2019년 60.2％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하는 민

간기업에 정부 공공사업 입찰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밖에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으로 돌봄대기 시스템을 정비하고, 영유아 종일 돌봄서비스 지원연

령을 현행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기장군 정책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우선 의

정활동으로 삼으려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없는 도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해 각 노인복지관의 프로그

램을 한층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 필요한 시설이나 장

비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예산을 충

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기장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

다.

정관노인복지관 건립이 조속히 앞당겨 정관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 진행사항은?

- 기장시장 주차장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

아 전국에서 기장으로 모여들고 있지만 이 행락객들이 주로 들르는 기

장시장에는 대형버스 한 대 주차할 전용공간이 없습니다. 대형버스 주

차장 부지확보와 건설, 일반 주차장 추가 건설 등이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화그린 앞 교리그린공원 조

성사업과 교리 주차장 건설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기장여성 특유의 열정으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보

답하는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항상 외쳐왔듯이 소외된 계층,

약자의 편에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상의 핵심공약을 적극 이행하여

따뜻하고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장군의회제201회 정례회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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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기장군단독선거구쟁취발기취지문

기장군 의정회는 전굛현직 의원 출신들로서 기장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장군은 1995년 경남 양산시로

부터 독립, 복군 되면서 날로 군세(郡勢)가 커져가고 있으며 동부산

권 미래의 핵심 지역으로 부산발전의 근간이다.

그러나 기장군민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에 보장

된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기장군민의 인구수가 지난 2012

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도 이미 선거법상 최저 인구하한선을 넘었

는데도 선거구가 기장군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채 정치인들의 이해관

계에 획정되었다. 최근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구 간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민의 인구수가 이미 선거구간의 편차가 3:1이든 2:1이든 선거

구 인구 하한선을 넘었고 내년 연말 기장군 인구가 16만 명을 예상하

고 있다. 우리 의정회는 더 이상 기장군민의 보편적 주권 행사에 있어

서 어떠한 평등권을 침해 당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뿐더러 적극적으

로 기장군민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수호하는데 앞장서고

자 한다.

따라서 우리 의정회는 다가오는 2016년을 국회의원 해운대기장을

지역구에서 독립하는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 원년임을 선언하며 단

독선거구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기장군민과 함께 추진 모임을 발기

한다.

2014년 11월 20일

기장군 의정회

기장군의정회, 국회의원기장군단독선거구

쟁취추진모임발기

전직 기장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기장군의정회는 11월 20일 기장군의

회 주민상담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 추

진모임(가칭)을 발기하고 추진모임 구성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장군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 11명과 현역의원

8명 등 전굛현직 의원 19명이 참석해 발기 취지문에 연대서명을 하고, 범군

민적인 추진모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전굛현

직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추진모임이 정식 출

범할 때까지 준비과정을 맡게 된다.

기장군의정회는 이 날 발기취지문에서 릲기장군은 날로 군세(郡勢)가 커

져가고 있음에도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헌법상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릳면서 릲다가오는 2016년을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 원년임

을 선언하며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 기장군민과 함께 추진 모임을 발기한

다.릳고 밝혔다.

한편, 단독선거구 쟁취는 기장군의 오랜 숙원으로서 제19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독립 요구가 있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현행 선거구 획

정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독립선거구 쟁취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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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멈춰있거나질주한다

흐르는 시간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들

재키 토마에, 하이케 블뤼너 지음/류

동수 옮김/예담

흐르는 시간... 사실 흐른다는 수

식이 적확하게 사용되었는지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

는 것이 시간이라는 단어다. 흐른다

는 말은 어디론가 간다는 말이기도

한데, 방향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존재라면 시간은 구체적인 형

상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 주위에

영원히,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 시

간은, 찾으려고 하면 잡히는 아무런

형상이 없다.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

는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할 수도 없

는 것이, 만물을 변하게 하는 실재

를 시간은 또 지니고 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단위를 스물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숫자들을 이리

저리 엮어 한 달, 혹은 일 년으로 나

타내었다. 결국 시간은 나이라는 이

름을 가지고 형체는 없지만 이렇듯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숫자를 이용해서 측정 가능한 형

태로 시간을 전환 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속도로 적용되어지지는 않는

다. 똑같이 주어진 두 시간이 사람

마다 그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각자의

관심도 정도에 따라서 두 시간이 열

시간 같을 수도 있겠고 또한 일 분

같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 말하는 시간의 상대성이다. 느끼

기에 따라서 느리게 가거나 빠르게

가거나 시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

다가 어느 순간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책의 두 공동저자는 모두 사십

대 초반이다. 스스로는 늙은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라고 말한다. 실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

도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늙었

다거나 젊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몇 살부터 늙은 나이이며 몇 살까지

가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

가. 흐르는 시간에 대한 저자 자신

들의 경험과 생각에서부터 타인들

의 많은 직간접적 경험들을 이 책에

실어 놓았다. 심지어 의술의 힘을

빌려 오년이나 십년 전쯤의 외모로

되돌려놓고 시간도 돌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노화현상, 나

아가 죽음까지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만 하는 현상으로 보지 않고,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

는 사람도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흐르는 시간을 타파해야 할 대상으

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

다. 포도주나 골동품처럼 묵은 것이

값진 것도 알게 되고, 어떠한 대상

을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것을 노화

현상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

다. 그리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다시 느끼고 싶은 추억을 선사해 주

는 것은 분명 시간의 힘이다.

지난날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

웠던 기억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던 이웃들. 이러한 기억들이

싫고 원망스럽기보다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추억된다면 흐르는 시간

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배낭을 메고 버스를 타고 다니

는 여행에서 벗어나 안락한 잠자

리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패

키지여행의 편리함을 알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시간이 주는 선물일

수도 있다. 세상을 모두 알아버린

것만 같은 이십대의 교만은 이십

대에는 그 잘못 되었음을 알 수가

없다. 삼십대를 지나고 사십대가

되어야만 세상이 희미하게나마 느

껴지고 이십대 때의 잘못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

은 흐르는 시간이 줄 수 있는 멋진

선물들이다.

이제 다시 한 번 돌아보자. 흐르

는 시간을. 과연 시간은 한 번 이라

도 멈추어 있었던 순간이 없었을까.

적어도 내게 만이라도, 찰나의 한

순간 만이라도 멈추었을 때는 없었

을까.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흐르는 모

든 시간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까.

박태만 서예가

신진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태연못을 관찰하고 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학교가 있을까?기장군

철마면에 위치한 신진초등학교(교장 박금자,

이하 신진초)가 릫2014 아름다운 학교 대상릮에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내외에

야생화 화단과 생태 연못을 조성하여 신진초

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뽐내는 것은 물론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굛지역공동체의 열렬

한 노력과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수상의 비

결이다.

지난 2007년 일시 폐교 이후 2010년 3월 재

개교한 신진초는 소규모 학교로 현재 148명

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이 부족

하고 맞벌이 가정환경의 학생들이 많아 대부

분 학교 측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은 물론 방과

후의 생활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울 수 있

도록 학교 운영과정을 준비했다.

학교에 들어서면 깨끗한 생태연못을 비롯

해 블루베리, 감, 매실, 모과 등 과일나무와

약 200여종의 야생화가 교정 곳곳에 심어져

감탄을 자아낸다. 아기자기한 텃밭에는 상추,

배추, 고구마 등을 가족과 함께 가꾸어 수확

의 기쁨을 맛본다. 이렇게 키운 작물은 해마

다 1박 2일 가족야영행사 릫별밤 내리는 가족

사랑릮을 통해 나눠먹거나 복지관등에 기증하

기도 한다.

올해 초 취임한 박금자 교장은 릲아이들은

생태연못에 울타리를 치지 않아도 들어가지

않고, 주렁주렁 열린 과일을 수확하기 전까지

훼손하지 않는다. 교정을 산책하는 지역 주민

들 역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어지럽히지 않

고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릳고 말한다.

신진초는 녹색 친화적 학습 환경 외에도 학

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

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영어를 익히기 위

해 교문을 통과하는 등굣길에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한마디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박 교장은 학생들이 많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독서를 중요 교육 방침으로 삼고 있

다. 그래서 1~2학년은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함께, 3~6학년은 도서관으로 곧장 등교하여

교장선생님과 함께 책 읽는 아침도서관을 운

영하고 있다. 또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저녁에

는 달빛 도서관을 운영하여 주민과 강사를 초

빙해 동화구연, 가족 북아트 만들기 등 가족

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

처럼 독서교육에 힘쓴 결과 2013년 7권에 불

과하던 1인당 평균 도서 대출율이 2014년 10

월 48권으로 증가했다.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서도 학력이 미달되

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사들이 학생 한명 한명

을 챙기고, 5~6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스

스로 공부방 릫집현전릮을 마련해 학습 분위기

를 조성해주니 아이들의 정서는 안정되고 자

신감은 향상된다.

박 교장은 릲기장군은 좋은 교육 환경에 대

한 관심이 높은 곳이다. 앞으로 신진초에 대

한 주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릳고

전했다.

학생들의 자연친화적인 심성을 키우고 학

부모와 주변 지역주민에게는 쉼터와 자연학

습의 장을 제공해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학

교 신진초의 더 큰 미래를 기대해본다.

신진초등학교, 아름다운학교 릫대상릮수상

달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악기수업을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있다.

달산초등학교, 지난 3월 정관서 개교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음산 아래 새롭게

둥지를 튼 달산초등학교(교장 지복수, 이하

달산초)를 방문했다.

올해 3월 총 24학급으로 개교한 달산초는

현재 622명의 학생들이 릫건강하고 지혜로우

며 따뜻한 품성을 지닌 어린이릮를 목표로 다

양한 수업과 경험을 쌓고 있다. 복도에서 마

주치는 학생들마다 밝은 얼굴로 릲칭찬하겠습

니다릳라고 월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

적이다.

새로 개교한 학교에 초대교장으로서 소감

과 포부는

- 우수한 시설과 젊은 교사들의 열정이 가

득한 학교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서

기쁘고 책임감이 느껴진다.

학교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정규교육

과정 운영시간에 1시간씩 더 악기 수업을 운

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다. 새

학교이므로 이런 수업을 전통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달산초의 특별한 교육이 있다면

- 모든 학생들이 고루 참여 할 수 있는 자

랑발표대회인 릫Superstar D Day릫가 있다. 월

별로 줄넘기, 리코더, 달리기, 글쓰기 등 다

양한 종목으로 대회를 열고 우수한 학생의

시범이나 작품, 수상소감 등은 학교방송 달

산뉴스를 통해 전교생에게 보여준다. 자발적

인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배울 수 있어 학생

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내년

부턴 월 2회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정서적 순화를 위해 매월 이달의 음악을 선

정하여 등굣길에 고전음악을 들려주고 전교

조례시 스토리텔링과 동영상으로 음악을 소

개하고 있다. 2014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습

컨설팅 거점학교(부산광역시 전체 10개교 지

정)로 선정되어방과후에교사들이학력부진

학생들에게학습동기를부여하고기초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

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사성이 참 밝은 것 같다.

- 우리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근

방에 소문이 자자하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인성교육은 거창하지 않다.

먼저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고 생각한다. 월별로 릲절약하겠습니다. 양보

하겠습니다릳 등등 인사말을 정해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등굣길에 동생을 유치원에 손잡고 데려다

주는 등 착한 학생들에게는 매주 금요일 교

사들이 직접 행복팝콘을 튀겨서 나눠주면서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 덕분에 학교 전체 분

위기도 훈훈하다.

최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고

- 협성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독후감 공모전

에서 우수학교부문 수상을 했다. 도서관에

도서의 수량이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시상

금으로 100권의 책을 받게 되어 학생들의 독

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릫 릮

우리 친구 맞아? - 이남석(창비)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서울에서 예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열다섯

살 중학생 리나를 중심으로 10대들이 가족, 친구, 선후배 등과 관계를

맺으며 겪는 여러 문제와 해법을 그려 냈다. 청소년의 현실을 실감 나

게 묘사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란 무

엇인지 생각해 보고, 중간 중간 소개되는 심리학 지식을 통해 교양을

쌓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 말재주로 상대를 사로잡아 성공의 발

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통해 행복을 찾자는 이 책의 메

시지는, 친구조차 이해득실을 따지며 사귀어야 하는 현실에 지친 요즘

청소년들에게 진실한 관계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스프링 벅 - 배유안(창비)

평범한 열여덟 살 소년이 갑작스레 찾아온 형의 죽음을 극복하고 연

극을 통해 한 걸음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릫스프링벅릮

(springbuck)은 아프리카에 사는 양의 이름으로, 이 양들은 풀을 먹

기 위해 무리를 지어 초원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풀을 먹으려던 원래

의 목적은 잊고 무작정 뛰기만 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릫스프링벅릮의 비유는 입시 경쟁에 내몰려 꿈을 잃은 채

남보다 앞서는 데만 혈안이 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

가슴이 뭉클해진다.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 - 데이비드 페렛(엘도라도)

이 책은 릲왜 우리는 특정 얼굴에 유독 끌리는가?릳라는 의문에 대해

흥미진진한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누구나 거울을 보면서 릲나는 왜 이렇

게 생겼을까?릳라는 물음을 던지고 좀 더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을 품고 산다. 또한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릫도대체 왜 그

얼굴에 끌리는지릮도 모른 채 가슴이 뛰기도 한다. 영국 인간지각연구소

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하고 수백 명의 얼굴 사진을 분석하거

나 합성한 연구를 통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릫매력의 조건릮을 발

견했다. 인간의 얼굴은 인종이나 성별, 나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릫매력도릮가 높은 얼굴이 존재하며 그 특징은 생물학, 신경과

학, 진화심리학 등을 통해 검증된다.

너의 결혼을 디자인하라 - 황재복(라이스메이커)

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퍼센트가 선택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황재

복 저자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25년간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온 패션 디

자이너로서,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여전히 잘 해내고 있는 인생 선배

로서 들려주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중대한 인생의 관문에서 두려워

하고 고민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헤아리고 유

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 저자는 이 책을 썼다. 결혼을 앞둔 신부

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그녀만의 긍정적 결혼관을 통해 명쾌한 해답

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 - 마스다 미리(예담)

삼십대 중후반. 어쩐지 청춘 저편의 시절과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어

른의 세계에 진입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스러운 시기. 마음은 여전히

철없는 사춘기 시절에 머물러 있는데, 외모의 노화도 부쩍 신경 쓰이고

더불어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나 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것만

같다. 상큼한 청춘의 바람은 지나갔지만 일렁이는 봄바람에도 왠지 설

레는 것이 여자의 마음. 오랜만에 만난 거래처 남자 직원의 관심 어린

인사말 한 마디에도 피곤했던 하루가 새콤달콤하게 물드는 것만 같다.

이 책은 삼사십대 여성들이 느끼는 연애 감정과 마음의 파장을 섬세하

게 담아냈다.

그 날 - 소재원(마레)

이 책은 일제 말, 수탈이 극심해지면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침략야욕

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참기지와 전시동원을 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다. 일제는 침략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이

를 위해 한반도와 만주를 전쟁물자 공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어 공

산품과 식량 대부분을 전쟁터로 보낸다. 일본인 지주들로부터 수탈을

당했던 농민들, 일본병사들의 노리갯감으로 강제 징용해갔던 여성들,

학도병들, 부족한 물자 등 참혹한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릲우리스스로전통을만들어가요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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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My friend Su-jin is very nice and kind.

②She is tallest girl in our class but looks

like cute. ③She seems to have many

clothes likeone-piece, skirt, pants, blouse,

sweater, because she change clothes

everyday. ④I thinkshemay bemuch inter-

est in clothes and accessaries. ⑤She

studies very hard, and get along with

friends. ⑥Shenever teaseother classmate.

⑦So she is popular to everyone including

me. ⑧I am proud of her friend and want to

be likeher.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영어 에세이, 일기 등을 A4 10줄 내외 분량으로 자

유롭게작성하셔서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원문첨삭

하여 릫기장사람들릮에게재해드립니다.

□ 보내실곳 :주소)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기

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실

E-mail) kmji306@korea.kr

①My friendSu-jin is very nice and kind.

그대로 써도 훌륭한 문장이다.

② She is tallest girl in our class but looks

like cute.

She is the tallest girl in my class but cute

too.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인다. 릫look like릮은 다

음에 명사가 나와야 한다. 릫우리반릮은 our 말고

my를 넣자. 릫look + 형용사릮는 릫~인것처럼보인

다릮라는 뜻이다.

③ She seems to have many clothes like

one-piece, skirt, pants, blouse, sweater, be-

cause she change clothes everyday.

