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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1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정관신도시순환마을버스 12번 신설운행
정관-반여농산물시장역 직통 노선 184번 출퇴근 불편해소

순위 시군 순위 시군 순위 시군

1 경기 화성시 (1) 8 경남 창원시 (6) 15 경기 안양시 (7)

2 경기 수원시 (3) 9 경북 구미시 (10) 16 경남 양산시 (18)

3 부산 기장군 (22) 10 경기 부천시 (4) 17 경기 안산시 (15)

4 경기 성남시 (5) 11 경남 김해시 (9) 18 충북 청주시 (11)

5 경남 거제시 (12) 12 전북 전주시 (16) 19 울산 울주군 (24)

6 충남 아산시 (19) 13 충남 천안시 (13) 20 경기 시흥시 (28)

7 경기 용인시 (14) 14 경기 고양시 (8)

지역경쟁력수지 평가 상위 20개 시군

( )는 2012년 순위 ※동아일보 제공

동아일보(2014년 12월 26일자)

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전

국 기초생활권 160개 시굛군(특별

시와 광역시 구 제외)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릫지역경쟁력지

수 종합평가릮에서 기장군이 군 단

위 1위, 시굛군 종합 3위를 차지했

다고 밝혔다.

지역경쟁력지수는 기초자치단체

의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해 개발된 지수로

2009년 처음 개발해 2009, 2010,

2013년 총 3회 평가 결과를 발표했

고 이번이 4회째 평가다.

지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릫지역발전지표릮를 기초로

△지역경쟁력 △생활서비스 △주

민활력 △삶의 여유공간 등 4개 부

문에 걸쳐 총 20개 세부지표로 구

성돼 있으며 세부지표는 시군의 재

정자립도와 인구 1,000명당 도시공

원 면적 등 모든 분야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다.

지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기 위

해 데이터는 2013년 통계자료를 주

로 활용했다.

기장군은 2012년 평가보다 19계

단이나 순위가 상승하면서 올해

종합 3위, 군단위 1위에 이름을 올

렸다.

릲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릳

군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 하겠습니다.
-기장군 직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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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12번 노선 안내도

박 옥 위 시인

한국문인협회이사

정관면자치위원

기장굩

빛나는 꿈의

도시여

더 푸른

웅비의 날개를

펼쳐라굩

※ 2015년을 맞이하는 신년사는 군민의 한 해 소망과 염원을 담은 신년축시로 갈음합니다.

기장군, 재정운용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월 23일 전

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2013회

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이하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

기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 보도했다. 이로써 기장군은 5년

연속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쾌거를 이뤘다.

기장군은 매년 시행하는 재정분

석 결과 2010년 우수기관, 2011년

과 2012년은 우수기관 선정 및 장

관 표창, 2013년 우수기관에 이어

2014년에도 선정돼 건전한 재정 운

용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 등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기장군은

2014년 대한민국 생산성대상 4년

연속 수상, 2014년 지방재정 조기

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및 장관 표

창,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

무총리상 수상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한해를 마무

리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정

자치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전국의 광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운영 건전성

(700점), 재정효율성(300점), 재

정운용노력(300점) 등 3개 분야

25개 지표를 통해 분석하며 지방재

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현지실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그 결과 특?

광역시/도는 3등급(가 20％, 나

60％, 다 20％), 시?군?구는 5등급

(가 10％, 나 20％, 다 40％, 라

20％, 마 10％)으로 구분?확정했

다.

재정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장군

은 자체세입 비율, 통합재정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 등 지표점수가 높게 평

가돼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

야에서 최고등급인 릫가릮등급을 받

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

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재정분석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군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군이 노력한 결과이며, 이는 그동

안 군살림을 알뜰살뜰 꾸려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릳며 릲앞으로도 재

정건전성 및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

에 만전을 기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평가 5년연속 릫재정분석우수기관릮 선정

여성 일자리 창출에 청신호 켜져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관내

21개 기업체와 체결한 릫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식릮을 12월 17일 기

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했다.

협약식은 21개 기업 대표가 참여

하여 현판수여식을 가진 후 사업설

명회를 진행했다.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업체는

(주)대헌정밀, 엔제이테크,

(주)세림글로벌, (주)코아텍,

(주)자연에프엔에스, (사)글로벌

청소년교육문화, 극동고주파열처

리, (주)한림기업, 아이앤젤산부

인과, 평거요양병원, (주)관문산

업, 삼원산업(주), (주)디케이오

스텍, 만진종합부라쉬, (주)한양

공업, 대성에코텍(주), (주)아쿠

아이엔지, (주)유니테크, 금오기

전(주), 신신정공, (주)엘콘 등이

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해 도시농업전문가 과정, 슬로우패

션 천연염색사 양성과정, 자연음식

자격증과정,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아동지도사과정, 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등 총 5개 과정을 개설하

여 총 110명의 여성이 교육을 수료

했다.

수료 후 취업지원에서 사후관리

까지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에 체결

한 일촌기업 협약식이 수료생에게

취업처 확보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릫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식릮개최

갈매기 등대 일출. 김희곤 씨 제공

릲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릳

군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 하겠습니다.

전국 160개 시군지역경쟁력지수평가종합3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굛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 평가

정관신도시 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정관 지역을 순환하는 12번

마을버스와 정관에서 반여농산물

시장역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184번 일반 버스가 12월 27일부터

신설 운영됐다. 이로써 정관신도

시 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

하고 출퇴근 시간 부산 시내로 이

동하기 위해 버스이용객이 겪었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

다. 이번에 신설된 12번 마을버스

는 엘에이치(LH) 4단지를 출발해

달산초~정관면사무소~홈플러스~

동일스위트1차~신정초~이지더원1

차까지 1일 48회 운행(병산 1일 2

회, 용수리 1일3회)한다. 운행시간

은 첫차가 오전 6시 30분, 막차가

오후 9시, 배차간격은 평균 10~20

분이다.

또한 184번 일반노선은 정관차

고지에서 곰내터널 입구를 경유해

반여농산물시장 남문까지 운행하

며 배차간격은 10~15분이다. 기존

에 정관신도시를 운행중인 직행노

선(1007, 1008, 1010번)의 이용수

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승객을

분산하고 도시철도 환승에 쉽게

접근하도록 신설한 출굛퇴근시간

전용 노선이다.

한편 기장군은 그동안 정관신도

시 내 직행버스 및 302번 증차, 정

관-철마-반여농산물역(도시철도

4호선)왕복 일반버스노선 신설,

마을버스를 활용한 순환노선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부산시청에 건의

해왔다.

<군단위 전국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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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

는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경쟁

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

으며 2011년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릮가 제

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금 운영을

해왔다.

장학금은 릫100억 장학기금 조성릮

을 목표로 군 출연금을 바탕으로

해 이자와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

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말 기준

으로 약 28억6천만원이 마련됐다.

2014년에는 (주)선재 하이테크

에서 대표 및 직원들이 동참해 115

만원을 기부했으며 정통손짜장(기

장읍 소재)에서는 판매 수익금으로

100만원 기탁했다.

이들 업체는 2013년에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을 기탁해 장학

금 기금으로 운용되기도 했다.

농협은행 기장지부에서는 2008

년부터 꾸준히 기탁해 기장군의 장

학기금 조성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에는 매년 5

천만원, 2011년부터 2013년에는 매

년 1억5천만원을 기탁했으며 2015

년에도 상반기 1억5천만원, 하반기

1억7천5백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향후 4년간 총 6억여원의 금액을

기탁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민간 기탁금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의 학업 안정을 돕고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되는 인적자원을 양

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릳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관내

저소득층 및 우수 고등학생과 대학

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쓰이

며 2014년에도 대학생 20명, 고등

학생 61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기장군 입주기업체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릫2014 하반기 기장군 채용박람회릮

가 12월 11일 기장군청에서 열렸

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롯데몰

동부산점의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주)신세계사이먼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한국웰드텍 등 직접 참여

업체와 삼정기업, 질스튜어트 등

간접 참여업체 포함 총 30개 업체

에서 판매, 생산, 사무직 등 300여

명을 모집했다.

채용 박람회장에는

700여명의 구직가가

몰려 이력서, 자격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인업체와 당일 채용

면접이 진행됐다.

한편 기장군 취업정

보센터에서는 채용대

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직자가 기장군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구

인업체를 검색해 기장군 취업정보

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기업체에

전달, 면접장소 제공, 동행면접 등

구인구직 알선을 대행하는 서비스

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구직자와 기업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장군 취업정보센터

(709-4377~9)

기장군은 지난 10월 동부산대학

교 내 전국 지자체 최초 기장군 아

토피케어 푸드센터(센터장 동부산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강현주 교

수)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는 전문 영양굛조리

전문가가 온(www.gijangacfc.or.

kr)굛오프라인을 통해 전문 영양상

담 서비스와 아토피굛천식 예방관

리 교육과 대체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서는 관

내 정원 50명 미만 어린이집 및 유

치원 102개소를 모집해 작년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관별로 2

회씩 아토피굛천식 예방관리 방문

교육과 대체 레시피를 이용한 아

토피 예방 영양 베이커리를 제공

중이며 영유아 총 1,964명이 혜택

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관내 영유

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해 아토피 위험요인을

가진 영유아 중 프로그램 신청자

를 모집한 후 1월부터 6차시에 걸

쳐 아토피 예방굛관리 교육프로그

램과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

자에 한하여 센터에서 자체 개발

한 대체 레시피를 이용한 베이커

리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12월에는 13일, 20일 양일간 크

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아토피 피부

염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족 20팀

을 대상으로 대체 레시피를 이용

한 릫크리스마스 오색 영양 케이크

만들기릮 행사를 센터 내 어린이교

육실에서 가졌으며 22일, 23일에

는 기장군보건소에서 관내 어린이

집 원장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릫아

토피 예방굛관리 집합교육릫을 가졌

다.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714-7171)

기장군 보건소(709-4794)

기장아토피케어푸드센터, 다양한활동펼쳐

보육시설 방문해 예방교육 굛 영양간식 제공

2014 하반기기장군채용박람회성황리열려
채용대행서비스로 계속 모집

기장읍에 위치한 릫사라수변공원

공중화장실<사진>릮이 행정자치부,

조선일보사, 문화시민운동중앙협

의회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릫아름

다운화장실 대상릮공모전에서 동상

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릫제16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릮

공모 행사는 지자체를 비롯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국립공원관리공

단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총 132

개소가 응모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된 심사위

원의 서류심사를

통해 58개소의 화

장실을 1차로 선

정하고, 이를 대

상으로 현장 심사

과정을 거쳐 31개소를 최종 수상

화장실로 선정했다.