She must have lots of clothes like one-

piece dress, skirt, pants, blouse, and sweater

because shewears differently everyday.

강한 추측이니 must를 써 보자. 릫change

clothes릮도 나쁘지 않으나 clothes의 반복을 피

하기 위해wear differently를 써 봤다.

④ I think she may be much interest in

clothes and accessaries.

I think she is much interested in clothes

and accessaries.

릫~에 관심이 있다릮는 be interested in 이라고

표현한다.

⑤ She studies very hard, and get along

with friends.

She studies very hard and gets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는 릫~와 잘 지낸다, 잘 어울린

다릮라는 뜻.

⑥ She never tease other classmate.

She never teases other classmates.

3인칭단수현재형동사에는 ~s/es를붙인다.

반 친구들은 여러 명이니까 복수형.

⑦ So she is popular to everyone including

me.

So she is popular with everyone including

myself.

릫~에게 인기가 많다릮는 전치사with를 쓴다.

⑧ I am proud of her friend and want to be

like her.

I am lucky that she is my friend and I want

to be like her.

릫이런 친구가 내 친구라서 나는 운이 좋다릮라

는 뜻. 물론 글쓴이처럼 자랑스럽다(proud)라

고 표현해도 좋겠다.

릫 릮

기장군에는 16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

개 사업소, 5개의 읍굛면, 그리고 의회사무과

가 있죠. 이번 호에서는 군 직속기관 중 하나

인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정보화된 지

식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인구굛경제굛사회 구

조도 바뀌게 되었고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도

증가하게 되었어요. 좋지 못한 습관 및 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

망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우리군 보건소에서

는 지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현황을 파

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선 어린이들의 시력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시력검진을 실

시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

관련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인구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여하고 있어요.

일반진료, 치과진료,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신체검사, 건강진단

서등 제증명서 발급도 담당하고 있지요. 복합

적인 의료욕구 증대와 다른 구굛군에 비해 두

드러진 기장군의 노인인구 구성에 따라 한방

진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해요.

또한 움직이기 불편한 환자나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각 읍굛면별 담당을 지정

하여 정기적인 건강점검과 보건교육 등을 실

시하고 있어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장

군 건강지킴이 역할에 힘쓰고 있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정신질

환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

과 가족 및 환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영양, 비만, 아토

피, 금연 등 주요 건강에 대한 교육이나 다양

한 행사를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의식을 높이

는 데 이바지하고 있어요.

나쁜 세균이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는 방역소독을 하고 건강

한 치아관리를 위해 각종 구강보건 예방사업

도 실시하고 있어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

고 있는 암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과 예

방교육, 검진 등 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릫 릮

뢾김밥만들기뢿

① 약간 된 밥을 한 다음 소금과 참기름

을 넣어 준비해둬요.

② 김밥용 햄을 기다랗게 잘라서 살짝

볶고, 오이는 햄과 비슷한 두께로

자른 후 소금에 살짝 절이고 물기를

빼둬요.

③ 단무지와 맛살, 시금치 등 여러 재료

를 더 준비해도 좋아요.

④ 김 위에 밥을 살짝 펴서 깔고 , 밥 위

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놓고 김과

함께 돌돌 말아서 냠냠 먹으면 끝~굩

릲와우굩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리시

간~굩릳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밥을 만드는 시

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꼬마요리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요? 갑자기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한

다고요? 잠깐~굩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은 잊

지 마세요. 조금 후에 우리 입을 즐겁게 만들

어줄 음식재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란 말

씀이죠.

김밥 속 재료들이 서로 자기자랑대회를 열

었어요. 어떤 식품이 무슨 자랑을 하는지 들어

보고 어린이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어 자기

자랑왕을 뽑아 보세요.

쌀 : 릲나는 식사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

요한 식품이야.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도 풍부하지.릳

김 : 릲나야말로 귀한 음식이지. 내 안에는 비

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이 들어있고 나를 먹

으면 소화가 잘되어 변비에 걸리지도 않는다

고굩 맛도 최고 아니니? 밥맛이 없을 때 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잖아?릳

햄 : 릲나를 먹으면 힘이 불끈 나지. 내 안에

는 여러 가지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고 빈혈이

예방된단다. 어린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잖아

~ 인기가 너무 많아서 탈이기도 하지.릳

오이 : 릲나에게가장많이들어있는것은비타

민이야. 나를 먹으면 피부가 반질반질 윤이 나.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

소를 갖고 있지.릳

시금치 : 릲난 유난히도 짙은 초록색 채소잖

아?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등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 뽀빠이가 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

알지?그만큼 몸에 좋은 식품이란다.릳

달걀 : 릲하하하, 내 앞에서 영양소를 따지면

안 되지. 나야말로 영양소 덩어리거든.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키가

쑥쑥 자라도록 도와주지.릳 출처:농림축산식품부

○ 덜퍽지다 룗형룘

푸지고 탐스럽다.

(예) 꽃이 어떻게 덜퍽지게 피었는지 이것 한 나무만 있으면 세

상이 다 가을이라도 혼자 봄 노릇을 할듯하다.

뢾최남선, 심춘순례뢿

○ 자밤 룗명룘

나물이나 양념 따위를 손가락 끝으로 집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예) 당면뿐인 잡채와 삶아 누른 돼지고기가 두어 자밤씩 올라

모양만 냈던 듯 한데…. 뢾이문구, 우리동네뢿

○ 툽툽하다 룗형룘

국물이 묽지 아니하고 매우 바특하다.

(예) 주막 여주인이 한 바가지 떠다 준 툽툽한 밑술을 숨도 안 쉬

고 쿨럭쿨럭 들이마시고 나서…. 뢾문순태, 타오르는 강뢿

○ 푼거리 룗명룘

땔나무나 물건 따위를 몇 푼어치씩 사고파는 일

= 푼내기

(예) 온종일 비워 두웠던 온돌은 빈 소방처럼 찬 바람이 휘몰아

쳐 푼거리 장작 한 단을 지피고는 땀이나 좀 내어 볼 양으로 이불

을 뒤집어쓰고 누웠었다. 뢾심훈, 영원의 미소뢿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퀴즈협찬광고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일 자 제 목
12월 06일 눈사람아 춥겠다
12월 13일 연아 연아 올라라
12월 20일 메리 크리스마스, 늑대 아저씨
12월 27일 열두띠 이야기

일 자 제 목

12월 06일 (토) 닐스의 모험

12월 07일 (일)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12월 13일 (토) 말레피센트

12월 14일 (일) 슈퍼 미니

12월 20일 (토) 산타의 매직크리스탈

12월 21일 (일) 세이빙 산타

12월 27일 (토) 코비 : 블루 엘리펀트의 전설

12월 28일 (일)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1. 매직＆그림자＆버블쇼공연안내

- 공연내용 :다양한 마술과 그림자쇼, 아름다운 버블쇼가 어우러진 퓨전 매

직 공연

- 일 시 : 2014년 12월 14일(일) 오전 10시 ~ 11시

- 대 상 :어린이 및 보호자 100명

- 접 수 : 12월 3일(수)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 장 소 :시청각실

- 문 의 :사무실 (709-5331)

2. 그림책읽어주기안내

- 시 간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유아 포함 가족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2)

3.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굛일요일 14:00~ [시청각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12월 기장도서관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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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릫멈추지않으면성공한다릮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⑬ 기장읍 릫초급영어 교실릮

영어교실 수강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반갑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거리를 5분~10분 걸으면서 주위에

보이는 가게 간판들을 보면 대부분 영

어로 적혀 있는 것이 많다. 말하는 것

도, 읽고 쓰는 것도 모두 영어로, 이른

바 세계화 시대다. 인터넷 사용의 확

대와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영어

는 더 이상 학문적 언어가 아닌 생활

언어가 됐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해온 젊은 세

대들에게 영어란 공인시험을 위한 수

단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

는 존재지만 사실 그건 릫진짜 영어릮를

즐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장읍 주민센터에서는 매주 화, 목

13시 15분~15시 15분까지 초급 영어

교실이 나이 잊은 배움의 열기로 so~

hot하게 운영중이다. 3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30여명 정도의 다양한 연령

대의 수강생들이 영어공부에 몰두한

다. 3년 전부터 장한길 강사가 개설하

여 진행되어 온 영어수업은 그동안 집

안환경의 어려움, 시간 부족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아쉬움이 가득

했던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같은 수업

이다.

수강생들은 중굛고등학생들처럼 시

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영어를 공부

하는 것이 아니다. 릫영어를 배운 다는

것릮 그 자체만으로 큰 기쁨이다.

수업의 시작은 해외에서 실생활에

대화로 사용되는 표현을 익히는 것으

로 시작한다. 우리말 표현에 대한 영

어문장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

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이야기, 상식, 삶의 이

치 등과 같은 유익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관련된 영어표현을 배우기도

한다. 2시간의 수업이 힘들지 않도록

미국민요, 캐롤, 대중팝송 등을 선정

해 음악과 함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낸다.

정병옥(48) 수강생은 릲수업을 하러

오는 것이 삶의 활력소이고 열심히 익

혀서 외국여행가면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릳라는 기대감을 비

치며 영어 수업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

간다며 수업을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

을 보였다.

장 강사는 그 어떤 학생들 보다 열

심히 따라하며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

하는 수강생들이 흐뭇하기만 하다. 영

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뜸 릲영어를

사랑하라, 영어를 사랑하는 만큼 잘

할 수 있다릳고 단호히 말하며 릲느리다

고 불평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

하라릳는 말을 전했다.

수강생 김부경(46)씨는 릲오늘 배운

것을 메모해두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반복해요. 뭔가를 알아가는 게 보람되

고 나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일찍 스스로에게 투자해 볼 걸 하

는 아쉬움이 있어요릳라며 웃는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다.

아직 릫배울 수 있다릮는 기쁨으로 시대

에 발맞춰 학구열을 불태우는 수강생

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27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12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12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릫원어민과 함께하는 2014년 기장가

족○○○○학습릮이 11월 1일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 열렸습

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열린상담소

※ 보내실 곳 : (619-906)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 환경위생과 김지혜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25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 정주애 최성희 허정(기장읍 차성로) 원선미 장은주 하은혜

(기장읍 차성동로) 이일호(기장읍 차성서로) 김정호(장안읍

기장대로) 전현희(정관면 정관4로) 김민수(정관면 정관5로)

김중근(일광면 칠암길)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28명 등기발송)

▷ 김경화 이순기(기장읍 기장대로) 김종현(기장읍 대변로) 김

봉기(기장읍 마장터길) 이태홍(기장읍 죽성로) 강옥자 김승

찬 박주하 성숙자 원종필 이용우 이주연 이혜진 최정민(기장

읍 차성로) 하형찬(기장읍 차성동로) 김요순(기장읍 차성서

로) 편인순(기장읍 청강로) 박순미(일광면 이천10길) 김영

자(일광면 일광로) 박서영(일광면 일역길) 오지영(장안읍

길천2길) 박경민(정관면 모전1길) 김창도(정관면 정관4로)

엄대호(정관면 정관5로) 한정하(정관면 농공길) 신화찬 한

예원(철마면 고촌로) 송성길(철마면 안평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이소현(기장읍 내리길) 이경희 이봉선(기장읍 대청로) 이해

옥(기장읍 배산로) 최수빈(기장읍 차성로) 김미경 조휘윤

(기장읍 청강로) 제영미(정관면 정관1로) 정진국(정관면 정

관4로) 신영순(정관면 정관5로) 추명순(철마면 곽암길)

○ 시크하우스 협찬 식권(2만원 상당, 12명 등기발송)

▷ 서준영 조윤경(기장읍 기장대로) 최은아(기장읍 대변로) 이

서현(기장읍 대청로) 김그린아(기장읍 소정안길) 신미옥 전

민주 하늘빛(기장읍 차성로) 김수정(기장읍 차성동로) 김도

현 허윤영(기장읍 차성서로) 민지예(철마면 고촌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노광미(기장읍 청강로)

행사이모저모

기장우체국과 기장소방서는 10월 23일 릫국민 맞춤행복 복지

전달구축 사업릮과 상시 재난대비 태세 구축을 위한 협약식

을 기장소방서에서 가졌다.

산불전문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및 군청 농림과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30일 일광산 바람재에서 2014년 산

불방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돌입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호회 릫행복을 나누는 디람스릮는 10월

23일 관내 어려운 가구 6세대를 방문해 이불, 전기매트, 옷,

신발 등 후원금품(301만3천420원)을 전달했다.

원전갑상선암영향첫승소판결얻어내
균도와 세상걷기 주인공 릫이진섭 씨릮

이진섭(왼쪽) 씨와 아들 균도 씨.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은 이진섭 씨 가족이 고리 원전을 운

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릲한수

원은 아내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을 지급하라릳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릲박 씨가 장기간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됐고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

주민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

큼 원전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가 인

정 된다릳고 밝혔다. 이는 원전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이진섭(51) 씨는

릫균도와 세상걷기릮의 주인공으로 20여

년 가까이 고리원전 인근에서 살았다.

이 씨는 2011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아내 박 씨는 2012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부의 아들인 이

균도(22) 씨는 어려서 발달장애 판정

을 받았다.

이 씨 부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 무료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발

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

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씨는 릲원자력

의학원에 입원했을 당시 암 환자가 너

무 많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이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었다릳

고 말했다.

이 씨는 원자력의학원의 무료 암 검

진이 원전 측의 역학조사라고 생각했

다. 이에 이 지역에 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 했으나 개인정보라

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알아

낼 방법은 법원을 통한 정보 요청밖에

없었다.

이 씨는 릲후쿠시마 사고, 체르노빌

사고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는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원자력발전

소는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명확한 근

거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릳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2012년 7월 3일 소송

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

에 법원은 이 씨에게 일부분 손을 들

어줬다. 이 씨는 릲막상 진행하긴 했지

만 사실 정말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릳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원자력의학원이 2010

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인근지

역 주민에 대한 암 검진 결과를 내놨

다. 갑상선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2.5배 많다고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일부 승소는 아내 박

씨가 걸린 갑상선암에 대해서다. 이

씨의 직장암과 아들 이균도 씨의 발달

장애 진단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

가 미진해 기각됐다.

이에 이 씨는 릲법원은 한수원의 책

임을 피해액의 10분의 1만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했다. 원전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널리 알

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원

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

송을 위한 원고 모집을 시작했다릳고

밝혔다. 한수원도 1심 판결이 부당하

다며 항소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 씨는

릲있는 원전을 아예 없애자는 말이 아

니다. 노후 원전 폐쇄 등 처음 계획 당

시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 달라고 말

하는 것릳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릲한수

원은 전기료 감면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릳고 말했다.

새마을문고기장군지부(회장 최진호)에서는 11월 8일 기장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릫제1회 기장군 어린이 독서골든벨릮을

개최했다.

양경마을 민박협의회(브라이트 외 8개)에서 10월 27일 기

장읍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장읍에 기

탁했다.

우리 군과 교류중인 일본국 분고오노시 하시모토 유스케 시

장, 오노 야스히데 의회의장, 오노 유지 일한국제교류협회장

이 기장군 수재민을 위해 수재의연금 29만엔(272만3천420

원)을 정욱상 한일민간국제교류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

기장병원(병원장 허성근)과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10

월 24일 기장병원에서 직원 복지향상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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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성화방안모색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11월 18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해 2014

년 자원봉사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또한 각 단체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15년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모

색하며 정보공유와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11월 21일 KNN 야외광장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

울나기 일환으로 릫사랑의 김치나눔릮 행사에 고리봉사대(차장 김태

곤), 한국원자력여성군지회(회장 임성희) 등 단체와 개인 봉사자가

참여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11월 자원봉사v-day는 22

일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여해 유니세프와 함께 글

로벌시민교육과 아우인형 만들기 체험 활동을 통해 최빈국 아동의 질

병예방접종을 지원했다. 다음 12월 자원봉사 v-day는 6일 기장군청 9

층대회의실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짚어보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릫생활 속의 안전교육릮을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참여방법:www.1365.go.kr)

자원봉사자의날기념행사안내

일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10:00~12:00)

장소 :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문의 :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 722-2365

기장군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주)금강 유지환 대표는

11월 9일 기장군청을 방문해 지난 8월 집중폭우에 큰 수해를 입은

장안읍 좌천마을 이태우 씨 아들 세쌍둥이에게 학자금으로 쓰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룙기장사람들룚명예기자를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일반인 명예기자

●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성인 누구나(대학생 포함)

●활동내용 : 마을의 미담 발굴 및 주민불편 사항 취재, 편집실

요청에 의한 기사 취재 및 작성

●활동기간 : 2015년 1월 ~ 2016년 12월(2년)

●응모방법 : 자기소개서(사진부착)와 A4 한 장 분량으로 군

보를 보고 느낀 소감문을 워드 작성 후 필히 이메일로 송부

(skyoranges@korea.kr)

※ 워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함.

●신청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타 : 접수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합격자는 2015년 1

월 중 개별 통보함. 명예기자에게는 명예기자증이 발급되며

군보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고료를 지급함. 기존 명예기

자도 접수할 수 있음.

※ 문의 :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709-4071~5)

유료광고

과정명 과목 훈련대상

굛

국비지원계좌제굛재직자수업조리사국비훈련생모집

조리국비계좌제훈련특전

퀴즈협찬광고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제일프라자304호

(한빛메디컬옆)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발달지원상담및검사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지원 지정기관(마중물카드)

-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기능향상 효과 기대

- 심리상담 및 발달검사를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매월 20일까지 바우처 신청(읍면동사무소)하시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장점:723-9700/ 정관점:727-9950

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유료광고

거주불명등록어르신

기초연금신청안내

◈교육기간 : 2~3개월(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월5만원 교통비지급)

◈교육시간 : 1일 3시간~5시간 (오전.오후.저녁선택가능)

◈교육대상

① 주부.남성(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굩

②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 고등학교,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 산재장애인 전/액/무/료

◈ 전원 훈련수당지급 ◈ 수강료 전액 국비무료

◈ 수료후 전원 취업알선 ◈ 수료후 창업자금대출

재직자 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한식개강일 : 2014.12.15.(1일 2시간).

(죽.면요리/비빕밥,콩나물밥/찌개.찜요리/구이.볶음요리/후식)

중식개강일 : 2014.12.22.(1일 2시간)

(부추잡채/탕수육/깐풍기/양장피/생선탕수/유니짜장외)

＊일반-한.양.중.일식.복어자격증반.외식창업.생활요리반.

＊학생-6개월/1년 책임지도반.진학반우대.대회반.

＊＊겨울방학특강＊＊ -중.고.대학 특강-12월~1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을 찾아 드리는

일에 부산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어 노인 단독가구는 최고

20만원, 노인 부부 가구엔 최고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기초연금 수급 혜택이 절실한 거주불명등록 어르

신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8만9천419명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709명으로 0.79％임)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란, 65세 이상된 어르신의 거주지

가 일정하지 않아 읍굛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또

는 직권)로 등록된 분을 말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

도를 폐지하고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주불명등

록된 65세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관내 경로당, 노인단체, 무료

급식소 등을 방문하거나 지자체에서 거주불명등록된 65세 어

르신을 통보받아 그들의 전 주소지,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권

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분 노출이

어려우시다면 릲신분 미노출 서비스릳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찾아 드리는데,

부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부모와아이가마실가듯편안한도서관

정관 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 봉사단

좌측에서부터 김순경 씨, 이수정 관장, 김경원 씨

릲우리에게봉사거리를많이주세요. 주민들위

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겠습

니다릳

정관 계룡 리슈빌 도서관 나무아래 봉사회

(가칭) 회원들은 2012년 9월 도서관 개관이래

로 휴관한 적이 한번도 없다.

회원은 모두 3명으로 관장 이수정, 김경원, 김

순경 씨. 이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도서관을

운영해 온 것은 주민과,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

키기 위해서다.

이들이 주로 하는 봉사는 책의 대출과 반납,

도서관의 수업진행 도우미 등이다. 도서관에는

3천여권의 책이 구비돼 있지만 신간을 찾는 주

민이 많아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다.

이 관장은 릲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어서 힘든 것은 없어요. 단지 도서관

에 책이 부족해서 늘 주민에게 미안할 뿐입니

다릳라며 릲도서관에는 볼 만한 책이 많아야 주민

도 많이 찾고, 주민들이 모이다보면 자연스레

주민의 쉼터가 되는 것이지요릳라며 기장군과 독

지가의 후원이 있기를 희망했다.

살아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회원들은 늘

아이디어 회의를 연다. 독서토론회를 상설화해

남녀노소 독서 붐을 일으키는 게 첫 시작이다.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릫학습코칭릮 수업은 이

미 주민에게 호응이 크다. 주부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수업은 도서관의 격을 한층 올리는 계

기가 되고 있다.

이 관장은 릲소그룹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활성

화되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활력을 얻는다릳며

릲학습동아리에 재능을 기부해줄 재능봉사자가

많이 필요하다릳고 강조한다.

김순경 봉사자는 릲작은 도서관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일상의 문화공간이자 마을 사랑방과 같

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릳며 릲부모와 아이가

마실가듯 도서관을 찾아 즐거운 경험들을 나누

는 시간을 통해 내 집같이 편안한 도서관이자

즐거운 놀이터로 느끼는 경험이었으면 하는 바

람릳을 전했다.

김경원 봉사자는 릲계룡리슈빌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주민들의 공동체활동을

위한공간릳이라면서 릲주민들이다양한모임을통

해 결실을 맺일 수 있기를 바란다릳고 말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2

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다.

릲예쁘게손질된머리를보면

제가더행복해요릳

5년째 미용봉사 샤프란 미용실 박미혜 원장

릲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네요….릳 정관면

한 아파트 주민인 김아무개 할머니는 연방 릫고

맙다릮는 말만 되풀이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예쁘게 다듬어준 박미혜(48세굛사진) 원장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과거

에 앓았던 병력으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

한 분이 많다. 머리손질을 하기 위해 잠깐의

외출도 이들에게는 쉽지가 않다.

박 원장은 2년 전 어르신들의 이러한 어려

움을 전해 듣고 미용 봉사를 시작했다. 누구의

지원도 없이 혼자서, 그것도 쉬는 날을 반납해

가며 봉사활동을 한다니 주위에서 만류하는

이도 많았다.

박 원장은 릲미용봉사가 누구나 마음만 먹는

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미용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고, 예쁘게

손질된 머리를 보며 행복해 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제가 행복을 얻어갑니다릳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20년째 미용업에 종사해오고 있

다. 지금의 장안읍 월내리에 릫샤프란 미용실릮

을 차린 지는 3년째 접어들었다.

박 원장은 5년 전 우연히 미용협회에서 주

관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가 지금껏 미용봉사

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정관면의 어르신들 거주 아파트 한

곳과 요양원 한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또

한 울산 울주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

가방문 미용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박 원장은 릲한 번도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

이 없어요.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나면

나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울 뿐이에

요릳라고 말했다.

작은음악회열어취약계층아동후원

릫라이브 카페 즐거운 인생릮 구자철 씨

작년 9월에 문을 연 기장읍 릫라이브 카페 즐

거운 인생(대표 구자철굛사진)릮은 올해 작은 음

악회를 5회 열어 모금한 250만원을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물품 후원을 하고 있다.

구 대표는 릲불우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막

연히 하던 중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가 드림스타트를 알게 됐다릳고 말했다.

구 대표는 담당자를 만나 취약계층의 아동

들에게 신발, 운동화, 옷 등을 구입해서 전달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모금을 시작했다.

지난 2월 첫번째 작은 음악회에서 65만8천

원이 모금됐다. 그 후 매월 정기적으로 음악회

를 열어오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몇 달을

쉬었다. 구 대표는 오는 12월 29일 작은 음악

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작은 음악회에는 도레미노래봉사단, 동부산

색소폰 봉사단 등 관내 음악 봉사단이 함께

출연해 힘을 보태고 있다.

구 대표는 작은 음악회 모금활동이 첫 봉사

활동은 아니다. 직장인밴드 15년 경력으로 다

져진 악기 연주로 관내 요양원 등에서 주 1회

음악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이란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 보육굛교육, 건강의 맞춤형 통

합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

고자 하는 사전예방적인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이다. 사업대상자는 만0세(임산부포함)~12세

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으로 개별 가정방문

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위기도 검사와

사례관리 등 기본서비스와 아동의 위기도 검

사결과에 따라 건강검진과 예방, 기초학습, 사

회정서 등 아동발달 전 영역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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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굛
그윽한연잎차, 심신을맑게하는건강의차(茶)로떠올라

새벽을여는기장농업인

장안연지 주차장에 마련된 연잎차 시음장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장안연지 전경.

제법 쌀쌀해진 겨울의 문턱에서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된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

은 온 몸을 녹여 줄 따뜻한 차 한 모금. 장

안사 가는 길 입구, 장안연지 주차장에 마

련된 릫연잎차 시음장릮이 365일 연중 내내

문을 열고 있어 주민과 나들이객의 따뜻한

쉼터가 되고 있다.

연꽃은 보통 7월부터 8월까지 꽃이 피는

절정기이지만 꽃이 진 이후에도 연잎, 연

씨, 연뿌리 등 버릴 것 없는 활용이 무궁한

릫팔방미인릮이다. 올해 여름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져버렸지만 연꽃의 은은한 매력은

차로, 음식으로 계속 발산되고 있다. 겨울

산행을 즐기러 불광산을 찾거나 마음의 여

유를 느끼기 위해 장안사를 찾으면 누구라

도 연잎차 시음장에 들러 차의 향기를 만

끽할 수 있다.

장안읍 하장안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신현용 씨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2009년 장안연밭영농회(이하 영농

회)를 설립하고 한수원(주)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3만3천여㎡ 연밭을 조

성했다. 신 이장은 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찾고 있지만 다양하게 즐기지 못하고 돌아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지역의 장점을

반영한 관광자원을 생각한 끝에 연밭(장안

연지)을 조성했다. 근래 웰빙 열풍으로 사

찰음식이 많은 인기를 끄는데 그 중 대표

선수가 연잎차라 할 수 있어 이는 관광자

원 뿐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의 소

득사업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욱 박차를 가했다.

연은 가공용으로 잎을 활용하는 백련과

식용연근으로활용되는홍련이주로재배된

다. 영농회는 가공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백련을 주력품종으로 재배하고 가공했다.

성공적인 연 생산을 위해 영농회는 선진지

역을 방문해 재배 노하우에 대한 현장교육

을 받고 좋은 종자를 확보했다. 또한 자체

연구를 통해 포장, 연 가공품 등 파생상품

생산에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연잎차는 피를 맑게 하고 어혈제거 기능

이 있으며 철분 함량이 많아서 빈혈환자,

갱년기 여성에게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건조된 폐를 순화시켜 니코틴을

배출 해주며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중국의 의학

서인 룙명의별록룚에는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며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내용이 언급되

어 있다.

또한 연잎은 차 뿐만 아니라 연잎 밥, 연

잎으로 만든 부침, 연잎 막걸리, 연잎 삼겹

살 구이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연

잎과 함께라면 별다른 식재료가 없이도 밥

상의 품격이 높아진다.

9월경 꽃과 잎이 지고 난 후의 진흙 연밭

은 백련 뿌리를 캐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토종 백련 뿌리는 보통 알고 있는 연근의

크기보다 확연히 작다. 백연근은 연근차,

연근가루, 연근조림 등 각종 반찬으로 활용

되고 있다. 백연근은 약효도 뛰어나 상품성

과 가격 경쟁력이 높다.

연근차는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기침을

가라앉히며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다량 함

유돼 피부상태를 좋게 하고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룙동의보감룚에서는 오래 복용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노화를 이겨내며 무

병장수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입차와 연근차는 달달하면서 향긋한

맛이 우러나와 가정용, 접대용 건강차로 손

색이 없다.

시음장에서 방문객에게 차를 대접하며

늘 차 향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윤미

조 씨(하장안 마을 주민)는 연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자처했다. 윤씨는 릲첫째로 마

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또 혈액순환도

잘되는 것 같아 각종 질병의 증세가 좋아

졌어요, 피부도 좋아지니 삶에 활력이 돌아

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구

요릳라며 방문객에게 꾸준한 음용을 권했다.

신 이장은 릲우리제품은 전통적인 방법으

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으며 그동안 터득

한 시행착오와 노하우로 연 전문가가 다 되

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해 농가수익을 목표

만큼 창출하지 못해 안타깝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릳며 제품 애용을 당부했다.

장안연밭영농회(010-8192-5152)

다시마도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가능

연간 160만원으로 재해 발생시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보험

다시마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에 포함돼 다시마 양식어민들의 경

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

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함께 운영 중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에 다시마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적조와 태풍,

수산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해줘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다시마 재해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다

시마 양식어민은 앞으로 연간 16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해일, 풍랑 등의 재해로 인해 피해

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

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마 재해보험은 10월 31일부터 다

시마 주산지인 부산 기장과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통해 양식보험의 사각지

대에 있던 다시마 양식 어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식

용과 양식사료용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시마의 안정적 공급에도 큰 도움

이 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 2008년 넙치를 대상으

로 양식보험을 시작해 2009년에는 전복,

2011년에는 조피볼락(우럭), 굴, 김,

2012년에는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기타볼락, 쥐치, 지난해에는 숭어, 우렁

쉥이(멍게), 미역, 뱀장어 등으로 양식

보험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강도다

리와 홍합이 신규 품목에 포함됐다. 이

번에 포함된 다시마는 김과 미역에 이어

해조류로는 세 번째다.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유료광고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사료

양해각서체결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11월

20일 양어용 배합사료의 공동발전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사료와 양해각

서(MOU)를 체결<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력은 2016년 양어용 배합

사료 사용 의무화 및 법제화 등에 대비

해 고품질의 배합사료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관련 특허 기술이전 ▲배

합사료 품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양

어용 배합사료 제조기술 컨설팅 및 배합

사료 분석 지원 ▲기타 품질 개선된 넙

치용 고효율 배합사료 시제품 생산에 공

동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약

10만 톤의 배합사료 생산량이 법제화가

되면 두 배 이상(약 25만 톤)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사료연구센터 관계자는 릲세계 시장경

제는 과거 보호무역 위주에서 글로벌화

가 진행됨에 따라 시장장벽이 조금씩 허

물어지고 있다릳 면서 릲최근 중국과 FTA

체결로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연구의 집중과 기술축적이

필요한 시점릳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양 기관의 MOU체결은

국제시장 정세 변화에 따른 해외 수산물

의 수입개방에 대비해 국내 수산물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연구센터 한

현섭 센터장은 릲이번 MOU체결을 통해

국가와 산업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 하

는 계기가 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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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성공포인트①맛은제1상품

정형명(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음식점은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창업아이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자영업종이며 가장 빈번히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전형적인 생계형 창

업업종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8월호의 릫음식점 창업의 최소한의 요건릮에

이어 음식점의 핵심적인 성공요소들을 네 번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음식점의 핵심적인 성공요소로는 고객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위치, 고객의 구미

를 당기는 맛깔스런 메뉴,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친절한 서비스, 고객이 먹는 즐

거움을 더하는 분위기, 고객이 돈을 쓰고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가격을 들 수 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 해 8월호와 9월호에서 릫점포입지 선정릮이라는 제목으로 게재

하였으므로 나머지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맛 집을 소개하고 인터넷 검색 창을 통하여 맛 집을 찾아

가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구미가 당기는 메뉴나 군침이 절로 나는 맛을 경험할

수 있다면 자동차를 타고 한 두 시간 정도 찾아가는 것은 예사롭다.

구미가 당기는 메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핵심적인 메뉴가 소비자의 욕구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과거에는 맛있고 저렴하면 좋은 메뉴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이

것은 물론이고 건강, 이미지관리, 구매편리성 등에 도움이 되어야 좋은 메뉴로 평가

받는다. 그러므로 릫먹기릮를 능가하여 릫먹는 즐거움 만끽하기릮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핵

심적인 메뉴를 구성한다. 둘째, 메뉴의 하위 조합요소들을 궁합이 맞게 구성한다. 예

컨대 비린 맛을 제거할 수 있도록 릫생선+생강릮, 고기질을 연하게 할 수 있도록 릫쇠고

기+배릮, 숙취냄새를 제거할 수 있도록 릫소주+오이릮, 향을 돋우고 영양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릫불고기+깻잎릮, 살균을 할 수 있도록 릫냉면+식초릮 등의 조합을 들 수 있다.