기장군이 응모한 릫사라수변공원릮

공중화장실은 계단을 없애 장애인

을 비롯하여 노약자 등의 출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는

천창을 만들어 자연광을 최대한

유입하고 있는 환경과 평소 유지

관리도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라수변공원, 아름다운화장실 릫동상릮수상
이용자 편의 제공하고 유지관리 우수

철마면 고촌어린이집에서 아토피 예방굛관리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강보건센터개소, 취약계층진료확대
맞춤형 구강보건사업… 구강관리 큰 기대

개소식 참석자들이 구강보건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기장군은 12월 18일 기장군보건

소 보건교육장에서 릫구강보건센터릮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기

장군 부군수, 기장군노인지회장,

유관 단체장을 비롯한 각 대학 치

과대학 및 치위생학과 교수,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구강보건센터는 보건소 2층에

위치한 기존의 구강보건실을 구강

보건센터로 확장하여 구강보건인

력 활용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조직

을 구축하고 치과 치료비 부담이

되는 장애인, 노인 및 취약계층 아

동을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주민의 생애주기별로 구강

건강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처치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

월 개소한 구강보건센터는 구강진

료실, 구강보건사업실, 구강보건교

육실로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할 예

정이다.

특히 치과 정밀진단용 큐레이캠

등 장비와 최신 교육시설을 갖추

었으며, 치과의사 2명, 치위생사 5

명이 배치돼 질 높은 구강보건 서

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스스

로 치아관리를 하기 어려운 유년

기 아동에게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평생습

관으로 갖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

도 진행한다.

보건소는 부산에서 두번째로 구

강보건센터를 개소하여 앞으로 군

민의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

고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의료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각지에서 기장군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사진 왼쪽부터 농협은행 기장군지부, 선재하이테크, 전통손짜장).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분들께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기장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

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기장군

또는 가까운 읍굛면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신고굛조사기간 : 2014. 12. 1 ~ 2015. 2. 28

◆ 신고하실 곳 : 보건복지콜센터(129), 기장군(709-4321~7),

기장읍(709-5142) , 장안읍(709-5177) , 일광면

(709-5217), 정관면(709-5152), 철마면(709-5274)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굩

인재양성 위한 장학기금 기탁 이어져
우수학생학업전념에큰힘실어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룙2015년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룚의 대상자 제1차 모집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
랍니다.

2015년 1월 2일 기 장 군 수

룙2015년도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룚대상자제1차모집

공고명 룗2015년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룘대상자 제1차 모집

지원
내용

○ 암종합검진 : 한국인 6대 호발암 중심
○ 뇌혈관검진 : 뇌 MRI및MRA

중 택 1

검진
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

접수
기간

2015. 1. 12(월) ~ 1. 23(금) 09:00~18:00
(토굛일굛공휴일 제외)

접수
장소

신청자 주소지의 읍굛면사무소

신청자
격및지
원구분

접수
방법

읍굛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신청 당일 날짜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전체 거주내역 기재된 것) 및 전액지원 자격 증빙서류

대상자
선정

릫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릮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대상자
발표

2015. 2월 초(군홈페이지 공고, 선정자에 한해 의학원으로
부터 개별통보)

문의 기장군 기획감사실 녹색과학팀(☎709-4042∼3)

구분 전액지원 (80만원) 반액지원
(40만원)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1950. 1. 2.까지 출생한 자)

○ 만 40세 이상 보훈대상자 및 유굛가족
○ 만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 40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 40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록자
○ 만 40세 이상 장애인

만40세

이상인 자

(1975 .1 .2까지

출생 한 자)

1.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또는 한국인과 혼

인하여 기장군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

고 있는 자로서 (2012.1.3.~검진일까지 연속하여 기장군 거주)

2. 만 40세 이상이며,(1975. 1. 2. 까지 출생한 자)

3.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검진비용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신청자격>

<검진비용 지원구분>

※ 모집인원 :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 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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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스한 릫손길릮전해지니추위도 릫움찔릮물러나요

연말연시 맞아 마을 곳곳서 행복나누기

기장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데 여념이 없다.

릫일일 음식점릮방문객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있다. 고리원전 직원들이 줄을 지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코끝이 시리고 빨개지는 추위 속에 내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의 실천이 필요한

계절이 찾아왔다. 이럴때면 빈자일등(貧

者一燈)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너

무 가난해 구걸로 끼니를 이어가는 여인

이 하루 종일 구걸한 돈으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이웃을 위해 공양한 등불이

다른 화려한 등불 더미 속에서도 밤 중

내내 가장 밝게 빛났고 바람을 일으켜도

꺼지지 않았다는 고사다. 이는 부자의

만 등보다 가난한 사람의 정성 어린 한

등이 낫다는 뜻으로 물질이 많고 적음보

다 그 정성이 소중하다고 강조하고 있

다. 우리지역 곳곳에서도 한 등(燈) 한

등이 모여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2천포기 김장, 어려운 이웃과 나눠

동장군의 위력이 대단했던 12월 1일

오전, 11개 기장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

영애) 회원들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광

장에 모였다. 어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소

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약 150여명

의 회원이 모여 릫사랑의 김장담그기릮 행

사를 펼쳤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3일 동안 진행

된 행사는 기장군에서 지원한 1,500 포기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여 마지막 날에

는 미리 만든 갖은 양념을 정성의 손길로

버무렸다. 잘 버무려진 김치는 상자에 차

곡차곡 채워져 관내 취약계층 400여 세

대에 전달됐다.

김장담그기는 재료 준비부터 정성을

들였다. 배추는 기장에서 갓 재배된 우

수한 상품을 사용했으며 갖은 양념도 모

두 국산으로 어느 하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김장을 담그는 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외 한빛봉사회와 다미회 봉사단체에서

힘을 보탰다. 탁자 20여개를 깔고 소금에

절인 배추양은 많았지만 행사에 참여한

회원과 봉사자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

다. 여성단체협의회 최영애 회장은 릲김장

을 하면 온 몸이 뻐근하지만 마음은 늘

즐겁다릳며 릲매년 김장담그기 행사할 때

마다 유난히 추웠던 날씨가 원망스럽기

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

에 이내 마음이 후끈해진다릳고 덧붙였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신세계 첼시 프리미

엄 아울렛에서 제공한 배추 500포기도

김장해 관내 어려운 세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 릫기장 나눔회릮 15년째 릫일일 음식점릮

운영해

부산기장나눔회(회장 김두호, 이하 나

눔회)는 지난 11월 20일 기장읍에 위치

한 한 식당에서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

한 릫일일 음식점릮을 운영했다. 횟수로 15

년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나눔회가 1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일 종

자돈을 마련하는 릫알토란릮 같은 연말 행

사다.

릫함께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릮이라는 주

제로 매년 11월 3째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릫일일 음식점릮에 금년도는 당일 약 1천500

여명이 방문했다. 식자재와 기타 필요한

재료는 나눔회 회원이 기증하거나 십시일

반 성금을 모아 음식을 준비해 제공했다.

이날 거둬들인 수익금 전액은 금년 나눔

회에서 하는 사업인 이웃생필품전달, 탈

북민(새터민)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르

신 나들이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나눔회는 12월 11일 김장김치 1천

포기를 담가 관내 지역 차상위계층 가정

에 지원하기도 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먼저 찾아

가서 당연한 일처럼 묵묵히 봉사를 실천

하는 부산기장나눔회의 회원 문의는 부

산기장나눔회(010-4550-9339)로 하면

된다.

■ 시커먼 연탄에 뽀얀 사랑 나눕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우중본)은 연말을 맞아 발전소

주변지역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릫사랑의 연탄 나눔릮 봉사를 시

행했다. 고리원전 직원 10여명은 12월

18일 일광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댁에 연

탄 250장을 배달했다. 전국적인 한파가

몰아친 매서운 날씨에 봉사자는 손에서

손으로 연탄 한 장 한 장을 전달에 창고

에 차곡차곡 쌓았다.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는 이

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사

회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다. 이렇게 불을

밝히는 등불은 릫함께 가는릮 사회의 큰 희

망이다. 올 겨울에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기운이 넘쳐나는 지역을 만들어보면 어

떨까.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제2014-1554호

무연분묘개장공고(1차)

룗장사 등에 관한 법률룘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굛

제18조굛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연분묘를 개장하고자 하

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

며,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

령에 의거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연번분묘번호분묘 소재지기수115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41216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

64-41317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414505부산광

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1015506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1016507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1017508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4-10185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산63-91

2. 개장사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화장 및 안치장소 :부산시설관리공단(부산 영락공원)

6.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7.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구비하여 신고

8.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051-709-4664)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

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12. 1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희망재능나눔단 릫주민 중심릮 복지 실현

2014년 5개 읍면방문해 786명 주민혜택받아

정관면 한 주민이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릫희망재능나눔단릮은 12월 12일 정관면

에 위치한 기장소방서를 찾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다. 이날 200여명의 주민이 방문

해 건강상담, 수지침굛물리치료, 각종 복

지상담, 옷수선, 도장제조, 이굛미용 서비

스, 일자리 상담, 컴퓨터 무상점검 서비

스 등을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행사는 1시간 전

부터 미리 도착한 어르신들로 이내 북적거

렸다. 지원단 캠프에 도착하면 먼저 받고

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접수한 후 순번

표를 교부받아 이용했다.

정관은 신도시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상

대적으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시설이 부족

해 혜택을 받기 힘든 두명, 임곡, 월평, 예

림 등의 마을 주민들과 복지 혜택에 어려

움이 있는 사할린 동포들은 유용한 서비스

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만족해했다. 보건

소에서는 혈압굛혈당체크, 금연상담, 만성

질환 상담과 체성분 검사를 통해 식이요법

과 운동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기장병원

에서는골다공증굛간기능검사,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을 하고 검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기장군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셔틀버스

를 운영해 방문자의 편리함을 더했다. 담

당부서에서는 경로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원단 서비스를 홍보해 많은 주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관계자는 릲주

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 올해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계획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찾아

가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릳고 말했다.