군침이 절로 나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첫째, 고객이 기대하는 맛을 언제나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레시피(recipe, 음식조리법)을 매뉴얼화하고 숙지함

으로써 주방장이 바뀌더라도 변함없는 맛을 연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오감으로 맛

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예컨대 된장찌개의 맛은 귀를 자극하는 지글지글 끓는 소리

(청각), 코를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후각), 혀끝을 자극하는 된장 특유의 짜릿함(미

각), 눈을 자극하는 토속적인 그릇(시각), 손으로 만지면 달아오를 것 같은 뜨거움

(촉각)이 한데 어우러질 때 진국이 되는 것이다. 셋째, 온도나 색상 등이 음식과 궁

합이 맞게 한다. 예컨대 음식의 온도가 상한선 61℃ 이상, 하한선 11℃ 이하일 때 가

장 쾌적한 온도자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70℃ 이상이면 너무 뜨거워 먹을 수가

없고, 5℃이하이면 맛을 느낄 수 없다. 결국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는 뜨거울

때 60~70℃, 차가울 때 12~5℃ 정도이므로 국물류는 이 온도에 들 수 있도록 가장 마

지막에 요리할 필요가 있다. 음식의 색깔이 푸른색은 간, 붉은 색은 심장, 노란색은

소화기, 흰색은 폐, 검은색은 신장을 돕는다고 한다. 그리고 흰색은 식욕을 자극하

고, 밝고 따뜻한 색은 식욕을 촉진하고, 파란색굛짙은 녹색굛보라색굛검정색은 음식의

신선미를 떨어드려 식욕을 억제한다고 한다.

이런 듯 음식점은 단순히 음식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릫음

식메뉴릮를 팔고, 음식메뉴는 릫음식 맛릮을 통해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음식점을 창업

하기 위해서는 음식메뉴를 단지 먹을거리가 아닌 릫음식문

화릮의 차원으로 인식해야 하고 음식 맛을 단순히 레시피가

아닌 릫먹는 예술릮 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음식점 창업경영정신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주)광성계측기에서 생산하는 억율제어기, 교류 표준전압 전류 발생기, 최대수요전력 제어기.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시대. 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맞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전기 기기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력 자동조절

시스템을 갖춘 계측기이다.

기장읍 차성동로에 자리 잡은 ㈜광성계

측기(대표 임병천)는 35년 경력의 계측기

전문 생산업체로 1979년 설립되어 오랫동

안 축적된 노하우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

다. 기장군에 본사와 공장 및 서울, 부산에

영업소를 두고 릫고객에게 오랫동안 신뢰

를릮이라는 기업 미션을 설정해 품질의 차

별화와 기술의 전문화라는 품질경영을 실

현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바늘식계기(아날로그)를

시작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류기, 변

압기, 디지털계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최근

에는 무선 및 인터넷으로 전기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 제품까지 개발하면서 앞서

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

산하고 있다.

광성계측기의 제품군은 지시계기, 디지

털계기, 계기용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용

종합 디지털계기, 전기제어 계기, 전력감

시 및 제어 시스템, 조명제어시스템, 최대

수요전력 제어 시스템 등으로 나뉘며 총

2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력감시 및 제어 시스템은

전기 에너지를 실시간 분석하여 전기 에너

지의낭비요소를제거함으로써최적의운전

환경을 제공해 에너지 사용절감을 유도한

다. 현재 해양대학교, 부산 백병원, 서원 유

통 등 기업체 및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명제어시스템은 에너지 및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물전력의 운영

비를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원하는 스케줄

에 따라 자동으로 조명제어가 가능하다.

이에 김해 가야 역사 테마파크, 해운대 도

서관, 국민건강관리공단 등에 설치돼 기업

체와 관공서에서의 호응이 좋다.

최대 수요전력 제어 시스템은 목표전력

량을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전력을 초과하

지 않도록 사용 전력량을 상시 감시한다.

전기요금 절감에 초점을 맞춰 선보인 제품

으로 부산 양운 초등학교, 부산 대천 중학

교, 포항 여자고등학교, 대구 영남 고등학

교 등 초굛중굛고등학교와 서울 현대백화점,

대우 인터내셔널 등 기업체에 설치 됐으며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광성계측기는 폭 넓은 제품군은

물론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 및 맞춤형 계기를 통해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광성계측기의 차별화 전략이라 한다면

고객이 오랫동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제품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이라는 매우 기

본적인 사항에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광성계측기는 이미 1987년부터 품질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KS 인증 3품목, CE인증

32품목, ISO 9001을 취득해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실용신안 1건, 특허

2건 등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14 한국품질경영우수기업 지정,

우수중소기업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정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왔다. 더욱

이 기술검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히

라이전기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더 높은 기

술력을 확보해왔다.

기술력향상을 위해 연구 인력이 전체 직

원의 3분의 1(15명) 정도이며 연구 투자

비는 매출액의 15％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남다른데 이는 회

사를 지속 가능케 하는 성장 동력이다. 광

성계측기 입구에는 릫고정밀을 요하는 제품

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신발 등 먼지를 털

고 들어와 주세요릮라는 문구가 있다. 기본

적인 부분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방침

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임병천 대표는 릲고객들에게 착한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릳이라며 릲품질과 가격을 인정받아 지

속적으로 해외 수출을 이뤄왔다.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자체의 기술로 가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추진할 계획릳

이라고 밝혔다.

광성계측기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

서도 가장 큰 날개를 다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723-3000

통신비절약, 선불요금제로가능합니다！

1.선불요금제란?

○ 이용자가 핸드폰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통화할 때마다 그 한도 내에서 통화요금

이 차감되는 요금제입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충전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통화량이 적거나 계획

적인 통신 소비가 필요한 분에게 유리한 요금제입니다.

2.선불요금제 이런 점이 좋습니다.

○ 가입비와 기본료 없이 5천원부터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후불요금제에서 쓰던 전화번호 그대로 선불요금제로 번호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3.선불요금제 이런분들에게 좋습니다.

○ 집전화를 주로 사용하고 핸드폰으로는 받는 전화가 더 많은 어르신이나 가정주부,

수신을 주로 하는 세컨드 폰(보조 휴대폰)이 필요한 회사원

○ 무분별한 통신 소비로 요금 폭탄이 걱정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계획이어서 장기간 약정을 해야 하는 요금제가 부담스러운

외국인, 해외유학생, 재외국민 등

4.선불요금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SKT, KT, LGU+ 대리점은 물론, 알뜰폰 대리점과 판매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과 요금 충전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인 릫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릮를

참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9)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한수원방사선보건원, 세계최고전문기관으로육성

원전 현장 릫방사선비상 진료소릮 구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

원)이 2025년까지 약 3천300억원을 투입,

방사선보건연구원을 세계 최고의 방사선

보건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11월 25일 기존 연구중심 조직

이었던 릫방사선보건연구원릮을 실행조직으

로 전환, 릫방사선보건원(이하 방보원)릮으

로 개편하고 현판식뢾사진뢿을 개최했다.

방보원은 앞으로 릫국민 안전릮을 최우선

으로 방사선 비상의료 시스템 고도화, 원

전 종사자 건강평가 확대 및 모니터링 강

화, 국민안심형 방사선생명연구 기술가치

창출, 방사선보건에 대한 국내굛외 위상강

화라는 4대 핵심과제와 15개 세부 전략과

제를 실행하게 된다.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우선, 각 원전본

부 현장에 릫방사선 비상대응 의료조직

(REMC, Radiation Emergency Medical

Center)릮을 다음달 신설한다. 방사선 비

상대응 의료조직은 전문의 1명과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상시 사고환자 초동의료 대응, 응급처

치, 치료와 피폭환자 후송을 담당하는 릫현

장 방사선비상 진료소릮 역할을 한다.

동남권방사선의과학단지, 분자영상치료의메카로

분자테라노스틱스 심포지엄 개최

폴리텍대학제4대학장취임
한상규 교육학 박사

기술인재 양성

의 효시, 한국폴

리텍대학 동부산

캠퍼스에서 11월

12일 제4대 한상

규 학장이 취임

식을 가지고 임

기 3년의 학장업

무에 돌입했다.

한상규 신임 동부산폴리텍 학장은 1948

년생으로 구산초등학교를 거쳐 동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등 초, 중, 고등학교와 대

학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명 조식 선생 연구의 권위자로

명성이 높다.

한 학장은 취임사에서 릲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만큼 일한다릳고

강조하며 기술인재 양성과 실업난 해소라

는 목표를 위해 전교직원이 힘을 모아 노

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대신에 전교

직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교직원 상호 간의 소통에 큰 관심을 내비

쳐 참석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2014년분자테라노스틱스 심포지엄<사진>

이 11월 14일 해운대 노보텔엠베스더호텔

5층에서 열렸다.

대한핵의학회 부울경지회 주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부산광역시 그리고 한국원

자력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릫의학의 미래: 분자테라노스틱스릮라는 주

제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부산시

김기영 산업정책관의 축사가 있었으며 서

강대학교 지대윤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준식 부장, 경북대학교 이재태 교수, 서

울대학교 정준기 교수, 한국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김병일 주임과장 등 저명한 연

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퓨쳐켐과 방사성의약품

의 비전 △신형연구로 건설과 동위원소 생산

의 미래 △생물의 분자영상을 사용한 조기치

료의 비침습적 평가(Noninvasive assess-

ment of early therapeutic response using

molecular imaging in living organism) △테

라노스틱스중개연구의문제점(Problems in

translational research of theranostics) △

다중파라미터 영상의 PET/MR적 관점(PET

/MRPerspectives ofmultiparametric imag-

ing) 등최신지견이소개됐다.

대한핵의학회 부울경지회 양승오(동남

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회장

은 릲이번 심포지엄은 동남권방사선의과학

단지가 분자영상치료의 메카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릳고 밝

혔다.

한편 분자테라노스틱스는 치료와 진단

기능의 융합을 통해 불필요한 치료와 진

단을 방지해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

로운 기법이다. 양승오 회장은 릲분자테라

노스틱스는 종양과 각종 난치성, 퇴행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효과의 판정에 큰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릳고 말했다.

한수원, 원전운영정비우수기술중국수출완료

중수로원전 핵심설비 기술 중국 친산원전에 전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

원)은 중국 절강성 소재 중수로형 원전인

친산(Qinshan)원전에 원전 제어용전산

기 운영 및 정비 기술 수출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술수출은 한수원 직원이 중국

현장에서 2주간 운영노하우와 기술을 전

수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한

수원은 이번 기술지원에 앞서 지난 2011

년 아르헨티나 엠발세 원전, 2012년 캐나

다 젠틸리-2 원전과도 월성1호기 설비개

선공사 경험기술 제공 용역을 수행한 바

있어 이번 건을 포함해 같은 기술 분야에

서만 그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실적

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캐나다 사

업의 경우 월성 중수로 원전을 설계, 수출

한 국가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기술력을

원천기술 보유국에 역수출한 점에서 의미

가 크다.

기술수출 대상인 제어용전산기는 발전

소 주요기기를 자동제어하는 설비로, 지

난 30년간 월성1호기 운전 과정에서 안정

적인 운영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최

근 진행된 월성1호기 설비개선과정에서

도 전 세계 같은 노형의 원전 중 최초로

전산기를 성공적으로 전면교체 완료했다.

향후 계속운전이 승인될 경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발전소 안전운영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릲내년 시행을 목표로

루마니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제어용전

산기 운영정비 기술지원 사업을 협의하

고 있다릳며 릲우리의 우수 운영정비 기술

수출을 타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굴,

적극 추진할 계획릳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한수원은 동북아 3국 원전운

영사간 안전 공조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 간사이 전력 및 중국 CNNP사와 기

술굛인력굛정보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친산원전은 CNNP가 소유한 원전으로

이번 기술지원은 양해각서(MOU)의 첫

가시적인 이행이자 중국 원전의 운영개

선에 기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원전운영 안전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4 하반기기장군채용박람회개최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알선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룙2014년 하반기 기장군 채용박람회룚를 개최하오니 일자

리를 원하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4. 12. 11 (목) 13:00 ~ 16:00

○ 장 소 : 기장군청 (로비, 광장)

○ 참여업체 : 구인업체 40개사 정도 (직접 30, 간접 10)

○ 채용규모 : 100명 교통경제과 취업정보센터(709-4377~9)

2015학년도초등학교조기입학굛입학연기신청안내

신청기간 : 2014. 11. 17 ~ 2014. 12. 31(토,공휴일 제외)

신청대상

▷조기입학 : 2009. 1. 1 ~ 2009. 12. 31 출생아동으로조기입학희망자

▷입학연기 : 2008. 1. 1 ~ 2008. 12. 31 출생아동으로 2016학년도에취학하려는자

문의 : 각 읍굛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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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시피

갖은 재료를 이용한

릫구절판릮

날씨가 쌀쌀해 지면서 겨울나기 준비가 한
창이다. 김장김치도 중요한 겨울준비 중에 하
나이지만 몸에 근원이 되는 뿌리채소를 이용
한 구절판으로 겨울을 준비해보자.
뿌리채소는 식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기도 하

며 차로 복용하기도 한다. 이는 식이섬유가 풍
부하며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정장작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이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이뇨작용에
좋으며, 당질을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신
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겨울을 위해 뿌리채소를 이용한 구절
판 요리로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
용한 구절판요리로 겨울분위기도 즐기며 가족
에 건강과 손님상차림으로 사랑받으시길.

재료 : 4인분
- 소고기(우둔)100g, 새송이2개, 호박1개,
당근1/2개, 비트150g우엉1대, 달걀2개

- 부재료 :잣, 밀가루, 겨자가루
- 불고기양념 : 간장, 설탕, 다진파, 다진마
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 밀전병반죽 :밀가루2/3c, 물2/3c, 소금1/3t
- 겨자소스 : 겨자가루1T, 설탕2T, 식초2T,
소금1/3t, 간장약간

만드는 법
1. 소고기는 결대로 가는채 썰어 불고기양념
하여 팬에 볶는다.

2. 우엉은 편썬 다음 곱은 채썰어 들기름에 살
짝 볶아 간장, 육수, 설탕, 맛술에 조린다.

3. 새송이는 곱게 채썰어 소금물에 살짝 절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참기름으로 밑
간한다.

4. 당근도 5cm 길이로 곱게 채썰어 준비한다.
5. 약한 불에서 황백지단 부쳐 곱게 채썬다.
6. 호박은 5cm 길이로 돌려 깎아 곱게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 물기를 제거하고 색이
변하지 않게 볶아 식힌다.

7. 비트를 채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 마지막 팬
에 들기름을 넣어 볶는다.

8. 밀전병 반죽을 하여 팬에 얇게 부치고 야채
들을 볶아낸다.

9. 구절판 틀에 준비한 재료를 돌려 담고 가운
데 밀전병을 여러 장 겹쳐서 담는다.

10. 밀전병 위에 잣으로 모양내고 겨자소스를
곁들여 낸다.

요리연구가 장영숙
국비수업문의처 : 723-0011

바쁘게살아가는현대인에게쉼표같은음식 릫칼국수릮

기장군 모범음식점을 찾아서 - 장안사 손칼국수

김귀이 사장과 딸 윤금주 씨가 식당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왼쪽사진). 장안사 손칼국수의 칼국수와 도토리묵, 파전.

푸짐하고 다양한 미학

은근한 온기 담은 따뜻함

칼국수는 말 그대로 릫칼로 썰어 만든 국수릮다. 밀

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국수

가닥을 만든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원초적인

국수 제조 방식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친숙하게 즐기던 음식은 아니었다. 조선시대만 해

도 귀한 음식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쌀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백

성이 하얀 밀가루를 접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큰

잔칫날 국수를 나누던 풍습을 떠올리면 귀한 음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굛25전쟁 후 미국의

원조 밀가루가 넘쳐나면서 애증이 서린 서민 메뉴

로 자리를 잡았다. 게다가 칼국수는 만만하다. 마음

만 먹으면 어느 집에서나 쉽게 홍두깨로 밀어 먹을

수 있다. 육수도 따질 게 없다. 된장찌개 끓이고 남

은 멸치 몇 마리면 오케이다. 고명으로 애호박이라

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먹다 남은 신김치를 송

송 썰어 올려도 그만이다.

또 다른 매력은 나눠 먹기다. 한 냄비 끓여서 옆

집사람도 부르고, 큰 그릇에 담아 조금씩 덜어 먹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칼국수가 있는 밥상은 늘 따뜻

하고 포근하고 훈훈하고 편안하고 넉넉하다. 바쁘

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표 같은 음식이

다. 느리게 살기, 쉬어 가기 그리고 함께 가기를 생

각하게 만든다.

18년째 장안읍 기룡리에서 칼국수 식당을 열고

있는 릫장안사 손칼국수릮. 김귀이(81세,여) 사장과

딸 윤금주(49세)씨가 대를 이어 함께 식당을 운영

하고 있다. 김 사장의 어머니 때부터 식당을 했다고

하니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

릲칼국수는 서민이 즐기는 대표 음식인데 비싸게

받을 수 없지요. 18년 전 처음 방문했던 손님들이

지금까지 단골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손님들 봐

서라도 가격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릳 김 사장은 본

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칼국수 가격을 올리지 않

고 항상 푸짐하게 내 놓겠다고 말한다.

릫장안사 손칼국수릮는 칼국수뿐만 아니라 국산콩

으로 만든 손두부, 일광쪽파를 사용하는 파전, 싱싱

한 야채를 사용하는 도토리묵이 사계절 늘 인기가

높다. 여름철에는 냉콩국수가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좋다.

김 사장은 릲되도록이면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기장관내에서 나는 것을 사용해요. 장국에 들어가

는 작은 재료 하나하나에까지 우리 식구가 먹는다

는 생각으로 만들지요릳라면서 릲이제 80이 넘은 나이

에 무슨 큰 욕심이 있겠어요.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

게 잘 먹고 간다는 말을 듣고, 깨끗이 비운 그릇을

볼 때를 보람으로 살아갑니다릳라고 말한다.

손님이 많은 비결에 대해 묻자 윤 씨는 릲칼국수라

는 게 특별한 맛이나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

아요. 다만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고 변치 않는 맛이

비결이면 비결이겠지요릳라고 말한다. 칼국수 4천

500원, 파전 8천원, 토토리묵 8천원, 손두부 7천원.

전화 727-6694

면역력 증진을 위한 영양 실천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우리 주변에는 마음

놓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

로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 11월부터 한국인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

는 주된 원재료 12품목(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

등어, 밀, 게, 돼지고기, 난류, 토마토, 새우, 복숭아)

이 함유된 식단에 대해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홈페이

지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만큼 알레르기를

가진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식품알레르기란 면역력 저하로 오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두드

러기, 가려움, 습진, 복통, 설사, 구토, 인후부종, 재

채기, 천식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먹는다하여도 이를 억제하는 면역체계

(소화효소, 면역글로블린A 등)가 잘 작용하고 있

어 알레르기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면역력

이 약해지면서 알레르기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식

품알레르기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위장

관이 미숙한 영유아나 어린이들에게는 소화효소가

아직 충분히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란, 우유, 땅

콩, 대두 등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들은 늦게

먹이기 시작할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생후 4~6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시작하며 이유 초기에는 알레르기

를 유발하지 않는 곡류위주의 식사를 주다가 과일,

야채, 육류 순으로 준비하도록 한다.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한가지씩 3일정도 시도해보고 증상을 살핀

후 계속 공급해도 좋을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동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알러젠이 천차만별

이며 그 증상 또한 다양하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식품을 찾았다면 그 식품과 그 식품이 첨가된 식

품까지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들을 피하다보면 영양결핍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영양결핍을 피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우유알레르기

가 있는 경우,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를 원료로 가공

한 치즈, 아이스크림, 스프 등은 피하는 대신 두유로

대체해서 섭취할 수가 있다. 밀단백질 알레르기의 경

우, 밀가루가 포함된 조리식품들, 즉 과자, 크래커,

국수, 빵 등은 피해야 하며 대신 쌀가루나 옥수수가

루로 만든 빵, 과자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황혜정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자문위원,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유료광고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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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야화

불발탄처리장의희비쌍곡선

18

1950년 6.25전쟁 때 전방에서 포병들이

사용했던 포탄 가운데 불발이된 포탄과

UN군 및 국군이 갖고 있는 포탄 가운데

이상이 있는 것을 모아서 폭발시키는 불

발탄처리장이 일광면 학리 산81번지 약

70ha의 야산에 있었다. 이곳은 동쪽은 바

다이고 북쪽 약 2km지점은 학리마을 그

리고 남쪽 1.5km지역은 기장읍 죽성마을

로서 광복 전에는 일본군 고사포부대가

있었던 동해남부연안의 군사요새지였다.

불발탄은 송정, 해운대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609탄약처리부대서 이곳으로 싣

고 와서 폭발시켰는데 로켓 포탄의 경우

보통 80~90개를 한 더미로 하여 그 아래

에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시설하여 폭발시

켰다. 이 같은 일은 하루에 몇 트럭씩 싣

고 와서 폭발시키는 바람에 학리

마을을 비롯해 죽성마을의 집들이

큰 지진이 난 듯 크게 흔들려 큰

피해를 주었는데 심지어 죽성마을

에서는 폭발이 시작되면 집에서

나와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968년 5월 21일 12시 40분경에

는 길이 20cm 무게 약 4kg의 포탄

파편이 죽성초등학교 운동장에 떨

어졌는가하면 마을의 지붕에도 떨

어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폭

발이 계속되면 포연과 낙진이 어

항과 마을을 덮었고 마을을 진동

시키는 바람에 꼭 전쟁터를 방불

케 하여 주민들은 이의 시정을 미

군당국에 진정하기도 했는데 미군

은 폭발량 500파운드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까지 썼으나 지켜

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폭발장

뒤에는 또 하나 삶의 경쟁터가 있

었다. 그것은 우리 서민들(당시

국민소득 100달러)의 생활이 극히 어려울

때 폭발물의 파편을 주워 모아서 고철로

팔면 생계의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루에 몇 더미씩 시간차를 두고 터지는

폭발장의 가까운 곳에는 두더지 굴을 파

서 3~4명씩의 10대 어린이들이 모여앉아

천지를 진동하고 땅이 꺼질 것 같은 폭발

소리를 들으며 폭발이 끝나도록 대피 했

었다. 오늘은 폭발물이 몇 더미가 시설되

어 있어 그 더미의 수대로 폭발이 끝나야

만 된다. 만약 섣불리 뛰어 나갔다간 계속

된 폭발물의 파편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

이다. 이를 착각하고 성급하게 뛰어나갔

던 소년 2명이 희생되었는가 하면 죽성마

을 홍모(15) 군은 복부에 파편을 맞고 동

래 대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을 건

졌으며 김모(14) 군은 양쪽다리에 파편이

박혀 평생불구자로 살기도 했다고 구한줄

(64굛궁전목욕탕 이발사) 씨는 옛일을 기

억했다.

폭발이 있으면 수 십 명의 소년들과 일

부 어른들이 파편을 줍겠다고 포연(砲煙)

속을 헤매었다. 삶의 현장에서 수 십 명의

부상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는데 당시

(1969년 5월) 학리마을 서모(16) 군은 폭

발장소에서 불과 30m지점의 두더지 굴에

서 일광초등학교 2년생이던 최모(10) 군

과 함께 대피하면서 파편 줍기를 했다. 서

군은 7명의 가족 그리고 최 군은 아홉 식

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폭

발 때 마다 수 십 명의 사람이 줍는 파편

은 현지에서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엿장수들이 고철로 사들였는데 당시 시세

로 관(3.75kg)당 25원이었다.

이 같은 불발탄 처리장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군들이 폭발물 밑에 다이너마이트 시설

을 하여 이곳에 뇌관을 잇는 도화선에 불

을 지피고선 수백m 떨어진 안전지대로 폭

발물이 터질 때 까지 대피해 있는 사이 시

설물 가까이 숨어 있던 청년이 달려가서

불꽃이 티고 있는 도화선의 중간을 잘라

버리고 다이너마이트와 타지 않는 도화선

을 몽땅 갖고 달아나는 것이다. 폭발물 시

설을 5개소를 하였는데 폭음이 네 번밖

에 나지 않을 경우 한곳의 시설이 잘못된

것을 착각하고 다시 현장으로 간 미군들

은 릲갓댐 갓댐릳을 연발했다. 불을 지핀 50

m의 도화선이 폭약까지 가는 시간은 불

과 9분이다. 이 안에 섣불리 움직이면 폭

탄과 함께 폭사할 위험이 있는데도 눈깜

짝하는 사이에 폭약 등이 살아진 것을 보

고 미군들은 혀를 차면서 감탄했었다. 미

군은 시설물이 자주 도난 당해도 포탄이

작렬하는 현장에 있을 수도 없어 손을 놓

고 있었다.

한편 다이너마이트 폭약과 도화선을 갖

고 간 간 큰 어촌청년들은 이를 갖고서 고

기잡이에 사용했는데 이는 위험도 크게

뒤따랐다. 광산에서 쓰는 뇌관을 구입하

여 도화선에 꽂아서 아침저녁에 숭어 떼

가 모여 큰 원을 그리면서 유영하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한

꺼번에 폭사시켜 잡았다. 불을 지핀 다이

너마이트를 유영하는 곳에 던지면 바로

폭발해야만 고기가 흩어지지 않는 것이

다. 그래서 도화선이 불을 지피고서 5초

정도의 짧은 시간 내 던져야만 되는데 고

기가 유영하는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던

지, 또 바람이 불어 도화선에 타들어가는

불꽃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물

쭈물하다가 폭약이 터져 목숨을 잃게 되

던지, 폭약을 든 손목이 날라 가기도 한

희생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불발탄처리장 바람에 큰 사고가 1962년

8월 24일 기장읍 교리마을 앞 야산에서

일어났다. 마을 이수백(당시 13세, 기장

초교 4년)군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농사

일에 바쁜 집안일을 돌보기 위해 소 먹이

러 가까운 오몰리산으로 갔다. 차도가 겨

우 나있는 후미진 야산 속에 미군용 트럭

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가본즉 거무스레

한 장방형의 팥알 같은 것이 큰 무덤같이

쌓여 있었는데 계속하여 트럭이 이 같은

것을 갖고 와 부었다.

일을 하고 있는 인부에게 가까이 가서

이것이 릲뭣이냐릳고 물은즉 그 사람은 집에

갖고 가 불쏘시개를 하면 아주 좋다고 말

했다. 당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불쏘

시개가 귀해서 신문지등 종이를 많이 이

용하던 시절이었다. 이 말을 들

은 이 군은 집에 달려가 이웃에

사는 상수와 상열이 그리고 여동

생과 함께 불쏘시개를 담아오기

위해 자루를 갖고 그곳으로 달려

갔다. 그곳에는 이웃에 사는 김

씨(45)도 와있었다. 이 군 일행

은 모래성과 같은 괴물체의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 보니 신기하기

만 했다. 이 군은 먼저와 있었던

김 씨에게 성냥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니 라이터를 건내 주었다.

이 군은 불쏘시개가 좋다는 이

물체에다 라이타불을 지피는 순

간 펑 하는 큰 폭음과 함께 불길

이 50m이상 높이 솟았으며 앉아

있던 사람과 함께 모두가 사라졌

다. 그것이 끝이었다. 그 괴상한

물체는 군용화약이었다. 불발탄

처리장에서 없앨 포탄을 군속들

이 미군을 꾀어 포탄의 탄투와

탄피를 고철로 팔아먹기 위해 분

해 시키고 여기서 나온 화약을

처리할 수 없어 이곳에다 갖다 버린 것이

었다. 화약 량을 봐서 수 백 개의 각종 불

발탄에서 쏟아낸 것이었다. 이 군은 화약

더미에 앉아 불을 지핀 것이었다. 하늘 높

이 치솟아 정신을 잃었던 이 군이 며칠 후

깨어 난 곳은 미 하야리아 부대 병원이었

고 그의 온몸은 흰 붕대로 감겨있었다. 여

동생도 화상을 입었고 상열군은 중상이

되어 오끼나와 병원까지 갔었다. 당시 하

늘 높이 날아서 저승길을 가다 구사일생

으로 살아난 사람은 현재 기장의 진산에

서 기장전통도자기를 연구하고 있는 황산

이수백 장인이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어느 날 결혼을 앞 둔 남편의 회사 직

원이 당신에게 주례를 부탁했다고 했다.

뜻밖이고 처음 부탁을 들었던 지라 당

황스럽기도 하고 젊은이의 행복한 미래

를 직접 축하해 주는 자리에 설 만큼 세

월이 지났는가 하며 순간 스쳐지나가는

많은 일들에 잠시 머물다가 생각해 보겠

다고 하고 그 자리를 일어섰다고 했다.

그 얘기를 아내인 내게 하는 이유는

무얼까?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

에 닮고 싶은 사람의 축복을 직접 받고

싶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사는 어떠한가? 정말 이 젊은이가

본받고 싶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가?

남편이 내게 이 얘기를 했던 건 아마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아닌가 생

각해 본다.

다음은 남편이 한 주례사 일부를 옮겨

본다.

이 한 쌍의 부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사랑, 부부,

인생입니다. 사랑과 관련해서는 신랑신부

에게 왜 서로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

었냐고 물어보면 당장 여기서도 아마 사

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사

랑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 답을 할까요?

참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언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답을 주겠지만 본 주례는 다음과 같은 조

언을 해 줄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

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한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말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유전인자

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각기 다른 남자

와 여자가 그래서 개성이 뚜렷한 두 사

람이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

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

은 본 주례의 힘들었던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분명 이심(二心)이며, 이체(二

體)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일심동체

란 말은 소학(小學)에서는 형제자매와

같이 같은 기운에 같은 피를 받고 태어

나 같은 뿌리에 가지가 다른 나무를 말

하며, 같은 근원을 가진 흐름이 다른 물

을 곧 일심동체

라 말할 수 있

다고 합니다.

부부는 엄연히

다른 뿌리이며

다른 나무입니

다. 상대가 나

와 다름을 알고

인정하며 자신

의 생각만 옳다

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

각만 옳다는 확신은 부부 사이를 멀게 하

며 서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입니다. 인생을 한문

으로 풀어보면 人生 즉, 사람 人자와 날

生자가 인생입니다. 사람 릫人릮자는 사람

은 혼자 살 수가 없어 사람이 서로 받치

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릫生릮자는

외나무다리 위에 소 릫우릮자 입니다. 이는

외나무다리 위를 네 발 달린 소가 걸어

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하

고 아슬아슬한 그림입니다. 이런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만큼 살아간다는

것은 조심스럽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남편 주례사의 한 대목을 마

감하면서 나는 다시 생각해 본다. 세상

에 계시던 부모님은 계시지를 않고 세상

에 없던 딸, 아들이 장성해 있고 여러 번

의 이사와 울고 웃던 아픈 기억과 추억

들을 되돌아보면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결혼 후 32년 동안

신발을 매년 한 켤레씩 샀다고 보면 겨

우 32켤레이다. 인생은 참 잠깐인 것 같

다. 이제 남편은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를 해 주며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축복해 주는 자

리에 서는 나이이다. 남편이 내게 듣고

싶은 얘기는 아마도 릲당신 참 성공한 사

람이야릳라는 말은 아닌 지 되물어 보고

싶다. 릫성공릮 나에게 그 말은 남자로서 결

혼도 하고 딸, 아들 낳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힘든 과정을 잘 참고 이겨내

며, 지금까지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그 때, 결혼식 날

의 멋진 신랑과 예쁜 신부가 되어 당신

의 주례사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기장평생교육센터 기장점 723-9700,

정관면 727-9950

유료광고

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기관강사 1.간호사(임상5년이상)

초빙 2.간호사(석사이상/임상3년이상)

3.장례지도사(자격有 / 실무경력

10년이상/ 염습처리건수 50건이상)

굩

국가자격증취득 전문교육기관

평생비젼교육센터과정안내
요양보호사 과정

(2015년 3월 시험반)
장례지도사 과정

(무시험)
평생교육 과정

오후반
14:00~17:50(1일4시간)

12월15일 개강굩

주간반
09:00~17:30(1일8시간)

12월08일 개강굩
(국비지원)

1.웰빙다이어트(2개월 과정)
10:00~12:00(주 2회/ 화. 금요일)

12월15일 개강굩

야간반
18:30~22:20(1일4시간)

12월15일 개강굩

야간반
18:30~22:20(1일4시간)

12월08일 개강굩
(직장인국비지원)

2. 실전주식(3개월 과정)
19:00~21:00(주2회/ 월. 목요일)

12월08일 개강굩

오전반 2015년
1월 5일 개강!

2015년 3월 시험굩
(높은 취업률 및 내 가족요양 시에도 급여제공)

현 무시험 시간이수
기간굩(미래대비
고소득 직업군)

사회복지사1급시험과정
민간조사원과정

우아미(인문학을 통한 우리아이의 미래 열어주기)
실전주부영어(초급과정) 등 준비 중굩

굩
(모두 같은 교육원이 아닙니다. 높은 합격률의 비결과 취업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굩)

1. 약 2천여명의 자격자배출/ 2. 약7백여명 현직종사/ 3. 전국 최상위군 합격률/

4.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취업망 연계/ 5. 체계적 교육시스템/

6. 시험대비 최고의 비결 제공/ 7. 전국 최고의 쾌적한 교육환경/ 8. 더불어 인성교육까지

위치: 정관신도시 달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신영빌딩8층(한샘인테리어 건물)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시려면?