희망재능나눔단은 기장군, 보건소, 교통

경제과 등 3개 공공기관과 부산기능육영

회, 기장병원, 자원봉사센터, 기장실버홈,

효성노인건강센터, 고려수지침학회, 기장

컴퓨터 등 7개 민관기관이 참여해 진행했

다. 특히 민간기관은 교통비와 식비의 지

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봉사를 지속하고 있

어 나눔단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작년 3월 기장읍 방문을 시작해 총 5회

에걸쳐운영된 릫희망재능나눔단릮은총 786

명의 주민들이 1,661건의 서비스를 받았

다. 2014년 보건-복지 통합지원단은 정관

면을 끝으로 한해의 일정을 마무리 했으며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순회하여 지원단 활

동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 모금기간

▷ 집중모금 : 2014. 12. 01 ~ 2015. 1. 30(62일간)

▷ 연중모금 : 2014. 12. 1 ~ 2015. 11. 30

○ 납부방법 :회비납부용지 배부(읍,면)

○ 납부권장 기준 금액

▷ 세대주

- 재산세 0~1만원 미만(8천원)/ 1~8만원 미만(1만원) / 8만

원이상(1만 5천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3만원) / 병굛의원, 약국, 변호사 등 고소득자영

업자(5만원 이상)

▷ 법인

- 제１군(균등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 : 70만원 이상

- 제２군(균등할 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 : 50만원 이상

- 제３군(균등할 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 : 30만원 이상

- 제４군(균등할 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 : 10만원 이상

- 제５군(균등할 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 : 5만원 이상

▷ 학교 및 종교단체 등 : 5만원 이상(전년도 납부금액 등 감안)

○ 납부자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 법인 :전액 손금산입(단, 연간 소득금액의 50％ 이내인 경우)

○ 회원모집대상

- 대상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기타회원가입자

-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 적십자후원회

원, 국군회비납부자

대한적십자사(1577-8179)

1회 예방접종으로

효과적 예방 가능해

2014년 8월부터 가까운 보건소 어느

곳에서나 65세 이상 주민이라면 폐렴구

균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릫폐렴구균릮은 콧물이나 환자가 기침할

때 튀는 분비물로 전파되며 이로 인한 감

염증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되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

회 접종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릫패혈

증릮, 릫뇌수막염릮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현재 접종 중인 릫다당질

백신릮은 65세이상 노인의 침습성 폐렴구

균 감염증 50~80％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아직까지 접종 받지 않은 주민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장군보건소(709-4834)

65세이상폐렴구균예방접종받으세요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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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 감사나눔의밤개최

자원봉사자굛후원자, 지역사회에 감사의 인사 전해

기장군노인복지관의 릫감사나눔의 밤릮행사 모습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12월 16일 자원봉

사자굛후원자굛지역사회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굛후원자 감사나눔

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진행된 복지관 주요사

업에 대해 보고하고, 복지관을 통해 관내 어르

신들에게 꾸준한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

원자를 비롯한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한 지역사

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

련됐다.

1부 행사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

한 감사패 및 감사장 수여식과 복지관 주요사

업 보고로 진행되었으며, 식전 공연과 2부 행

사에서는 복지관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저녁만찬의 시간도 가

졌다.

행사에 참여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는

릲자원봉사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릳이라

며 릲기장군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

력하겠다릳고 말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오명숙 관장은 릲늘 함께

해주시는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

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시간을 마련했다릳며 릲한

해 동안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모

든 자원봉사자굛후원자들께 감사드린다릳고 전

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이 신

체적굛정신적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

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노인복지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계전지훈련의메카 릫월드컵빌리지릮

축구 메카 도시의 위상 높이기 위해 총력 다해

월드컵빌리지에서 전지훈련 하는 모습

칼바람이 매섭기만 한 추운 겨울, 추위를 다

양한 스포츠로 뜨겁게 녹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신체 적응력을 향상시키려는 엘리트 스

포츠 팀들은 정규시즌이 끝난 동절기에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비교적 기후가 온난한 지역으로 방문하여

동계전지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광면 동백리에 위치한 월드컵빌리지는 전

국 엘리트축구팀들에게 동계전지훈련 장소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새로운 축구 메카 도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축구인재 양성 및 대

관을 통한 클럽활동 선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

다. 지난 1, 2월에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 프

로축구팀 울산현대를 비롯하여 고등부, 대학부,

실업팀 등 다수의 엘리트 축구팀들이 월드컵빌

리지를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운동장 사용료를

비롯한 기장관내 숙박시설, 요식업 등의 부대경

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뤄냈다.

올해도 월드컵빌리지는 지난해에 방문한 팀

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유관단체 홍보 및 안내

지 배포를 통해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실업, 프로팀 등 15개 팀

이 2015년 1, 2월 중 월드컵빌리지를 방문할 예

정이다.

월드컵빌리지 관계자는 릲운동선수들이 전지훈

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 점검에 총력을

다할것릳이라고전하며,겨울철에도따뜻한기장

군의 이점을 살려 지역 간 전지훈련팀 유치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여 스포츠 메카로 성공적인 정

착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월드컵빌리지에

관련한 문의는 전화 051)792-4863로 하면 된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릫청소년 꿈을 잡(Job)다릮행사 모습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대

상으로 지난달 13일 릫청소년 꿈을 잡(Job)다릮

진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진로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

년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고, 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

비전을 설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기획됐다.

캠프 프로그램은 릫꿈을 배우다, 꿈을 만나다,

꿈을 그리다릮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었

다. 첫 번째 활동은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를 통

해 자신의 흥미와 직업을 연결시켜보는 진로탐

색활동과 신생직업, 이색직업, 유망직종을 알아

보면서 직업에 대해 이해도를 넓히고 직업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

째 활동은 마술사와 아나운서를 만나 관련 직업

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참가자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해 봄으로써 실제적으로 꿈을 경험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활동은 진로 로

드맵 디자인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의

꿈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릲자신의 진로에 대한 구체

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

었다릳고 전하며 릲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부터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실

천 하겠다릳고 덧붙였다.

캠프 담당자는 이번 캠프활동을 통해 청소년

들의 막연한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아주 좋

은 체험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하고 참가한

청소년 모두가 각각의 꿈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심화형 진로체험

캠프, 진로특강 등의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지

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적

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진로체험터를 계속 운영해 갈 예정이다.

릫따뜻한가족굩행복한가족굩릮행사열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하 종합사회복지관)

에서는 12월 18일 정관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릫따뜻한 가족굩 행복한 가족굩릮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장군 관내에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

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용하는 기회가 적고, 위기상황에 놓이기 쉬운

지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정관면 월평경로당, 철마면 임기리,

일광면 삼덕마을 등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 곳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이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릫따뜻한 가족굩 행

복한 가족굩릮은 한전KPS(주)고리사업처, 신고

리사업처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

업인 김장체험으로 시작됐다. 사할린동포 부녀

회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

비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김장이 함께

제공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후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하여 시니어경

제굛금융교실은 노년층의 안전한 소비활동에 기

여하였으며,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어 평소 사

회복지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

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사

회복지서비스를 이용토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반복적인 일상생활과 신체적 노화로 인

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복지소외계

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 건설

을 위해 지역 내 복지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이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진로캠프 운영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해운대교육청과 연계하여 릫초등학생

수상안전 교육릮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와 위기상황 속에서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 실시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모집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 릲동화야놀자릳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서비스안내

2015년 1월 기장군국민체육센터프로그램안내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제공(중국어권)

구분 프로그램 대상 강의실 수강료 시간 개강 월

생활
체육

에어로빅 중학생 이상 GX룸 50,000 화~금 10:00-10:50 1

필라테스 중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화, 목 10:00-10:50 1

요가 중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수, 금 10:00-10:50 1

요가라테스 중학생 이상 다목적실 50,000 화~금 10:00-10:50 1

방송댄스 중학생 이상 GX룸 30,000 화, 목 11:00-11:50 1

에어로빅 중학생 이상 GX룸 30,000 수, 금 11:00-11:50 1

댄스타임 중학생 이상 GX룸 50,000 화~금 11:00-11:50 1

필라테스 중학생 이상 다목적실 50,000 화~금 11:00-11:50 1

스탭박스 댄스 초등학생 이상 에어로빅실 30,000 화, 목 19:30-20:20 1

이지댄스 초등학생 이상 에어로빅실 30,000 수, 금 19:30-20:20 1

요가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수, 금 19:30-20:20 1

필라테스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화, 목 19:30-20:20 1

요가라테스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50,000 화~금 19:30-20:20 1

스탭박스 댄스 초등학생 이상 에어로빅실 50,000 화~금 20:30-21:20 1

요가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수, 금 20:30-21:20 1

필라테스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30,000 화, 목 20:30-21:20 1

요가라테스 초등학생 이상 다목적실 50,000 화~금 20:30-21:20 1

체육관
프로
그램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40,000 화,수,목 09:00-09: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40,000 화,수,목 10:00-10: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40,000 화,수,목 11:00-11: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40,000 화,수,목 14:00-14: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40,000 화,수,목 15:00-15: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30,000 화, 목 18:00-18: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30,000 화, 목 19:00-19:50 1

배드민턴 성인 체육관 30,000 화, 목 20:00-20:50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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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관할 읍굛면사무소로 신청(복지관에서 대리 신청 가능)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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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굛평가)를 통해 치료굛기타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

정된 자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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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제공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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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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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서비스목적 : 아동의 어휘력 및 표현력을 길러 종합적인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동

화의 감수성과 정서순화를 통한 정서발달지원, 색다른 감상의 경험을 통해 상상

력과 창의력 극대화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만 2~8세

○ 서비스가격 : 월 60,000원

(정부지원금 : 4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지원기간 : 12개월

○ 횟수/시간 : 주 1회 (월 4회, 회당 50분) / 분기 1회 (회당 50분)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지원 및 의사소

통 문제해결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 간 : 2015. 1. 1 ~ 12. 31 (연중)

○ 장 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가족 (중국어권)

○ 내 용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국민체육센터(792-4770)

공단행사꿈을 배우고…만나고…그려요!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2월 10일과 13일에 결혼

이민자 및 가족 20명이 한굛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 및 폐막식에

참석하여 세계 전통공연 관람 및 미얀마 인형극, 인도네시아 바

틱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 및 음식 체험을 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정관면 모전리 일대

강변길을 걷는 릫우리 마을 걷기릮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 기장관내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지역주민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며 새로운 주민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12월 1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

서 김장김치 나눔 릲훈훈한 겨울나기릳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

는 동절기 날씨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

도록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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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직원들이 올바른 급식 재료 지원을 약속하며 포즈를 취했다.

센터내 선별장 모습이 청결하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신체발육을 위한 중

요한 원천은 영양이다. 이에 국가에서는 성장

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

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

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학교급식

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에게 먹

거리는 양적으로 풍부해졌지만 오히려 영양부

족보다는 영양의 불균형, 먹거리의 안전성과

위생적인 부분에 따른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밥 한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과 효과를 고려한 또

하나의 밥상머리 교육이기에 급식재료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품질 좋은 급식재료 공급

지역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일광면 기장대로에 위치한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센터장 심창환)는 안전

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재료 공급과 관내 생

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13년 6월에 개소했다.

총 사업비 32억(시비 12억, 군비 7억, 동부

산농협 13억)원이 투입된 기장군 친환경 농산

물 급식지원센터는 6천352㎡의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1천411㎡의규모로지어졌으며지상

3층 건물에 급식굛공장시설, 사무실, 교육장 등

을 갖추고 동부산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

다. 현재 부산지역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

제구 관할 초등학교 및 기장군 관내 초굛중굛고

등학교 100여 곳 6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친환

경 농산물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은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진과 일자

리 창출기여, 친환경급식재료공급으로학생

건강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 신뢰도 제고를 기

치로 한 부산지역 아이들의 친환경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함이 목적이다.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지역

산지에서 계약재배와 직접구매를 통해 수급한

유기농굛무농약굛저농약 농산물(농산물품질관

리원 선정 친환경 인증품)을 일부품목(감자,

당근 등)은 전처리(세척 등)는 물론 소분 포

장을 거쳐 부산지역 내 학교로 직배송하는 물

류사업까지 포괄한다. 급식재료는 부산지역에

서 재배된 친환경 인증품목이 우선 공급되고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지역 생산자 단체인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등을 통하여 경남 등 전 지역의 친환경 농산

물을 확보해 부산 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다.

철저하게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서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세척, 소분, 포장, 배송

시설은 물론 안전성 검사장비까지 갖췄다. 농

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친환경 농산물

이 입고되면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잔류농약 검

사 등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협

식품안전연구원을 통한 정밀검사를 매월

10-20여 품목씩 검사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

구원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에서도매월주1

회 센터를 방문하여 샘플을 채취해 정밀 검사

를 실시한다. 만약 검사결과 부적합이 발생하

면 해당 농산물 및 생산 농가는 계약 취소 및

제재를 받게된다. 기장군친환경농산물급식

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급식재료는 이처럼 3

군데 기관에서 각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철

저한 관리 체계를 지키고 있어 매우 안전하며

HACCP 기준에 준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

어 작업장의위생또한철저함은물론이다. 이

에 2013년 11월 릫식재료우수관리업체릮로지정

되기도 했다.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급식

재료 중 부산지역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

물의 비율은 10％정도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 인증한 친환경 농산물만을 취급하기 때문

에 아무리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품질 좋은

농산물이라 해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취급하

지 못해 지역 농산물의 점유율이 적다.

심창환 센터장은 릲현재는 급식지원센터가

친환경 농산물만 취급이 가능한데 친환경 농

산물을 우수농산물 개념으로 취급 범위를 확

대해 우수농산물에 친환경, GAP농산물 시장,

군수 인증농산물 등으로 분류하여 관내 생산

농산물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접근

모색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 공급 품목 중 다량소비 품목 위주로 계

약재배를 매년확대실시하고, 학교식단을친

환경 농산물 위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등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신선한 재료 공급

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전하고위생적인급식재료공급으로 릲학생들건강지켜요릳

농산물 집하굛선별굛배송시설, 안전성 검사장비 등 갖춰

심창환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장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증대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된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장 심창환입니다.

우리 기장군은 빠른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부

산시에서 강서구와 더불어 농지 면적이 넓은 도

굛농복합형도시로 농지가 계속하여 줄고는 있지

만 아직도 농사를 짓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를 짓는 가구 수가 많지만 그 중에 저희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

하는 농가 수는 많지가 않아서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우리군의 기존 친환

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최대한 수취가격을 보장하여 주면서 계약재배 등을 통

하여 수매를 하고 있고 또한 기존 일반농산물 생산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

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

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급식지원센터는 작년 6월부터 개소하여 현재까지 기장군을 비롯하

여 인근 5개 구, 군의 초등학교에 90여 품목의 친환경농산물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출범부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생산자에게는 농산

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로컬푸드 비율이 높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

하여 기장군을 비롯하여 부산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이 저희 센터에

서 많이 사용되어 학생들이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가 출범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하여주신 기장군에도 감

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2015.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지방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

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5. 1. 16. ~ 1. 3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지방세청), 지방

세납부계좌이체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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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http://www.wetax.go.kr (위택스)

◇ 납부시간 : 07:00~ 22:0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모든 신용카드

○ 전국은행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릲지방세 납

부 메뉴릳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

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 전자고지 신청 및 계좌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 건당 500

원 세액 공제

○ ARS 지방세납부 : 유굛무선 무료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납부(1544-1414)

○ 모바일납부시스템 : 스마트폰, 휴대폰(납부24) 등 모바

일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세무과(709-4205)

○ 2014년 12월 8일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방세납

부ARS(1544-1414)에 전화를 하면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먼저 안내하므로, 환급금을 사용해 지방세를 충

당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충당납부 : 지방세 납부시 환급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

지 차액만 납부하는 것

○ 또한, ARS에서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산시 모든 구굛군에 남

아있는 환급금을 7일 이내에 본인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

습니다.

○ 그동안 ARS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했으나,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주민등록

번호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

하지 않고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

습니다.

※ 전자납부번호 : 고지서에 안내된 17자리 또는 19자리 고유

번호

※ 여러 건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괄(묶음)납부는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면 편리함

세무과(709-4251)

월 과정명 기간 시간 일수 비고

2월

컴퓨터기초 2.2~13 10:00~12:00 10

엑셀(야간) 2.2~13 19:00~21:00 10 야간

인터넷활용 2.23~27 10:00~12:00 5

3월

전자정부서비스활용 3.2~6 10:00~12:00 5

ITQ엑셀 기초 3.9~13 10:00~12:00 5

ITQ엑셀 3.16~4.3 10:00~12:00 15 시험 4.11(토)

4월

파워포인트 4.6~17 10:00~12:00 10

사진꾸미기 4.20~24 10:00~12:00 5

ITQ이지포토 기초 4.27~5.1 10:00~12:00 5

5월

파워포인트(야간) 5.1~15 19:00~21:00 10 야간

ITQ이지포토 5.4~5.26 10:00~12:00 15 시험 5.23(토)

전자정부서비스활용 5.11~15 14:00~16:00 5 오후

6월
엑셀 6.1~12 10:00~12:00 10

한글 6.15~26 10:00~12:00 10

7월

컴퓨터기초 7.6~17 10:00~12:00 10

미니홈페이지제작 7.20~24 10:00~12:00 5

전자정부서비스활용 7.27~31 10:00~12:00 5

8월

사진꾸미기 8.3~7 10:00~12:00 5

엑셀(야간) 8.3~14 19:00~21:00 10 야간

ITQ파워포인트 8.10~28 10:00~12:00 15 시험 9.12(토)

9월 한글 9.7~18 10:00~12:00 10

10월
엑셀 10.12~23 10:00~12:00 10

전자정부서비스활용 10.26~30 10:00~12:00 5

11월

미니홈페이지제작 11.2~6 10:00~12:00 5

파워포인트(야간) 11.2~13 19:00~21:00 10 야간

ITQ한글 11.9~27 10:00~12:00 15 시험 12.12(토)

기타 스마트폰 활용(4회) 통신사와 추후 협의

▷ 월~금요일 / 각 모집인원 25명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709-4301)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컴퓨터기초 2. 2 ~ 2. 13(10일간)10:00 ~ 12:00 25 월~금(20시간)

엑셀 2. 2 ~ 2. 13(10일간)19:00 ~ 21:00 25 월~금(20시간)
인터넷활용 2. 23 ~ 2. 27(5일간)10:00 ~ 12:00 25 월~금(10시간)

1.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5. 1. 2(금)오전 9시부터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6.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709-4301)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군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를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릲체납세 반드시 징수릳를 위한 전방위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5. 1. 2 ~ 2. 28 (2개월간)

○ 추진목표 :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

○ 추진사항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채권굛급여굛예금 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 자료제공 등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8조

세무과(709-4231)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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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핵폐기물

릲사용후 핵연료릳 어쩔 것인가

김대군 부의장

5분 자유발언뢾요약뢿

사용후 핵연료가 우리나라에만 매년 약

700톤씩이나 발생하며 매년 2.1％씩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장이 없어 현재 원전 자체 발전소 수조에

가득 차 있으며, 고리원전에도 매우 많은

양이 이미 쌓여있다. 쌓여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2016년 우리 고리 원전부터

포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쌓여만 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후손

에게 떠넘기는 것만큼 무책임하고 부끄러

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젠 우리 지역주민이 나서야 한다. 관

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주장도 하고 또 방법을 찾는데

마음과 의견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뿐 아니라 내사랑하는 자식이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권리

이기도 하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가 직접 참여해 함께 풀어야 할 발등의 불

임에 틀림없다.