만 65세 이상 또는 이하라도 고령이나 치

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중굩

위치: 정관신도시 달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신영빌딩8층(평생비젼교육센터 내)

경 축

우수방문요양기관

퀴즈협찬광고

www.sccare.kr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www.sccare.kr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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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합창단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생활 속엔

항상 노래가 있다. 100세 시대 실버파워를 자

랑하며 노래하기를 즐겨하는 적극적인 어르신

들이 모여서 여가시간을 잘 보내고 활기찬 활

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

어진 동호회가 실버합창단이다.

실버합창단은 합창을 통해 노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음악을 통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 2014년 3월에 창단

됐다. 전통가곡을 비롯해 유행가요와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

의 소질을계발하는기회를가진다. 또발표의

장을 마련해성취감을얻기도한다. 이러한어

르신들의 활동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문화예술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

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여성, 남성으로 구성된 실버합창단은 기장

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36명의 단원이 활동 중이며

매주 목요일(12:30-14:30)에 한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기량을 닦고 있어 녹슬지 않은

실력을 갖고 있다.

송정순(73) 단장은 릲합창을 하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다듬

어져 고와지는 걸 느낄 수 있어 합창 연습하

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릳라고 말한다. 또

다른 단원은 릲건강한 모습으로 이 나이에 이렇

게 합창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고 감사해

요. 아마 다른 단원들도 마찬가질 겁니다릳라며

그 동안의 소회를 이야기한다.

릲우리선생님은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알

아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운 악보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편곡해서 지도하시고 1대

1 개인지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가 있어요. 처음에는 악보를 볼 줄 몰라 곤란

했는데 음악 이론 수업을 통해 악보를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릳라며 단원들

은 선생님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다.

이영숙 강사는 릲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창 지

도할 때와 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밝은 표정을 볼 때 진정으

로 뿌듯합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겁

니다릳라고 말한다.

실버합창단은 릫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릮

와 릫장미릮두곡을가지고 11월 28일 릫다솜예술

제릮에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인데 군민들에게

깊어가는 겨울 저녁에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

하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마음껏 기량을 뽐내고 실버합창단만의 여유와

관록을 보여주기 바란다. 겨울밤의 아름다운

무대는 군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니 많은 사

람이 참석하여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

입 모아, 마음 모아, 감성을 모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단원들의 모습에서 실버문

화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합창은 고령화 사

회로 진입하면서 증가하는 노년층에게 적극적

인 예술 활동과 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전국

무대를 배경으로 경연을 펼칠 실버합창단의

활약도 기대해 본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깊어가는겨울밤, 아름다운선율을선사합니다릳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생활을

하시는 분 중 오늘은

유숙옥 씨(63세굛사진)

을 만나보았다.

릲반가워요릳 밝게 인

사를 건네시는 표정이

밝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유씨는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

래교실과 건강 체조교실에 참여 중이다. 노

래교실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래대회

에 참가할 만큼 실력이 좋다. 또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 이렇게 노래에 흠뻑 빠져 사

는 이유는 자신이 배우고 연습한 노래들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녀는 매주 인근 교회나 노인대학, 복

지관 등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

열정이 젊음의 비결이며 긍정적인 힘의 원

천이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베푸는 삶을

살다보면 생각도 마음도 다 젊어지는 것 같

고 기분도 좋다.

아무런 대가 없이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봉사상도 받게 됐다. 그것 또한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릲노래를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

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노래로 행복을 전

해주는 게 목표릳라고 말했다. 유 씨는 사람

들과 함께 노래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

복해 그들을 위해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스

스로를 가꾸며 돌본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 삶에 대한 의욕을 느끼고 무엇이든 더욱

더 활기차게 배우고 즐겁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

신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

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

여함으로써 남은 삶의 대한 적극적이고 긍

정적인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복지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많

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 삶

의 여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워 나가기를 기

대해 본다.

고연화 명예기자

어르신스마트폰활용교육 릲도움돼릳

통신사업자강사지원으로폰활용법쉽게배워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스마트 기

기 사용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는 관내 어

르신을 대상으로 한 릫스마트 기기 활용교

육릮에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20여명의

어른신이 교육을 이수했다.

기장군는 교육인원 모집 및 교육장소(군

청 멀티미디어 교육장)를 제공하고 SK텔

레콤과 KT IT서포터즈에서는 전문강사 파

견 및 교육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교육은 스마트폰 용어, 카메라 촬영, 메

시지 작성, 어플 설치, SNS 이용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활용법 배우기로 진행됐

으며 특히 강사의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직접 따라해 보는 실습 위주로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가한 권기옥 씨는 릲강사가 설

명을 쉽고 재미있게 해줘서 유익하고 즐거

운 시간이었다릳며 릲앞으로도 이런 정보화

교육을 많이 개설해 달라릳고 말했다.

릲노래와봉사가내젊음의비결굩릳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문화는참여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양식이다. 그러나 문화생활이라

고 하면 그 풍기는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예술이나 교양 등 세련된 양

식을 생각하게 된다.

2014년을 출발하면서 국가차원의 문화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문화에 새 이정표를 세워 의욕적인 수행

의 의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벽두에 불행한 사고가 나서 연말이

가까운 이제야 겨우 한 단계 수습이 되는 듯하다. 모든 학교는 여행을

중단하고, 모처럼 세웠던 각 지방단체들의 문화행사는 자물쇠가 채워

지고 온 나라가 근신(謹愼)의 상가(喪家)가 되었다. 아직도 풀지 못한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오랜 기간 이로 인해 표류할 수

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뜻밖의 폭우로 우리 군이 큰 수재를 입어, 지금

수해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습할 일은 수습하면서, 문화적 행사는 행사대로 시행하

여, 도도한 삶의 흐름을 숨통 트이게 다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 그동안 준비해온 기장문인협회의 시낭송회도

조용한 가운데 잘 치러졌다. 이날따라 종일 비가 짓궂게 내렸는데도 많

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켜 준 것은 준비한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여기에 노래, 무용, 판토마임, 고금의 악기 연주, 시화전 등 각종 예술장

르가 시와 어우러져 2시간 여 제법 긴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후평

이었다.

기장문인들은 물론 시민과 군의장, 읍장 등 명사들과 학생들도 시낭

송에 참여하여 또 다른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군 문화관광 책임자

들과 아트홀의 담당자들은 늦게까지 남아 일을 도와주고 참여해 주어

큰 감명을 받았다. 이제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문분야의 소양을 높이고, 시민들과 호흡을 맞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느꼈다.

차성 아트홀은 좋은 공연 시설이다. 잘 관리하고 운영하여 우리 군민

들의 힘들고 지친 삶의 피로를 풀어 주고 정서순화와 활력을 심어주는

질 높은 문화 행사와 공연이 많이 운영되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술가

들의 몫도 크다 하겠다. 우리 예술가들의 질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의

식과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께선 백범일지에서 릲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

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

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릳라고 했다. 이 말씀대로 공연하는 날 어둡고

세찬 비를 무릅쓰고 관람한 군민들이 아늑한 공연장에서 행복을 느꼈

다면 큰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제 갑오년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섰다. 올 한 해 내가 참여했던 문화

행사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감명을 받은 기회는 있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떨까? 그리고 내년 을미년에는 어떤 문화행사에 내가 스스로 참

여할까를 생각해 볼 때다. 그리고 거기서 삶의 행복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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뢾주요 내용뢿

▶ 릲시니어인턴십릳으로 구인업체 및 구직자 모집

▶ 만 60세 이상 노인과 기업체(4대보험 가입장) 참여 가능

▶ 참여기업에는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270만원 지원

동부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참

여할 노인과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릲시니어인턴십릳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

공해 직업 능력을 향상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노인은 인턴 또는 연수의 형태로 고용되며, 릲인턴형릳은

3개월간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되며 월 급여의 50％(최

대 45만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합니다. 계속 고용 시 3개월간

추가 지원됩니다.

릲연수형릳은 3개월 간 해당직무 연수생으로 근무하며 월 30

만원을 받으며, 연수형 채용 기업은 30만원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대한노인회 동부취업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참여기업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사업장으

로 근로자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취업지원센터 (051-722-7858)에 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업체 의견 중 릲어르신은 시간

관념이 철저하고 맡은 업무도 정확히 처리하는 게 장점릳이라

며, 릲본인 업무 외에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

람 일도 망설임 없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 젊은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릳고 합니다.

본 사업은 참여 노인에게는 업무 습득의 기회를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며, 기업은 풍

부한 경륜과 강한 책임감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력자를 충원해

기업과 노인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합니다.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동부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15

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 노인(만 60세 이상) 및 기업체

(4대보험 가입장)를 모집합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1) 목적 : 고용 시장 내 고령자의 진입장벽 완화

2) 내용 :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 고용 장려금 지원

◎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지원 내용

1) 인턴형

▶ 인턴 약정서에 정한 약정 임금의 50％ 지원

최대 3개월간 지원 (월 최대 45만원)

▶ 인턴 기간 종료 후 장기 근로 (6개월 이상)

계약 시 채용 성과금 최대 3개월 추가 지원

2) 연수형

▶ 3개월 이상 고용 시 인건비 지원(월 최대 30만원)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부산동부취업지원센터 ☎ 722-7858

어르신들이 수업에서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해 액정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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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안가마터에서 생산된 릲분청사기 편릳 두명리 백자가마터에서 생산된 릲백자 편릳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전라남도

순천부터 기장을 포함한 울산까지 일본

군이 서른 곳에 축성한 왜성(倭城)이 있

는데, 이 가운데 기장에는 2곳인 기장읍

죽성리왜성과 장안읍 임랑포왜성이 소

재해 있다. 이 성들은 전쟁의 목적도 있

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조선의 문

화재 및 도자기의 약탈과 반출이었다.

일명 릲도자기 전쟁릳이라고 불리는 임진전

쟁을 통하여 기장사기장을 포함하여 다

른 지역 사기장의 강제피랍과 수많은 그

릇(도자기)의 약탈은 일본 도자산업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

이다. 일본에 강제로 이주된 조선 사기

장에 의해 일본에 축조되었던 가마

(窯)는 현재까지도 큐수(九州)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수의 가마터가 발

굴되어 그 자료가 풍부하고 일본 도자의

발전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큐수의 사가(佐賀)현 서부지

역 히젠(肥前)지역의 도자기이다. 이 곳

히젠의 도자는 17세기 후반부터 유럽에

수출되었으며, 지금도 일본의 주요한 도

자기로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인 카타야

마마비(本田まび)씨의 2003년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인 룗임진왜란 전후의 한

일도자 비교연구(일본 구주 비전도자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릲히젠도

자(肥前陶磁)릳라는 용어는 1990년 일본

도자학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히젠지

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총칭하는 학

술용어이며, 히젠지역은 일본의 릲아리타

(有田)릳와 릲이마리(伊萬里)릳 그리고 릲카

라쯔(唐津)릳를 말한다.

최근 들어 일본의 도자기연구자들이

기장을 방문하여 일본도자의 전통을 형

성한 히젠도자 속에 보이는 조선도자기

의 영향관계와 원류를 찾고자 연구와 조

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도자기

뿌리를 우리나라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

일 것이다.

기장 사기장의 우수한 도자기생산-

17세기 부산요에서 요청한 기장의 사기장

기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니

고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아름다

운 지역이지만, 기장의 도자문화를 정리

하는 데는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

다. 그 중에 임진전쟁을 기준으로 하여

전쟁 이전의 자료나 사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지역의 도자사를 조사 및

연구함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기장군의 도예촌 운영에 따른 기

장지역의 도자사 정립에서 빠져서는 안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릲임진전쟁 전후 기

장의 사기장릳에 대한 조사와 연구일 것

이다.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한 책을 통하여 임진전쟁 이후 약 1세기

에 걸친 기장사기장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이 책은 1637년 3월부터 1724

년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求請)과 관련하

여 동래부사와 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

계(回啓)를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

를 총체적으로 관장하였던 부서인 예조

의 속사인 전객사에서 등록한 룙왜인구청

등록(倭人求請謄錄)룚 8책이다.

기장의사기장과관련된글은제5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제5책은 1677년(숙종

3) 1월부터 1687년(숙종13) 10월까지

약 10년 9개월간의 내용인데 이 중에

1687년 7월 초 2일 자에는 기장의 사기

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왜관으로 들여

보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은

1639년부터 1743년까지 약 100년간 지

금의 용두산공원에 부산요라고 부르는

대마번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마를 운영

하여 도자기를 생산 하였다. 그들은 도

자기를 만들기 위해 조선 측 도공을 왜

관에 파견해 달라는 구청에 의해서 기장

의 사기장을 포함하여 양산의 도공이 파

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도자기의 원료인

흙은 경주, 진주, 곤양, 하동, 김해, 울산

지역의 흙인 백토, 적감토(赤紺土), 약

토(藥土), 옹토(甕土)와 심지어 가마에

사용되는 나무인 송토목(松土木)도 지

급되었다. 이는 기장의 사기장이 왜인들

의 요청에 의해 왜관으로 초빙 아닌 초

빙을 당하였던 것은 임진전쟁 전부터 이

미 우리 기장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꽤

나 알려진 유명한 사기장이 있었다는 것

을 증명 해주는 것이 분명하다.

기장지역 옛 도자기 생산 가마터

기장지역의 옛 가마터와 흙(胎土)을

조사한 바 기장군의 5개 읍면에 분포되

어 있는 각 시대별로 다수의 가마터가

남아 있어 기장도자문화의 깊이와 그 폭

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 토기 생산으로

부터 고려시대 청자는 11세기 기장읍 무

곡리를 시작으로 장안읍 신리와 대룡리

가 대표적이다. 조선시대는 기장의 전

지역에서 질 좋은 흙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물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장안지역에

서는 조선이 개국하면서 지방요로서 분

청사기의 생산이 활발해져 왕실에도 공

납하였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산업단지부지내에

들어간 하장안 가마터유적과 명례지역

가마터유적에서는 국가적 유물인 한글

이 새겨진 분청사기가 발견되기도 하였

다. 임진전쟁이 끝나고 정관면 두명리,

병산리 백자가마터에서 집중적으로 백

자를 생산하였고, 특히 두명리가마터에

서는 17세기 부산요에서 생산하던 기물

도 동시에 생산하였다고 보고 있다.

2006년 필자의 릫기장의 분청사기 울산장

흥고관사명릮 논문과 함께 기장지역 가마

터 조사 및 연구가 학계 및 박물관 등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여 2011년

에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릫기장상장안유

적릮에 대한 학술발굴을 실시하여 기장지

역 분청사기와 옛 가마터에 대한 자료를

1차 확보하였고, 명례산단조성부지 내

일부 유적에서 옛 도자기의 내용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유물

들은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기장

문화원 전시실에 전시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습된 각종 그릇의 종류와 문

양, 유약시유상태, 받침(비짐)모양, 도

침, 물레의 도구인 갓모, 번조방법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알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기장 도자기의 우수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우리나라 도자기문화 중에서 으뜸이

라 할 만한 것은 조선시대 전기의 자기

로 그 시기를 15세기에서부터 16세기경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 중

기 이후 무신의 난과 원나라의 간섭에

의한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에 청자문화

가 쇠퇴하였고, 조선이 시작되면서 도자

문화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바야흐

로 그 꽃을 피우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자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고

미술사 적인 중흥을 꾀하였는데, 우리

서민의 정신적인 깊이와 독특한 예술적

인 품격이 자유분방한 기예로 표현되어

고려청자가 쇠퇴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탄생된 것이 바로 분청사기인

것이다.

조선전기의 분청사기와 연질백자가

보여준 예술적인 가치와 멋을 흠모하였

던 것은 일본의 다인(茶人)들이었다. 그

들은 우리의 일상용 사발을 다완으로 애

용하고 그릇을 통하여 더할 수 없는 정

신적 가치와 아름다움의 세계를 발견하

고자 노력하였지만 아쉽게도 임진전쟁

과 함께 그 막을 내려야 하였다. 일본에

서 다성이라 불리 우는 센리큐(千利休:

15522~1591)가 사용한 찻 사발이 바로

분청사기인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분청사기를 포함한 기장에서 생산된 옛

도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

산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일본의 도자학자들이 우리나

라 남해안의 가마터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임진전쟁 전후에 그들이

사용하였던 기물의 원류를 찾고자 함이

며, 특히 큐슈지방의 히젠도자기 원류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인데, 그들이 찾고자하는 도요지의 장소

중에 그 하나가 바로 기장지역도 포함되

어 있다는 사실이다.