원전임시저장소는 2016년을 기점으로

고리원전부터 포화상태가 시작되는 만큼

부산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무엇

보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

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향을 예의주시하

고 신속한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교훈

을 삼아 후쿠시마 사태가 릲우리의 희망릳이

되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은 조속한 시일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

극적인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지난 12월 10월 폐회된

기장군의회 제201회 정례회에서 특별회계

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9.26％가 증가한 4

천245억7천100만원 규모의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의결굛확정하였다. 그리고 정례

회 기간 중인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

의를 열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방향, 처리상황 및 문제점

지적,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대안을 촉구

하는 등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명의 의원이 총 4건에 대하여 군

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군 의원

기장문화예술회관 건립 의향에 대하여

Q. 부산시 구굛군뿐만 아니라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 종합문화예술센터가 대부분

있는데, 인구 14만을 넘어선 우리군에 아

직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없다는 것은 군민

의 자긍심에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의 문화굛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굛공연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임. 문화굛예술인들의

왕성한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고 군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장

문화예술회관(가칭)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밝

혀주시기 바람

A. 기장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소망일 뿐 아니라, 문화의 공

공성 확대 측면과 15만 인구를 앞두고 있

는 상황에서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함. 그

동안 우리군은 이렇다 할 공연장과 영화

관 등 공연 및 전시시설이 전무하여 민선

5기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기존 군청 지하

대강당을 릲차성아트홀릲로 리모델링시켜,

연극공연과 영화상영, 문학창작 시설대관

등 그 대체시설로 활용해 오고 있으나 다

양한 장르의 문화행사 및 공연과 전시행

사를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항구적 대안 시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문화체육관광부의 릫문예회관 표준모델 개

발연구릮에서 제시한 20만 인구기준의 공

연장으로써 전문공연단체가 공연할 수 있

고, 1천석 공연장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축비만 약 38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

로 보여지며, 매칭되는 국비굛시비를 제외

한 약 210억원 상당의 군비가 부담 될 것

으로 예상됨. 또한, 연간 관리운영비는 현

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

는 해운대구, 금정구 등 총 6개 구 중 직영

관리하는 북구를 제외하고는 약 14억원에

서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

음. 이와 같이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대략 38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이므로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

하여 릲선 부지매입릳 등 가장 효율적인 방

법으로 기장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방

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승우 의원

정관면 산업폐기물처리장 및 음식물쓰

레기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Q. 정관면 산업폐기물처리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NC부산)에서 비산먼지 및 악

취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데 향후 이들 시설에 대한 처리계

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A.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으로서 NC부산에서 2008년 부산

시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기장군

으로부터 각각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매립과정에서 비산먼지

가 발생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업체 및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부산시와 기장군은 2014년 9월 4일

합동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4년 9월 22일에는 악취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10배 초과하여 우리군에서는 시

설개선 권고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

였음. 한편, 지난 10월 17일 NC부산 사무

실에서 부산시, 기장군, 인근업체, 정관면

발전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NC

부산측의 민원발생에 따른 조치계획 설명

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

하여는 살수 및 복토를 강화하고, 악취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 계약 후 시설개선공

사와 병행하여 탈취제와 EM발효액 사용

등으로 악취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NC부산측의 설명을 청취한 바가 있음. 향

후 부산시와 기장군은 이행사항을 확인하

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장 점검을 실시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한 달마다 악취

측정 실시에 대해서는 부산시 보건환경연

구원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주)영남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

에 대하여

Q. 정관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위 시설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

기하고 있고, 릫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릮 및 기타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과 역외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A. 우리군 정관면에 위치하고 있는 영

남환경은 지난 2005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영남환경주변

에 있는 정관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폐

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 악취

등으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불

편을 느끼고 있는 대기 및 악취와 관련하

여 영남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6회의 행정처

분을 하였고, 수시로 악취검사를 실시하

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음.

특히, 우리군에서는 의료폐기물중간처

분업 허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지

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하여 최근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영남환경의 폐기물관

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4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음. 하지만 영남환경 측

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제기

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 우리군에

서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

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법적근거가 없

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앞으로도 허

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의 근

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강

력 요청하고 우리군에서도 수시로 지도점

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

록 적극 조치하겠음.

정관신도시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하

여

Q. 정관신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2개 면으로의 분면, 읍 승격, 출장

소 설치 중 집행부의 검토사항과 현 정관

면 청사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는데 청

사확장 또는 이전 용의에 대하여 밝혀주

시기 바람.

A. 최근 정관면의 인구증가 추이를 보

면, 2012년 12월말 기준 인구수는 3만4천

3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의 29.7％를 차지

하였고, 2013년 12월말에는 5만1천982명

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4년 11월말

현재 정관면 인구수는 6만3천206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수의 44％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정관

신도시 입주 완료시기를 감안할 때 1~2년

내에는 8만3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신도시

로 성장하게 될 것임. 인구증가에 따라 분

면, 즉 면을 신설하는 것과 읍 승격을 검

토할 수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고 생각함. 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구

5천 정도의 도시화가 되지 않은 시골 지역

에서 각급 행정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독

립적으로 면행정 체제를 갖추어 주민생활

의 편익 증진, 지역개발의 촉진 등 독자적

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하나, 정관

면은 도시화가 50％이상 진행이 된 지역

이기 때문에 분면이 불가능함.(행정자치

부 자치제도과 답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려면, 읍 승격에

필요한 법적 요건, 즉 인구 2만 이상이 되

고 도시화가 40％ 이상 진행된 지역이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읍

승격 시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조직과 예

산, 인력지원 등에는 변화가 없어 실효성

이 떨어짐. 또한, 교육지원청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전원학교 지원사업 대상(면

소재지만 지원)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자경농민이 농지와 임야 취득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르

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

군 출장소 설치문제는 현행 법령상 시

또는 자치구와는 달리 설치근거가 없어,

시굛군굛구간 차별적인 규정의 정상화 측면

에서 올해 10월 7일 행정자치부에 관련 규

정 개정 건의내용을 공문으로 제출하였으

며, 지난 9월 17일과 11월 18일 조직법무

계장 등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관련 규

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음. 군 출장소의 설

치 여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어

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 검토할 문제로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낭비 요인간 비교

형량을 통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 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문제로 생각됨.

정관면 청사 계획은, 부산시 소유인 정

관면 용수리 1314번지 기장소방서 옆 8천

376제곱미터 부지를 우리군으로 매각하는

안건이 부산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12월 19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시와 매입절차를 밟을 예정임. 현 면

청사 부지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정관

면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

토 하겠으며 향후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

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음.

2015년도본예산확정…군정질문통한생산적정책대안제시

□ 대상 : 남. 여. 지역. 연령 제한 없음(부모 자식 간 따뜻한

관심을 가진 분)

□ 교육 : 2015년 4월 8일(수) ~ 5월 29일(금)주 : 2회 (1일 4

시간. 수굛금요일)

□ 연수 : 2015년 6월 3일(수) ~ 6월 26일(금)주 : 2회 (수굛금

요일)릲효릳실습연수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동 영광도서 4층 문화 사

랑방(전반기)

- 릲효릳사관학교 입학원서대 : 개별 3만원(1개월1만)

- 릲효릳교재비굛교육비 : 무료

□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4년 11월 25일 ~ 2015년 3월 25일 (수)까지

- 전화접수 : 학교본부 070-4153-7902

사단법인 릲효릳문화지원본부

릲효릳 사관학교 14기생 모집

우리 기장에 엄마학교를 개강합니다. 자녀교육에 관심 있으

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오전반 : 2015년 1월 8일(오전 10시30분)

▷장소 : 장소~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관 6층

○ 오후반 : 2015년 1월 8일(저녁7시30분)

▷장소~개별연락

※ 강의료 무료(장소대여료 6회분 2만원)

○ 접수 : 다음카페(한국진로진학연구회)

○ 문의 : 부산 지부장 홍순미 010-3860-9654

무료학부모강의 (자녀진료및진학)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법인세과세

표준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굛감면*
=

법인지방소득세총부

담세액(가산세포함)

뢾법인세와 동일뢿 뢾지방소득세 산출뢿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과세표준 × 2.2％

뢾종전뢿 뢾변경뢿

끑

구분 신고 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수정신고,세무서

결정굛경정

수정신고(세무서 결정ㆍ경정 포함)시 동시 (제103조의24)

※종전의 경우 수정신고일,결정굛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납부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굛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개편 전과 동일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법인세 세액결정굛경정시,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굛경정,수정신고,신고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

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미달 시 ⇒ 결정 또는 수

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미달 시에도 법인세 신

고와 동시에 신고(*1/10미달 시 가감 제도 폐

지)

신고시

첨부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 룗법인세법룘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릫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

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룗지방세법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 인터넷 지방세 신고굛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

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

계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한 파일 레이아웃을 위택스에 게재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709-4152)

□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릫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릫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룗지방세법룘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굛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굛납부합니다.

※ 현행 룗지방세관계법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 없음

※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ㆍ납부

□ 주요 개정내용

- 시행시기 : 릫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

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 신고 및 납부

□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 및 납부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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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오성복지관 준공식 및 해수탕 개장식이 일광면 칠암리 소

재 문오성복지관에서 12월 17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관계

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원 동정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12월 18일, 군

수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

데 제 20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은 물론 작

년 우리군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마무

리하고 그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

을 처리함으로써 2014년도 의정활동을 사실

상 마무리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기

장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도 군민들의 눈과 입이 되어 군

민본위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

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는 한편, 변함없는

성원과 더불어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지막 임시회에 임하는 동료의원

들에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있어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최선

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시회 첫날인 1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

서는 릫회기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릮등 기본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릫2014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릮, 릫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릮제출

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제안설명을

듣고 릫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릮을 각각

의결했다.

같은 날 본회의 후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를 열고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

례 전부개정 조례안릮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2

건의 조례안을 심사굛의결했다. 바로 이어진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릫부산광역시 기

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릮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각각 처리했다.

12월 19일에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열고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굛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릮등 집행부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

했다.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리는 제2차 운

영행정위원회 및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하고 같은 날 열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등 심의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서 최종 의결굛확정했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릫2014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일반굛특별회계 세입굛세출 예

산안릮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의

원 릫5분 자유발언릮을 청취하는 것으로 2014

년 기장군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

다.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 창립13주년 총회가 기장읍 s식당

에서 12월 17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

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고엽제전우들의 희생

과 봉사정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결산추경 예산안 처리 끝으로 2014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기장군민대학 수료식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12월 15일 개최

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

해 수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장군의정회연말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건네

기장군의회 전직의원들로 구성된 기장군의

정회(회장 강훈)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

기를 12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불우이웃돕기

는 기장읍 굛 일광면 굛 정관면 등 3개 읍면의

불우이웃을 한 가구씩 추천받아 성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의정회 회원

들의 자비로 한 가구당 50만원씩 총 150만원

의 성금을 전달했다.