기장은 최근 들어 도예촌운영에 따른

장안지역 일대에 소재한 가마터로 보이

는 곳의 지표조사 및 시굴과 발굴조사를

일부 실시하여 대략 그 자료는 확인한

바가 있다. 이제부터는 기장도예촌과 기

장도예 후예들과 함께 기장 도자기의 우

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만방에 알

려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

다.

기장지역 향토자원발굴(도자기)과 육

성으로 문화유산 재창조하자

지난 2009년 6월에 일본 사가현의회

의원 5명이 기장문화원을 방문하여 죽성

리왜성과 함께 전시실의 기장도자기를

관람하고 갔으며, 올해 6월과 11월에 일

본 노무라미술관의 타니관장 일행과 7월

달에는 다카도리핫산(高取八山) 15대

후손 일행 등이 기장문화원을 방문하여

기장지역에서 생산된 임진왜란 전후의

도자기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보인 바

가 있다.

오늘날 일본 도자기의 전통과 원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도자인들의 연

구와 조사는 결국 우리 기장도자의 역사

문화를 밝히는 한 과정일 것이다. 그리

고 이는 그동안 지역향토자원발굴과 육

성을 간과하였던 것을 알게 하였고, 이

를 통하여 15세기부터 19세기 기장지역

도자산업을 조명해 보고, 일본 도자학회

에서 알려져 있는 일본 큐슈지방의 도자

기 원류가 기장지역의 도자기라 밝혀질

것을 바라면서 기장지역 향토자원발굴

(도자기)과 육성으로 우리의 문화유산

재창조를 기대해 본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연구실장

릫 릮

해녀수필가 박말애

릫내 삶과 맞닿은 바다와의 만남은 결코 우연

이 아니다. 바다가 전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

녀로서 전달하려고 했다. 나에게 열병을 안겨

준, 나의 곡진한 삶에 자리한 바다는 늘 나를

회유하려 했다. 그때마다 그의 속내를 알기 위

해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릮

해녀이자 수필가인 박말애(59세, 기장읍 대

변리) 작가가 11월 5일 자신이 그동안 써온 글

43편을 모아 책을 냈다.

박말애 수필집 릫해녀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릮

는 박 작가의 오랜 꿈의 결실이다.

그녀가 물질을 시작할 즈음인 20대 초, 자작

수필 릫겨울바다 여인들릮이 릫샘터릮에 게재되면서

뜻밖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동포들에게까지

글이 알려지면서 하루 20통 이상 팬레터를 받

았다고하니인기

가 짐작된다. 그

후 박 작가는 수

필가의꿈을키웠

다. 그녀에게서

수필가는 꿈이자

의무감이었다.

릲해녀들의 삶에

대해누군가는글

로적어서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내가해야할 의무라

고 생각했어요릳

박 작가는 2006년 릫문예운동릮에 신인상으로

등단해 현재 부산문인협회, 기장문인협회 회

원, 부산수필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책 구입 문의는 기장읍 릫사계절 서점릮

722-4412

릲향토자원발굴과 육성으로 기장 문화유산 재창조해야릳

15세기~19세기 기장지역 도자산업의 재조명

이슈로 본 시사용어

▲ 파이로프로세싱 / 매일경제 2014년 10월 30일자

[사용 후 핵연료(원자력발전 후 남은 핵연료)를 처

리해 다시 원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을

회수해 4세대 원자로인 고속로의 연료는 물론 중수로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올 연말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

행 중인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연구개발 목적

의 사용 후 핵연료 형상 변경 및 재처리를 릫포괄적 사

전 동의릮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파이로프로세싱

(건식처리)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합의 과정에서 사

용 후 핵연료 릫형상 변경릮을 적절한 시점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상 변

경은 사용 후 핵연료의 형태와 내용을 변경해 재처리

가 쉽도록 하는 공정을 말한다.

▲ 출구전략 / 세계일보 2014년 11월 4일자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

서히 거두어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또 군사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전략을 의미한

다.]

한국경제 현장 곳곳에 엔저(엔화 약세) 공포감이

극심하다. 2012년 평균 100엔당 1,413원대이던 원굛엔

환율은 지난 3분기 평균 988원대로 30％ 하락했다.

한국경제에는 릫상수화(常數化)한 변수릮와 같다. 이 때

문에 엔저 공포감이 과장된 것이란 지적도 적잖다. 더

욱이 엔저가 꾸준히 진행되던 지난 2년간 한국 수출

은 죽을 쑤는 일본과 달리 호황을 누렸다. 지난해 경

상수지 흑자는 79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840억달러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그러나 불안감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지 엔저 때문만이 아니다. 양극화,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의심케 하는 구조적

문제와 미국 출구전략, 중국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위

험 변수가 안팎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 강소기업 / 동아일보 2014년 11월 5일자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수출형 중소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릫작지

만 강한 기업릮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록 규모는 작아도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가능성이 커 틈새시장을 공략하

는 기업들이 많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정보기술(IT) 업체인 애플이나

독일의 자동차업체에 비해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 이

미지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기업도 이제는 가격 대비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에 영혼을 불어넣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00대 브랜드에 포함된 삼성전자 현

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한국 기업 3곳의 브랜드가치

평균은 약 204억 달러로 한국보다 100대 브랜드 수가

많은 미국(약 193억 달러) 독일(약 141억 달러) 프랑

스(약 96억 달러) 일본(약 146억 달러)보다 컸다.

우승우 인터브랜드 수석부장은 릲한국은 특정 대기업

이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다면 유럽 등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강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릳라고 설명했다.

▲ 피어볼라 / 동아일보 2014년 11월 5일자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용어로 에

볼라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말한다. 과거에는 중부

아프리카에서 간간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3월 서아프

리카의 기니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대역병(大疫病)으로 커졌다.]

릲세계는 지금 2개의 전염병, 릫쌍둥이 전염병릮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염이고 다

른 하나는 공포와 무지의 전염입니다. 이 공포와 무지

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 일도 더

욱 어려워질 것입니다릳

유엔아동기금(UNICEF굛유니세프)의 글로벌 에볼라

긴급 조정관 피터 살라마 박사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호소했다. 에볼

라 발병 서아프리카 3개국의 실태를 돌아보고 온 그는

릲공포와 무지라는 2차 감염이 오명(汚名)과 차별이란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릳며 릲(에볼라 발병국) 여행 금

지 같은 국가 차원의 조치 못지않게 지역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차별도 무척 심각하다릳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릫 릮

10년 걸릴 릫법화경 서각릮 세계 최초 될 것

평촌 김하병 서예가<사진>가 7만자에 이

르는 릫묘법연화경릮(妙法蓮華經 이하 법화경)

을 서예작품으로 완성해 11월 18일부터 22

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성

황리에 전시됐다.

작품 규모만 36미터로 전시장을 가득 메웠

다. 서예애호가, 사찰스님 등 첫날 방문객만

500여명에 달했다.

김 서예가는 릲큰일을 마무리 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방문했던 분들이 감동을 안고 간다

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다릳며 첫 개인

전의 소외를 밝혔다.

김 서예가는 법화경의 서각 작품화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매진할 계획이다. 법화경이

서각 작품으로 완성된다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다.

뮤지컬 릫마지막 해녀릮 앙코르

공연이 11월 24일 차성아트홀

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지난

해 11월 29일 공연 이후 1년 만

에 다시 무대에 올려졌다. 무대

에는 전문 연극인뿐만 아니라

실제 기장의 해녀 10여명이 출

연해 해녀들의 진솔한 애환을

담았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온누리 오페라단과 대변, 연화리,

서암, 공수해녀회에서 주관, 기장군과 수협

중앙회, 연화리어촌계에서 후원했다.

릫 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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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봄 2월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설로 인해

기장군 전역은 마비가 됐었다.

길에 차를 버리고 걸어서 출근하는 회사원

들이 속출했을 만큼 많은 이들이 갑작스런 폭

설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눈을 흔하게 볼 수

없는 지역이라 아이들은 눈싸움에, 눈사람을

만들며 좋아했을 것이다.

눈을 반기는 또 한 부류가 있다. 바로 지역

의 사진가들이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얼마나 기

다려야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지

인은 회사까지 휴가를 냈다. 차가 다닐 수 없

으니 카메라를 메고 걸어서 기장 곳곳을 누볐

다고 한다. 사진가들에겐 잠시 내리는 눈이 큰

기쁨이다. 눈 그자체가 아름다운 피사체가 되

기도 하지만 더 큰 장점은 눈에 거슬리는 잡다

함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눈은 사진의 피사체

를 단순하게 하는 힘이 있다.

홍영수 사진가가 찍은 릫눈 내리는 월내항릮은

지난 2월 함박눈이 내려 기장 전 지역이 마비

되던 첫날 찍은 사진이다. 출근길에 차를 버리

고 삽으로 길을 만들며 월내항을 향해 걷다가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디지털 카메라, 일명

똑딱이로 촬영한 작품이다.

기장읍 동부리에 거주하며 한전KPS에 오랫

동안 근무해온 홍영수 씨는 사진을 취미로 시

작한지 8년여에 접어든다. 사진을 배울 곳을

찾던 중 기장사진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한 것이 사진과의 인연이 됐다. 홍 작가는

아내와 자녀들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어

사진 활동에 더욱 흥이 난다고 한다.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 성인 남자의 3대 장난감이라면 자동차, 오

디오, 카메라를 말하는데, 내 경우에는 카메라

에 관심이 많았다. 사실 사진보다도 카메라에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게 사실이다. 직업도 전기

계통의 기계를 만지다보니 카메라 자체에 더

호기심이 있었다. 어떤 날은 카메라를 분해해

서 재조립하기도 했다(웃음).

그러다가 2006년 11월 경 기장군보 릫기장사

람들릮에 사진동호회 회원 모집 광고를 보고 모

임에 참석했다. 모든 회원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사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홍 작가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봤다. 짧은 시간에 참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부지런하기도 했겠지

만 호기심도 왕성한 것 같다

-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

던가. 내 눈으로 본 것을 카메라는 어떤 사진

으로 찍어낼지, 카메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지 궁금했다. 카메라로 담을 수 있는 피사체는

모두 찍고 싶었다. 남이 잘 찍은 사진을 보면

나도 그곳에 가서 더 잘 찍어보고 싶었다. 돌

이켜보면 사진을 담기위해 여행도 많이 다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사진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뜬 것 같다.

근래에는 풍경사진을 많이 찍는데 홍 작가

가 추구하는 사진은 무엇인가

- 풍경사진 중에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

진이 좋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줄 수 있는 사진이 내 사진이었으면 좋

겠다. 그 누구보다도 내 가족들이 내 사진을

좋아해주어서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 앞으

로 여러 분야를 섭렵해야겠지만 당분간은 풍

경사진에 몰두할 생각이다. 풍경은 항상 그 자

리에 있는 듯하지만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꾸

며 때때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만 보

여주는 데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풍경사진은 릫기다림의 미학릮

이다. 좋은 풍경사진은 기다리지 않고서는 찍

을 수 없듯이, 내 인생 속에서도 한발 물러나

릫관조릮의 여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사진을

잘 했다는 생각을 한다.

사진과 관련된 계획은

- 사진에 대해 배워야할게 아직 많다. 직장

에 매여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한달

에 2번씩 돌아오는 사진동호회 모임에는 빠지

지 않고 참석하려고 한다. 사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만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 자체

가 기쁨이다.

그동안 동호회나 예술제 등에서 그룹전시회

는 많이 했지만 개인 전시회 욕심도 있다. 기

회가 된다면 기장의 자연을 소재로 촬영한 사

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뢾시작 노트뢿

얼마 전 장안의 홍수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

산과 물이 있어 좋아 했지만

자연의 성냄에 거역할 수 없는 작은 존재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원인의 물과 결과의 물이다.

마냥 받기만 한, 지키지 못한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푸르름 속에 공존굛상생하며

다스리는 자에 따른

자연의 재순환을 얘기함

뢾약력뢿

월간 룙문학세계룚 시와 시조로 등단 활동

새부산시협이사, 부산문협, 세계문협, 한국아동협회 회원

시집 룗아깝지 않은 날의 흔적룘 외.

뢾문학세계 문학상뢿, 뢾부산시단뢿제2회 작품상수상

뢾양산시민신문뢿논설위원굛영어학원장

부산여자대학교 외래교수역임

현)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기장문예

놀음은끝나고

2014년을보내며

정혜국

■ 작가와의 만남 - 사진가 홍영수

눈 내리는 월내항 / 홍영수 작

제 226호 2014년 12월 1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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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자는 정관에 거주하고 있어 병산

골 쪽으로는 몇 차례나 차를 타고 가면서

길 오른쪽 산자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물을 보곤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 부족했던 탓인지 그냥 지나쳐 버리기

만 하다가 지난달 중순경 정관면 병산에

위치한 기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영관)

을 찾았다.

필자를 친절하게 맞아준 관장은 오십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인상이 매우 좋아 보

이는 남자 분이었다.

관장의 안내로 복지관 내부시설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고 나서

관장실에서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

하여 몇 가지를 물어보았더니, 관장은 복

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소상하게 알려

주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장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기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슬기롭

게 잘 해결하여 2006년 12월 7일, 기장지

역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센터로

장애인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재가복지, 사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 기장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

었다. 우리나라 법정장애는 외부 신체 기

능의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를 포

함한 6가지와, 내부기관의 장애인, 신장장

애, 심장장애를 포함한 6가지 그리고 정신

적장애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

애 등 3가지로 모두 15가지 장애로 분류되

는데 이곳에는 신체장애, 지체장애와 뇌

병변장애, 발달장애에 속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들 중에는 복합장애자들도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은 5세

부터 6~70세까지 다양하며 이용인원은 90

명에서 100명 정도다.

복지관에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사회재활팀, 직업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진단판정, 재활상담, 직업적응훈

련, 전환기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캠페인

및 교육 등을 한다.

둘째로 복지지원팀 사업으로 목욕탕 운

영, 일상생활지원, 경제지원, 보건, 의료지

원, 육아용품 대여점 운영 등이 있다.

셋째는 재활지원 사업으로 심리치료, 언

어치료,인지운동치료,감각통합,재활운동,

재활 보조기 대여 및 훈련 등이 있으며 마

지막으로 주간보호센터 사업은 사회적 기

술능력함양, 자립능력항상, 보호자지원서

비스, 지역사회통합 활동 등이 있다.

위 네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이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7명의 사회복지사

와 5명의 치료사가 모두 열심히 맡은 일을

다하고 있다.

이제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다.

장애인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

만 간단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 비장애인들도 이제는 좀더 따뜻

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이런 시각에서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장애

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묵

묵히 일하고 있는 기장장애인복지관의 사

회복지사, 치료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필자는 복지관 문을 나섰다.

고정택 명예기자

릫기장사람들릮과함께하는 실종자찾기캠페인
실종아동과 장애인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실종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비슷
한 실종인이 있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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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진

(당시 만 39세,

여)

실종일자 : 2005. 05. 22 (일)

실종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

군 하빈면

신체특징 : 정신장애2급, 윗니

1개 빠진상태, 제왕절개수술자국

홍범석

(당시 만 19세,

남)

실종일자 : 1998. 01. 14 (수)

실종장소 : 전북 임실군 신

평면 호암리

신체특징 :지적장애, 앞 윗니

두개 빠짐,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보임, 머리에 흉터 있음

강선미 (당시

만 35세, 여)

실종일자 : 2006. 07. 30 (일)

실종장소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신체특징 : 정신지체 1급, 언

어장애, 인지능력없음, 말을

못함, 글씨 쓸 줄 모름

박동은

(당시 만 11세,

여)

실종일자 : 2006. 05. 13 (토)

실종장소 : 경남 양산시 웅

상읍 소주리

신체특징 : 앞니가 튀어나온

편임, 체격이 또래보다 큰 편

임

유채민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2003. 08. 01 (금)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

구 광안리 해수욕장

신체특징 : 아토피성 피부로

피부 건조함

정창근

(당시 만 40세,

남)

실종일자 : 2005. 12. 27 (화)

실종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신체특징 : 정신장애, 간질환,

우측 다리를 절음

강송이

(당시 만 8세,

여)

실종일자 : 2002. 05. 28 (화)

실종장소 : 충북 진천군 광

혜원면

신체특징 : 키124cm, 검정장

발, 둥근얼굴형, 뾰족한 치아,

오른쪽팔 털이 많음, 검은피

부, 청바지, 주황색+검은색샌

들, 파란색 콩콩이 배낭, 회색

마시마로 실내화가방, 주황색

티셔츠

최재혁

(당시 만 2세,

남)

실종일자 : 2002. 10. 05 (토)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

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신체특징 : 곤색모자 착용함

최지원

(당시 만 13세,

여)

실종일자 : 2014. 07. 14 (월)

실종장소 : 충남 천안시 신방동

신체특징 : 키162cm, 체중43

kg, 왼쪽이마 오백원 동전

크기의 흉터있음, 검정긴생

머리

청아한 문체와 세

련된 감성기법으로

사랑받는 에쿠니 가

오리...