강훈 회장은 릲갈수록 깊어지는 불경기와 유

독 추운 겨울을 맞아 회원들의 모금으로 어려

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전할 수 있어

매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릳며 릲앞으로도

기장군의정회는 지역원로로서 우리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모두 함께 잘사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릳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의정회는 전직의원 23명

으로 구성된 사회문화운동단체로서 2000년

창립 이후 매년 명사초청강연회, 선진지 비교

견학, 연말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역안정과

군민통합에매진할터

존경하는 14만 4천 군민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

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

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우리군 의회에 보내주신 과분하고

넘치는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갑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유난히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습니

다.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빈번한

여객기 추락사고, 테러집단 IS의 창궐,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폭탄테

러 사건 등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온 국민들을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했

던 세월호 침몰사고,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 각종 엽기적인 살인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강타한 유례없는 폭우는 우리군에

큰 피해를 안기며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렵고 힘든 재난상황에서도 우리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

다 피해를 빠르게 수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지역의 국

회의원님, 군수님, 여러 의원님 등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

으로 빠른 시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내 5천억원에 달하는 국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위기 앞에 하나 된 군민들의 단

합된 힘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신 각계 단

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와 군민들의 모습은 우리 기장의 저력을 보여주

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2015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는 대형재난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안전하고 자랑스러운 기장, 살기 좋고 희망이

가득한 기장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4년은 군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뜨거운 성원에 힘

입어 제7대 기장군의회가 첫 발을 내딛은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군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신성한 책무를 다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집행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지난 한 해 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더 내실 있고 더 투명

한 의회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을 맞아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잘사는 도시, 행복한 기장을 건

설한다는 큰 목표 아래 14만 4천여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5백여 공직자

들의 역량을 반석삼아 강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고, 분권화와 특성화를 이루어내는 모범적인

지방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원 당시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릫소통하는 의회릮, 릫정책의회릮, 릫견제와 균형의 원리

에 충실한 의회릮, 그리고 릫지역안정과 군민통합릮이라는 목표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굩

우리의 가슴 속에는 기장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습

니다. 우리의 역량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장을 만들

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나갑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이 주신 권능과 책무를 가슴에 새기고 시대가 원하는 바를 차근

차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성원에 릫행복릮이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기장군의회제202회 임시회개회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김정우 부 의 장 김대군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복지건설위원장 박홍복

의 원 이현만 의 원 권상섭

의 원 이승우 의 원 문정숙

배성우 명예기자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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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일상이야기로전하는중도의지혜

집으로 가는 길은

어디서라도 멀지 않다

원철 / 불광출판사

중학교를 졸업할 때 책 한권을 선

물로 받았다. 당시 항간에서 한창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책인데

저자가 스님이었다. 그 때까지도 읽

어 본 책이라고 해봐야 동화책 수준

에 벗어난 책을 못 만나봤다. 그래

서 그랬는지 내용에 깊이 공감을 했

는지 어쨌든 그 이후 한 10년간은

비슷한 부류의 책읽기에 빠져 살았

다. 마치 입이 짧은 어린아이가 햄

이나 소시지 반찬만 골라서 먹듯이

나도 극심한 편독을 일삼았다. 나중

에 범위를 약간 넓혔다는 것이 인도

의 여러 수행자들이 썼거나 그러한

사람들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도

했다. 정작 세계적인 명작이라거나

삶의 자양분이 될 만한 고전에는 크

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다. 물

론 내가 읽어 온 책들이 나의 관심

밖에 있었던 책들에 비해서 내용이

형편없고 수준이 엉망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저 입맛에 맞는 반

찬만 골라 먹는 아이처럼 익숙해져

서 읽기 편한 책만 골라 읽었던 어

리석은 자신을 책망하는 심정에서

해보는 푸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오고

가면서 읽는 책들도 자연스레 그런

방향에 따라 옮겨 다녔다. 관심이나

취미생활이 변하는 것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이다.

지역신문 릫기장사람들릮에 글을 쓰

면서 읽은 책만 이 번이 딱 60권 째

가 된다. 원고를 쓰기 위한 책을 사

면서 한두 권 같이 사서 본 책들까

지 하면 몇 권 더 읽었겠다. 그나마

글쓰기 덕분에 이렇게라도 한 달에

한두 권이나마 손에 책을 들고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편독하는 습

성을 알고 있는지라 가능하면 한쪽

으로 기우는 것을 피해본다고는 했

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의 바탕을 크

게 바꾸어 놓은 것은 없는 듯싶다.

돌아보면 어설프긴 해도 스스로 세

운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초창기 책읽기에서 온 것들이

라고 여겨진다. 책에 있는 활자보다

는 결국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사상

이 내게 끼친 영향이다. 그러니 내

가 살아가는 색깔도 어느 정도는 그

네들의 인생 색상과 비슷하기도 할

것이다. 엊그제 글씨에 관한 이론

공부를 하면서도 지나는 말로 한마

디 한 것이 있다. 좋은 글씨를 쓰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글씨와 무관

한 듯 보이는 다양한 경험이다. 그

렇다고 치자면 경험이 다양하고 많

을수록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세상 이치를 모두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 결국은 책읽기가 그

대안이겠다.이만큼이라도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새가 깊고 큰 산에 들어도

둥지를 엮는 것은 결국 나뭇가지 하

나에 불과하다(不過一枝)고 했다.

두더지가아무리 목이 말라 황하(黃

河)의 물을 마셔도 제 배 부르면(不

過滿腹) 그만이라고 했다. 사람 살

아가는 것도 결국 이만하겠다. 일지

(一枝)라는 단어가 저 남쪽 끝에 있

는 산자락의 암자이름인 줄로만 알

고 있었는데 이런 속 깊은 뜻을 가

지고 있다. 곁에서 누군가가 전해

주는 말보다 살갑게 와 닿는 책 속

에서 전해오는 장자의 말이다.

저자의 법명을 보면 릫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릮의 성철스님과 무관

하지 않은 듯하다. 출가본사도 해인

사요, 성철스님 생전에 릫불립문자

(不立文字)릮를 말씀하시면서도 책

많이 본 수좌를 귀애하셨던 터라 혼

자서 해보는 속엣 짐작이다. 그 만

큼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다양하

고 방대한 독서량이 눈에 보이는 듯

해서다. 책의 이곳저곳에서 속마음

을 드러내면서 끌어다 쓴 문장들이

고금의 벽을 넘고 문장의 류(類)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교토 원각사에 머물렀던 소오엔

의 말을 가져와서 그대들에게 연하

장을 보낸다.

나는 이제 묵은해를 보내지만 그

대들은 새해를 맞이하소서.

박태만 서예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그림책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

릫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릮, 릫독서 습관이 중

요하다릮등의 말은 어린시절부터 줄곧 들어온

이야기다. 독서는 언어능력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

하고 나아가 상상력을 키워주는 매개체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습관은 하루아침에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

까이 하는 습관은 평생습관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들의 조기 독서 습관 형성 및 상상력

과 창의력을 키우게 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장도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11

시 ~ 12시까지 기장군 관내 유아가족들에게

릫그림책 읽어주기릮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그림책을 선정해 기장출신 동화구연

전문강사들이 책의 내용을 들려주고, 그 날

읽은 그림책 내용에 맞는 다양한 독후 활동도

곁들인다. 지역사회 토요스쿨의 운영으로 초

등학생과 입학 전시기의 유아가 분리되면서

보다 연령 대에 맞는 학습 진행이 가능해졌

다.

도서관 2층 가족 독서방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이들은 편안

한 환경 속에서 독서가 가능하다. 혼자 책을

읽게 하면 지루해하고 금방 주의가 산만해지

지만 또래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림책을 들으

니 집중력도 높아지고 더욱 효과가 좋다. 매

주 참여자가 20명~50명 정도로 호응이 좋아

가족단위 참여가 2013년 1,819명에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974명으로 증가했다.

유년기에 재미있게 책을 듣는 것은 어린이

의 언어 인식을 발달시키고 귀를 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듣고 생각하고, 나아

가 질문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은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

고 관련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을 더 쉽게 받

아들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독서를 하고 난 후에는 손유희를 통해 움직

임을 표현하고, 노래와 율동을 배우기도 한

다. 책의 내용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퀴

즈 맞추기를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되새겨보

고 함께 관련 단어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브레

인스토밍도 가능하다. 찰흙이나 종이로 눈사

람, 호랑이가면 등 그림책의 주인공을 만들어

보는 등 오감을 활용해 유아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는 같

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최고다. 그

런 의미에서 아이와 책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이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함께 대화를 나

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15년 새해

부터 주말에 도서관을 방문해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은 어떨까.

한편, 1월 릫그림책 읽어주기릮에서는 릫코끼리

띠 할래요릮, 릫느려도 괜찮아릮 등의 책을 만나

볼 수 있다.

릫그림책읽어주기릮아이눈은반짝귀는쫑긋

릫교리 쇼콰이어릮단원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함께 작품 완성하며 예술 교육 효과 커

매주 토요일 아침, 교리 초등학교(교장 이

현철, 이하 교리초)에서는 조금 특별한 수업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수업의 정체는 바로

릫교리 쇼콰이어릮.

쇼콰이어란 안무와 연출이 가미된 코러스

공연으로, 여러 가지 음악장르를 합창 형식

으로 혼합하여 각색해 관객의 호응도가 높

다. 여기에 신체 표현(연기, 율동, 안무 등)

을 함께 겸하여 연주에 임하기 때문에 예술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이미 선진국

에선 많은 교육기관들이 쇼콰이어 프로그램

을 운영 중에 있다.

교리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릫교리 쇼콰이어단릮을 꾸렸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한지웅 지휘자 외 반주자, 보컬강사,

안무강사 등 4명의 전문가를 채용해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41명의 쇼콰이어

단원학생들 역시 노래, 구연동화, 성대모사,

무용, 악기연주 등과 같은 솜씨를 뽐내는 교

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됐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춤과 노래솜씨를 뽐내

는 공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릫쇼콰이어릮는 종

합예술이다 보니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연습

과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을 통해 기본 발성 연습을 시작으로

선정된 노래를 익히고 힙합은 무엇인지, 랩

송을 만드는 방법도 배운다. 녹음은 지휘자

한지웅씨 개인 작업실 및 부산 광안리에 위

치한 소리창고 녹음실에서 진행된다. 헤드폰

을 끼고 마치 가수가 된 것처럼 단원들 목소

리와 화음을 맞춰 노래를 녹음한다.