그녀의 책은 군더

더기 없고 꾸밈이나

미사여구보다는 그때

그때절제된감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읽다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조용한 울림이 느껴진다.

그리고 에쿠니 가오리의 릫등 뒤의 기억릮

이라는 책을 읽고 있으면 등장인물에 대

해서 파악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때

쯤엔 새로운 인물이 다시 등장해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독특한 구조의 책인

것 같다.

중심축은 하나코이고 실버타운에서 살

고 있는 외로운 그녀의 이야기와 나도 나

이 들면 저렇게 실버타운에서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녀의 주변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그녀와의 갈등 구

조가 베일을 벗듯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의 책이다.

행복했던 기억에 의존해서 사는 하나

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증오하는 한편

그런 어머니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마사나

오, 과거에 얽매여 하나코 주변을 맴도는

단노,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간 열두살

소년 나쓰키가 만난, 어딘가 비밀을 가진

듯한 고지민 선생님, 그들이 가진 기억의

파편들과 그 안에 담긴 후회와 두려움 그

리고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코에겐 가상의 여동생이 존

재하고... 그녀에게만 보이는 동생이고, 그

녀와 동생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이야기

를 나누고 추억을 나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잃었던 기억들과 주

변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가 어떠한지 생

각해보고 읽으면 이 소설이 재미날 것 같

다. 등 뒤의 기억이란 제목의 의미에 대해

서 조금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

는...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진 여러 사람

들의 이야기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현

대인들의 고독, 슬픔들이 다뤄지는 약간

은 허망하면서도 괜찮은 기분이 드는 책

이다. 가슴 한쪽에 여운이 남아 길게 길게

생각이 들 것 같은 소설이다.

김옥실(정관면 방곡 3로)

보이지않는실로이어진여러사람들의이야기

요즘 텃밭의 개념은 웰빙(wellbeing)을

너머 힐링(healing)의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텃밭 가꾸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써 주변 아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릫취미삼아 텃밭이나

가꾸어 볼까?릮 라든지 할 일 찾다 찾다 마

땅찮으니 릫에라 농사나 한 번 해봐야지릮라

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 그들에게 경종을 울

림과 동시 이 글을 드리려 합니다.

전문 농사꾼은 아니지만 전 농사도 과

학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매년 같

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여유가 있다면 연

작은 피하고 윤작을 권장합니다. 특정 작

물이 좋아하는 토양 성분이 집중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간적 여유

가 없을 땐 연작을 하되 특정의 비료와 거

름으로 지력을 꼭 보충해줘야 그 해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그냥 놔두면 많이 열리

고 많이 수확할 것 같지만 일부 작물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한 해 농

사를 그르치고 맙니다. 고추, 토마토, 가지

등 지상에서 열매 맺는 채소들은 제 때 순

치기와 가지치기를 꼭해야 적당히 열리며

열매가 굵어지고 충실해집니다. 이는 배,

사과 등 다년생 과실수의 꽃 굛 열매솎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토양은 늘 살아 숨쉬도록 정성스레 가

꿔야 합니다. 잡초는 때 맞춰 뽑아주고 잡

초가 없을 때에도 자주 밭을 일궈야 합니

다. 토양엔 수많은 유기질과 토양 생물들

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죠. 모든 이들이 징

그럽게 생각하는 지렁이는 토양을 살찌우

는 최고의 보고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작물들을 질서정연하게 키우는 것

도 농사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추며 배추 심을 때 꼭 잣대로 간격

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야 작물들을 관리하기에 편하고 보기

에도 좋습니다. 집사람 왈 릫어찌 그리도 융

통성이 없냐릮고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밭일을 할 때는 같은 일을 오래하면 지

루함도 느끼고 피로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한 두어 시간 단위로 다른 일로 바꿔 하기

를 장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루함도 훨

씬 덜 느끼고 또 신체에도 좋을 성 싶네

요. 또 같이 하는 일행이 없을 땐 라디오

는 최고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감미로운

음악은 물론 세상사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또 텃밭의 친구들은 주인의 정성을 정

말 많이도 기다립니다. 한 낱 미물에 불과

하지만 모든 작물들이 주인 발자국 소리

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거짓 아님을 농

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특히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단 며

칠을 방치해도 텃밭은 잡초 세상이 되고

맙니다. 끝으로 문화와 경작의 어원은 같

은 컬쳐(culture)입니다. 현대를 살아가

는 많은 이들이 문화를 사랑하듯 텃밭

(농사) 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특히 메

말라 가는 각자 마음의 밭도 정성스레 일

구고 가꾸어서 우리네 삶이 보다 윤택하

고 행복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기모(기장읍 교리)

릫기장사람들릮을읽고

기장 열린상담소 이전을 축하드리며 많은 상처입은 가슴들을 치료하여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김요순(기장읍 차성서로)

기장군 동화구연 회원들의 기사를 통해 릫봉사릮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며 나눔

으로써 더욱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지예(철마면 고촌로)

군보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특히 오감만족 코너에 맛집 소개 앞으로도 부

탁드려요. 모범음식점이 넘쳐나는 기장군을 기대해봅니다.

박경민(정관면 모전1길)

우연히 군보에 소개된 자녀코칭 대화법 및 교육, 상담 프로그램에 눈길이 갔습

니다.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상담소가 있었다는 부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반가웠

고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볼까 합니다. 신화찬(철마면 고촌로)

기장군민을 위한 많은 행사와 봉사에 대한 것, 기장의 역사와 이슈로 본 시사용

어까지 볼거리가 너무 많은 릫기장사람들릮이네요. 이경희(기장읍 대청로)

4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더욱 더 발전

하는 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혜진(기장읍 차성로)

초등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기장군보를 통해 아이들이 참가 할 수 있는 행사들

과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민주(기장읍 차성로)

요즘 아이들이 좋은 우리말을 왜곡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겨운 우리말

코너를 보면서 딸과 아들이 참 좋은 우리말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최정민(기장읍 차성로)

텃밭에대한단상(斷想)

겨울가족스키캠프참여안내

기장군생활체육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스키캠프를 무주리조트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스키캠프는 생활의 활력소

와 짜릿함을 선사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아래와 같

이 모집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목 : 2014 겨울 가족스키캠프

대 상 : 기장군민 누구나

모집인원 : 20가족 80명

장 소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준 비 물 : 세면도구, 스키복, 장갑, 모자(고글), 양말

운영일자 : 2015. 1. 5(월) 08:00 ~ 1. 6(화)19:30

접수기간 : 2014. 12. 1(월) 09:00 ~ 12. 9(화) 17:00

모집방법 : 인터넷접수 후 12. 9(화) 18:30 대회의실 추첨

- 접 수 처 : 기장군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www.gijangspo.or.kr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전화 또는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참 가 비 : 1인 - 100,000원

왕복교통비, 1박-무주리조트 내 콘도(콘도의 특정상 1가

족1실 되지 않습니다. 남녀 따로 숙박이 되오니 이점 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식 식대(1월 5일 저녁, 1월 6

일 아침), 간식, 1월 6일 리프트(7만원상당 종일권), 스

키대여료, 스키강습료 모두 포함

후원: 기장군, 기장군의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기장군 생활체육회(709-4897)

명예기자의 눈

꿈과희망,행복을나누는기장장애인복지관을찾아서

와글와글 책방 독후감

독자투고

릲여러분의신고가국가안보의초석입니다릳

휴대전화 단축번호 53으로 저장해주십시오.

(포상금 : 간첩 최대 5억원, 간첩선 최대 7억5천만원)

육군 7508부대

룙넓고 푸른 바다를 그리며룚 특별전

▶ 기 간 : 2014. 12. 2(화) ~ 2015. 2. 1(일) / 62일간

▶ 전시작품 : 사진작품 50점

▶ 전시내용 : 우리나라와 해외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의 현황을

기록한 수중 사진작품을 전시함.

▶ 주 관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샐빛수중사진동호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553-4944)

해양자연사박물관특별전개최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제 226호

평소 뮤지컬을 보고 싶었지만 관람료

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기

장군 드림스타트에서 릫캣츠릮라는 좋은 뮤

지컬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신청했다.

매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여행

이 취소되면서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진

행한다고 했다.

공연장 안에 들어서자마자 초록빛 조

명과 연기가 어우러져 신비한 분위기에

한번 놀라고 배우들의 진짜 같은 고양이

분장에 또 한번 깜짝 놀랐다. 배우들의

마치 고양이가 된 듯한 연기에 보는 내내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보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푹~ 빠져서 마치 나도 고양

이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공연을 보면서 신기한 무대효과와 음

악, 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릫캣츠릮의

유명한 고양이 그라자벨라의 메모리

(Memory)를 음악시간에만 듣다가 직접

들으니까 더욱 새로웠다.

특히 2부에서 한 고양이가 메모리를

한국어로 불렀는데 그 발음이 너무 정확

해서 놀랍고 신기했다. 그리고 활발하고

멋있는 고양이 럼텀터거도 정말 매력적

이었다.

젤리클 축제를 하는 장면에서는 화려

하고 풍성한 무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

다. 그리고 늙은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옛

날 전성기를 추억하며 하는 말과 행동이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다.

고양이처럼 유연한 몸짓으로 춤을 추

는 것도 놀랍고 멋있었지만 다른 고양이

가 노래할 때 옆에서 같이 화음을 맞춰가

며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

다. 괜히 4대 뮤지컬이 아니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기회가 있다면 한국어 버전

도 보고 싶다.

우리랑 정말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고

양이들의 세계를 뮤지컬 릫캣츠릮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영원

히 잊을 수 없는 정말 감동적인 뮤지컬이

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드림스타트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드림스타트 6학년 김민경

뮤지컬 릫캣츠릮를 보고

릲드림스타트고맙습니다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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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릫빼빼로 데이릮로 유통가가 한차례

성황을 맞지만 이날은 릫농업인의 날릮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

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 지정 공식 기념일이

다. 릫농업인의 날릮인 11월 11일을 우리 쌀로 만든

릫가래떡 데이릮로 기억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대목

이다.

매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개최하는 릫친환

경농산물 홍보행사(이하 홍보행사)릮가 때마침 11

회를 맞았다. 기장군 친환경농산물작목반연합회

(회장 최해조)는 기장군과 동부산농협 후원으로

11월 8일 무공해 청정지역 장안 기룡골에서 홍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기장군 친환경농

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라져가는 농촌문

화 체험으로 고향의 냄새가 풍기는 나눔의 장을 마

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금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

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일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은 약 1천명쯤 추산된다

고 밝혔다.

전날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더욱 짙어진 가을 내

음과 함께 알록달록 익살스러운 허수아비가 여기

저기서 손님을 반겼다. 10시부터 시작되어 비교적

이른 시간이었지만 많은 손님이 행사장으로 발길

을 내딛었다. 입구부터 잔칫날처럼 풍성한 기운이

밀려왔다면 과장일까? 하지만 곧 과장이 아니라 당

연한 것임을 느낀다.

집중호우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예년에 비

해 참여 농가가 줄었지만 부스에 나열된 우수한 농

산물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손님의

두 손을 즐겁게 했다. 떡메를 치고 콩고물을 묻혀

즉석에서 만들어진 따뜻하고 쫄깃한 장안흑미 인

절미는 떡집에서 사먹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맛을 자

랑했으며 평소에 즐기기 어려운 짚공예,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도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하는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잡았다. 또한

기장에서 생산된 쌀로 만드는 1천 인분의 비빔밥을

시식하는 이벤트는 농촌의 인정을 느끼기 충분했

다. 행사장을 찾은 김두식 씨(동래구 안락동) 가족

은 릲평소 친환경농산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장에

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정말 우수하다. 즐거운 체험

으로 가족과 추억도 쌓았고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

도 많이 홍보하겠다릳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기장에는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의 품목이 다양하다. 장안 우

렁이쌀로 대표되는 일반 햅쌀, 찹쌀, 흑미, 홍미, 농

미, 콩(백태, 서리태, 쥐눈이콩), 배, 토마토, 고추,

쪽파 등 각종 채소, 버섯, 양봉, 야콘, 블루베리, 블

랙베리, 팝콘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

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친환경 농법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인증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커 정

부가 비용을 부담하며 대신 하는 경향이었지만 현

재는 개인의 투자 비중이 늘고 수지를 맞추기 힘들

어 친환경 농법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끊임

없는 노력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요소로 의식주를 꼽는다.

이 중 릫식릮은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본능적이고 구

체적인 일이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한 욕구 충족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릫약이

되는 음식, 밥상릮이 주목받고 있다. 음식이 약이 되

기 위해서는 그 재료인 농산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의 힘으로 가꾼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농

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야말로 자연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소박하지만 건강한 릫약이 되는 밥상릮이 생각난다.

오늘 저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로 지어진 밥상을 차려 소중한 가족에게 대접해보

자.

청정기장자랑하게 릲친환경농산물다~ 모여라굩릳
제11회 친환경농산물홍보행사개최…다양한농촌문화체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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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반(회) 대표자 전화 작목반(회) 대표자 전화

장안우렁이쌀
최해조
(회장)

010-3831-2034 기장화훼연합 홍영진 010-4800-7538

철마 벼 김석희 010-2508-1764
신진(하훼)

절화
이상봉 011-853-5009

정관 예림쌀 최태봉 017-840-7171 철마 토마토 정진열 010-7157-9722

정관 월평벼 이상은 010-4285-2799 장굛월콩 박창길 010-3288-2679

일광 유색미 정진태 010-4583-6665 기장 한우 김정태 011-870-9302

장안 검정쌀 문진웅 010-9482-1395 일광문오성쪽파 김신명 010-4545-1615

일광 벼 김영환 010-5100-4789 화전 쪽파 최화수 017-544-4693

동부산
미나리

이성백 010-4817-6637
철마 임기

당근
정상록 010-3593-3549

철마 미나리 박재덕 010-8242-2949 기장군 버섯 안종택 010-2477-9470

기장 미나리 박춘봉 017-551-0040 기장 양봉 장현복 018-510-8395

장안 배 윤정우 010-3558-4630
기장

방울토마토
김상섭 010-8351-2006

일광 배 이시행 010-3917-9997 철마당근굛채소 정주화 010-3215-9725

정관 예림고추 최태봉 017-840-7171 블랙베리 박상명 010-4709-2071

미래화훼
영농조합

김봉학 010-4793-4455
웰빙잡곡
(팝콘)

정갑수 010-8526-6103

기장군친환경작목반

농업인, 신뢰성 있는 농산물 생산 위해 노력해

소비자, 지역농산물 애용해 농업인 어깨에 힘 실어주길

지역사회, 자연을 아끼며 농업의 릫소중함릮 되새겨야

10년째 기장군 친환경농

산물작목반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매년 개최되는 친

환경농산물 홍보행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최해조<사

진> 회장을 만났다.

릲무농약으로 농사짓기 생

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환경농

산물작목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듣고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문의할 만큼 농업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회원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릳 최

회장은 친환경농산물작목반에 대한 칭찬을 쏟아

내기 바빴다.

5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베테랑 농사꾼인 그

는 현재 농업은 단순히 씨나 모종을 심어 기르고

거두는 일이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시대 트렌드

에 맞게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야 하는 릫미래

지향적 산업릮이라는 것이다. 또한 농업도 하나의

경영이라 철저하게 경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

다. 최 회장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는 비용과 인건

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회원들은 효율적인 농법

개발과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수확을 위해 끊

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땅은 정성을 들이고 가꿔야 우수한 농산

물로 보답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농사는 어렵

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고수익으로 농

가에 돌아온다.

최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

었다. 릲수해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 여러분 힘내

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아무쪼록 자연을 많이

아끼고 소중히 여겨 주시면 농산물이 자라는

터전도 건강해져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

게 되겠지요릳

릲정성을들이고가꿔야땅은보답합니다.

그 보답이우리농산물이지요릳

청정지역 기장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도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제11회 친환경 농산물 홍보행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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