몸의 동작을 탐구해 완성도 높은 안무를

연습하며 학생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견해 이

를 개발하고 음악활동의 즐거움과 하나의 작

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아이들은 지난 11월 21일 교리초 대강당에

서, 그동안의 노력들을 증명했다. 웅장한 음

악과 함께 검정색 페도라 모자를 쓴 학생들

의 절도 있는 Machael Jackson의 Beat it 무

대를 시작으로, 에일리의 U＆I를 통해 뛰어

난 실력을 뽐냈다. 교리 쇼콰이어 창단 기념

으로 지휘자 한지웅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 릫천사들의 아침릮 합창까지 멋있는 마무

리 무대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박

수를 얻어냈다.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도 있고, 새로운 시

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난관을 극

복해 나가면서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다. 누군가는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

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

과 호흡이 맞지 않아 아파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주말에 놀고 싶을 때도 멋진 무대

를 위한 열정으로 몇 시간씩 반복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릫교리

쇼콰이어릮 단원들. 2015년이 시작된 올해 이

아이들이 펼칠 활약에 주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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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송보경 명예기자

릫 릮

밀레니얼 칠드런 - 장은선(비룡소)

노화의 원리가 규명됨으로써 자식을 갖는다는 것이 재력의 상징이

되어 버린 근미래, 등록아동이었던 릫새벽릮이 하루아침에 학교에 수용

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현실, 계급으로 나뉜 아이들과

조우하고, 탈출을 감행하는 모험을 그리고 있다.

지금 십대가 당면한 현실과 사회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굵직한 문제

들이 담긴 의미 있는 작품으로, 그러한 주제의식을 한 편의 탈출극을

보는 듯한 흥미진진한 서사에 절묘하게 녹여냈다. 릫밀레니얼릮은 모두

가 꿈꾸는 유토피아적 세상이지만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

들의 역설적 모습과 소위 릫밀레니얼 세대릮로도 불리는 지금 아이들의

현실을 담은 단어다.

10대, 지금의 고민이 널 성장시켜 줄 거야 - 김경민(글담)

성적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다. 왜

일까?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마치 정답이 있는 듯이 말한다. 좋은 대학

을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며, 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꿈에도 등

급이 있다고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주입된 이러한 가치 개념들은 아이

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다. 당연히 공부가 힘들 수밖에, 모두들 같

은 꿈을 꿀 수밖에 없다.

이 책은 10대 아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릫성적, 진로, 외모, 돈…릮 등 9

가지 가치를 선정하여 그 가치들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준다. 10대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들의 지혜

를 빌려 새로운 시각과 힌트를 보여준다.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들 - 마틴 베레

가드, 조던 밀른(걷는나무)

릲억울하겠지만, 잘 쉬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굩릳 하루 3시간씩 자

며 일에만 매달리던 이에서 1년에 8주 휴가를 쓰면서도 연 매출 500억

원을 벌어들이는 기업가로 변신한 북유럽 창업의 신 마틴 베레가드. 회

사가 가족보다 우선이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일하

는 대다수 직장인들에게 삶이 주는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해법을 알려 줄 것이다.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 - 정은길(다산북스)

주식, 펀드, 투자에 문외한인 여자는 정말 평생 목돈을 모을 수 없는

걸까? 아무리 첨단 재테크 기술을 알고 있다 해도 릫돈이 모이는 습관릮이

몸에 배지 않은 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평생 돈

걱정에서 헤어나기는 어렵다.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나 주식에 손대지

말고, 먼저 라이프스타일부터 바꿔라. 10대 때 용돈만으로 700만 원을

모으고 결혼 후에는 2년 6개월 만에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은 똑소리

나는 아나운서 정은길의 생활재테크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자.

기적의 세기- 캐런 톰슨 워커(민음사)

어느 날인가부터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릫슬로잉릮이라 부르게 된다. 낮과 밤은 매일 몇 분씩 늘어나, 일

출 시간이 오후, 일몰 시간은 새벽이 되었다. 일조량의 변화로 식물이

말라 죽고 중력의 변화로 새들은 하늘을 날지 못해 땅으로 떨어지며 고

래는 떼를 지어 해변으로 밀려와 죽는다.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몸에도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열한 살 소

녀 줄리아의 세상은 릫진짜로릮 달라지고 있었다. 사춘기 소녀가 겪는 몸

과 마음의 성장, 희망 없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 깊은 곳에 릫기적릮 같

은 시간으로 남게 된 시간을 독특한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실크웜- 로버트 갤브레이스(문학수첩)

해리포터 J.K. 롤링이 릫로버트 갤브레이스릮라는 가명으로 추리소설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릫해리포터 작가릮라는 명성에서 벗어

나 순수하게 작품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이유였다. 사설탐정 코모란 스

트라이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내세운 이 소설 시리즈는 해리포터를

읽으며 성장한 기존 팬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J.K. 롤링의 선물이

자, 엄청난 재능을 품은 추리소설 작가의 탄생이었다. 《실크웜》은 《

쿠쿠스 콜링》을 잇는 릫코모란 스트라이크 시리즈릮 두 번째 이야기로,

한층 정교해진 플롯과 빨라진 속도감을 자랑하며 더 깊고 풍부해진 인

물 묘사가 빛을 발한다.

릫교리쇼콰이어릮통해재능마음껏펼쳐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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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 haveChristmas party in English acad-

emy. ②First, wemadeaccessory for Christ-

mas tree like star, bell, ribbon, tiny gift and

decorationwithbulb ofdiffrent color. ③Next

, teacher of our class give us chocolate for

present. ④we share snacks which we bring

it for party together. ⑤Finally, wespend fun

time sawing English movie and play several

games. ⑥Idon릫t likewinter because it is too

cold to play outside.⑦But white snow and

Chistmas party makes me happy. ⑧I wish I

could do English better and havewonderful

Christmas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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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I haveChristmas party in English acade-

my.

I릮m having a Christmas party in my English

academy.

가까운미래에 확실히 일어 날 일은 진행형으

로 쓴다. 우리 학원이니my를 넣어 주자.

②First, we made accessory for Christmas

tree like star, bell, ribbon, tiny gift and deco-

ration with bulb of diffrent color.

First, we릫remaking accessories to hang on

the Christmas tree in shapes like star, bell,

ribbon, and tiny gift.Wewill decorate the tree

with bulbs of different colors.

hang은 매달다라는 뜻. 릲~의 형태로릳라고 표

현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in을 쓴다. in은 상태,

색깔, 모양 등등 여러 가지에 쓰인다. 여기서도

가까운미래에할일이니까making이라는진행

형을 썼다.

③Next, teacher of our class give us

chocolate for present.

Then, my teacher will give us chocolates

for present.

우리 선생님을 표현하기 위해 my를 쓰자. 초

콜렛은 복수로.

④we share snacks which we bring it for

party together.

We are sharing snacks which we will bring

for the party ourselves.

목적격 전치사 which를 썼으면 관계대명사

절에서는 다시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it을

생략했다.

⑤Finally, we spend fun time sawing En-

glish movie and play several games.

Finally, we are having a fun time watching

an English movie and playing several games.

현재분사 watching은 ~을 하면서 라는 동시

상황을 뜻한다. 접속사 and다음에도 playing이

라는 현재분사를 써 줘야 한다.

⑥ I don릫t like winter because it is too cold

to play outside.

수정할 필요 없는 좋은 문장이다.

⑦But white snow and Chistmas party

makes me happy

But it makes me happy to see white snow

and have aChristmas party.

가주어 it을 앞으로 빼고 긴 진짜 주어 부분을

뒤로 돌렸다.

⑧ Iwish I could do English better and have

wonderful Christmas next year.

I wish I could do English better and have a

wonderful Christmas next year too.

부정관사 a를 삽입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크

리스마스일테니 too를 붙였다.

릫 릮

기장군에는 16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의 읍굛면,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있

죠. 이번 호에서는 군 직속기관중 하나인 농업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더 이상 예

전처럼 우리 땅에서 나는 음식을 우리나라 사

람들만 소비하는 산업 구조가 아니라 자유무

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세계 여러 나라의 식

품을 서로 공유하는 구조로 바뀌었지요. 따라

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정보공유,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답니다. 오늘 알아볼 농업기술

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크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통

한 농가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농촌생

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품목별연구회,

생활개선회, 규방공예연구회, 식문화연구회

등 여러 학습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해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이 주요업무

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보급하지요. 농작물이 자라

는 시기별로 병해충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방제하는 데도 관여하고 있어요.

주로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쓰

는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라난

농작물들이 결국 우리 몸에도 안전하고 경쟁

력을 갖추어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기 때문이

에요.

농업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정보 지원도 강화하고 기술 보급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 차별화하여 효율적으

로 지도하지요.

유용미생물(EM) 생산 장비를 설치해 군민

들에게 공급은 물론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습

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팝콘을 대체하기 위

해 국산 팝콘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국

산팝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재배기

술을 지원하는 등 시범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농촌 체험사업의 일환으로 벼 모내기, 된장

담그기, 감자굛고구마 수확하기, 배추수확 및

김치 담그기, 반딧불이 생태체험 등 우리 전

통 식생활과 청정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

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인의 교육, 문화, 여

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

수 농산물을 홍보하여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업아카데미관을 건립해 운영

중에 있어요.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인력을 키우고자 지역의 주력 품목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농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 센터

랍니다.

릫 굛 릮

여기는 보람이네 교실. 지금은 자유 토론

시간굩

오늘의토론주제는 릫무엇을먹을까?릮인데,토

론을 시작하자마자 가을이와 새봄이 사이에 열

띤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두 친구가 과연 어떤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을이: 시금치, 양배추, 귤, 배, 감, 깻잎

그런 음식들이 몸에 좋다고? 으~굩 말만 들어

도 입맛이 싹 달아난다. 별로 맛도 없고 먹기

에 편하지도 않고 말이야. 반면 불고기, 치킨,

햄버거, 크림빵, 삼겹살... 이런 것은 어때? 와

~굩 듣는 순간 입맛이 확 당기지 않니?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힘이 마구 솟는 것 같고, 군침

도는 맛이 나잖아.

새봄이: 물론 잘 자라려면 그런 음식들도

먹어줘야지.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지나치게

고기, 닭튀김, 햄버거, 빵, 자장면 같은 것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야. 음식을 먹을 때는 균

형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런 음식에는 탄수화

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들

어와 에너지를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 그

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먹으면 좋지 않아.

채소와 과일처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음식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먹어야 한다

는 말이지.

가을이: 요즘은 스피드 시대야. 라면이나 3

분 요리를 생각해봐. 오래둬도 상하지 않고

언제 든지 즉석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잖

아. 맛도 우리 입맛에 딱 맞고 말이야.

새봄이 : 네 말도 맞아. 하지만 당장 편하다

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각종 성인병에 노

출될 수 있고 비만에 걸릴 확률도 높아. 그래

서 싱그러운 햇살을 받고 기름진 땅에서 자란

싱싱한 채소와 과일도 골고루 먹어줘야 해.

채소와 과일에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많

은 영양소들이 있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키워주고 피부도 좋게 해주는 것 말이야.

영양소는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단백

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등 총

6가지가 있어요. 영양소 마다 각자 하는 역할

이 달라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골

고루 신선한 식품을 선택해 먹는 것이 중요하

죠.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봐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발씨룗명룘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옮겨 놓는 모습.

(예) 장환이도 취직이 되나 보다 싶어서 발씨가 가벼우면서도 가

슴은 무거웠다.

※발씨가 익다(관용어구) : 여러번 다니던 길이라 익숙하다는 뜻

뢾염상섭, 남자란 것 여자란 것뢿

○ 암팡지다 룗형룘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예) 눈이 작고 납작하게 짜부라진 얼굴에다 몸뚱이가 암팡져서

주먹깨나 씀직해 보였다. 뢾박영한, 머나먼 송바 강뢿

○ 물알 룗명룘

아직 덜 여물어서 물기가 많고 말랑한 곡식알.

(예) 사립문 가에 예닐곱 살짜리 사내애가 배꼽을 드러내놓고 물

알 든 옥수수를 뜯어먹고 있었다. 뢾황순원, 일월뢿

○ 몽글리다 룗형룘

옷맵시를 가뜬하게 차려 모양을 내다.

(예) 학교에 다닌 뒤로는 조선 버선이란 처음이다. 게다가 진솔

버선을 몽글려 신었으니 다섯 발가락도 큰 난리다.

뢾염상섭, 무화과뢿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연번 강좌명 대상 및 인원
(※2014년 기준)

운 영

기 간 준비물(재료비) 수업내용

1 책이랑 놀이랑
초등 1학년

(20명)

1/7, 14, 21, 28
매주 수 (4회)
오후 2시-4시

필기구, 색연필재
료비(6,000원)

- 훨훨간다
-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 제랄다와 거인
- 짝 잃은 실내화

2
신나는 박스나라
(친환경만들기)

초등 2학년
(20명)

1/10, 17, 24, 31
매주 토 (4회)
오전 10시-12시

필기구, 크레파스,
가위, 풀, 색종이
재료비(10,000원)

- 박스와 친해지기
- 빨대로 만들기Ⅰ
- 빨대로 만들기Ⅱ
- 자신만의 캐릭터 만들기

3
키즈 파워
스피치

초등 3학년
(20명)

1/9, 16, 23, 30
매주 금 (4회)
오후 2시-4시

필기도구

- 자기소개
- 자신감 있는 목소리
- 몸이 말을 해요
- 아나운서 따라잡기

4
자기주도
학습캠프

초등 4-5학년
(20명)

1/24, 31
매주 토 (2회)
오후 2시-4시

필기도구, 교재비
(5,000원)

- 자기주도학습 기초다지기
- 시간 관리방법 알아보기
- 노트 필기법 알아보기

일 자 제 목

1월 03일 코끼리띠 할래요

1월 10일 거울 속에 누구요?

1월 17일 테푸할아버지의 요술 테이프

1월 24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월 31일 느려도 괜찮아

일 자 제 목

1월 03일 (토) 비행기 2 : 소방구조대

1월 04일 (일) 천번의 굿나잇

1월 10일 (토) 넛잡 : 땅콩도둑들

1월 11일 (일) 또 하나의 약속

1월 17일 (토) 초원의 왕 도제

1월 18일 (일)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1월 24일 (토) 마이블랭키

1월 25일 (일) 아이다 : 금난새의 오페라 하우스

1월 31일 (토) 이디야와 얼음왕국의 전설

1. 겨울방학독서교실

- 대 상 :초등학교 3학년 20명 (※2014년 기준)

- 기 간 : 2015. 1. 13(화) ~ 1. 16(금)룆4일간룇

- 수업시간 : 09:30 ~ 13:00

- 장 소 :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신청기간 : 2014. 12. 30(화) 오전10시 ~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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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내 용 : 도서관 바로알기, 책읽기, 빛그림, 독서퀴즈, 독후활동, 북아트,

역사속의 과학(팝업북만들기), 역사 VS 역사(특강) 등

- 수강료굛교재비 :무료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2. 그림책읽어주기안내

- 시 간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유아 및 가족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3. 겨울방학특강

- 운영기간 : 2015. 1. 7(수) ~ 1. 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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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 강 료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 장 소 :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모집기간 : 2014. 12. 17(수) 10시 ~ 마감시까지

- 문의사항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 운영강좌

4. 주말 가족 극장 상영 안내

- 매주 토 굛일요일 14:00 ~ [시청각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정관도서관 명칭 공모전

○ 공모주제 : 기장군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비전

과 의미를 내포하고있는 함축적 이미지가 내

재된 명칭

○공모내용

·10자 내외의 한글 또는 한자어로 된 명칭

·도서관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룗도서

관룘이라는 명칭 사용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과 기장군 대표도서관으

로의 상징을 반영하고 부르기 쉬우면서 기억

하기 쉽고 친근감 있는 참신한 명칭

○ 공모시설 : 명칭(가칭) 가칭) 정관 도서관소

재지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소두방공원

내)규모 대지면적 8,000㎡, 연면적 7,371㎡주

요시설 굛 지하1층 식당 및 매점, 다목적강당

·지상1층 가족자료열람실, 동아리지원실

·지상2층 사무실, 강의실, 디지털열람공간

·지상3층 일반자료열람실

·지상4층 일반독서실개관예정일 2015. 6. 30

○공모기간 : 2014. 12. 22(월) ~ 2015. 1. 15(목)

○응모자격 :기장군민 누구나

○ 제출서류 : 응모제안서(신청서는 기장군홈페

이지내에서 다운 가능)

○응모방법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 이메일 admimouse@korea.kr

- 우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 팩스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709-4489)

- 방문 기장군청 8층 인재양성과

○선정방법 :공모심사위원회 심의굛선정

○시상내역 :시상 및 시상금 해당 없음

○결과발표 : 2015. 1. 30(금) 군홈페이지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2012. 41. 10(토) pm 5:00

기장군청차성아트홀

◈특별출연 :혼성앙상블 릫오르페우스릮

◈주 최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후 원 :기장군, 기장군의회, 박치과의원, 고

리원자력본부

<신입단원모집>

□접 수 : 2015년 1월 31일(토) 오후 1시

□오 디 션 : 2015년 1월 31일(토) 오후 2시

□장 소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모집대상 :관내 초등3~4학년(2015년 기준)

□내 용 :자유곡 1곡, 개인 B리코더 지참

□문 의 : 010-6768-5315, 010-5521-0810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기장도서관 1월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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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라인댄스릮건강과재미동시에잡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⑭ 일광면 릫라인댄스 교실릮

수강생들이 라인댄스 동작을 열심히 따라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왔지만 웅크리지 않고

온몸을 활짝 펴며 신나게 운동하는 사

람들이 있다.

일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라인댄스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얘기다. 2014년 초에 개설돼 매주 수

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수

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복장으

로 운동화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

라인댄스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라

인에 줄을 맞춰 서서 음악에 따라 추

는 춤이자 운동이다. 미국에서 발생한

춤으로 릫컨트리＆웨스턴 댄스릮라는 이

름으로 불리며 자리 잡은 이후 우리

나라에 알려지게 됐다. 미국에서는 이

미 요가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강 운동 중의 하나다.

수업이 시작하면 간단한 스트레칭

으로 몸을 풀어준다. 그리고 Bad bad

lerroy brown, Electric slide 등 올드

댄스 팝송과 같은 곡들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 스텝을 밟으며 걷는 동작,

혈액순환을 돕는 박수치기, 팔과 다리

를 쭉쭉 뻗어서 흔들고 방향을 전환

하는 등 단순하게 이루어진 안무로

굳어있던 자세를 풀어준다.

박수빈 강사는 릲라인댄스는 다른 댄

스와는 달리 기술을 요하는 춤이 아

니다. 쉬운 동작을 연속적이고 반복적

으로 익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웰빙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릳고 말

한다.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가능하며 특

별히 어려운 동작도 자세도 없다. 뛰는

동작을 할 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정도만 주의하면 된다.

온 몸을 사용하기에 전신운동이 돼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체력향상까

지 되니 일석삼조다. 이미 백화점 문

화센터나 학교 방과 후 활동으로도 라

인 댄스 강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적 작품에 대한 안무설명과 동

작을 먼저 익히고 반복적으로 따라하

다 보면 어느새 한 시간은 금방 흘러

간다. 춤이란 건 정답이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요령만 배우고 체형교정

에 좋은 자세로 따라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것은 박 강사의 몫이다.

수강생 정선희(59)씨는 릲평소 등산

이나 요가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라인댄스는 특히 음악에 맞춰 신나게

하니까 지겹지 않아서 좋아요. 기분전

환에도 너무 좋아 주위에 적극 추천하

고 있어요.릳라고 전했다.

늘어나는 뱃살, 비뚤한 자세와 척

추, 치매와 골다공증이 걱정된다면 이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해결 할 수 있는

라인댄스의 세계로 빠져보는 것도 좋

겠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28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1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1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지난 12월 15일 10기 수료생을 배출한 기장○○○○은 인문

교양, 실버를 위한 강좌 등을 통해 릫평생교육도시 기장릮의

선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영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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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 민원봉사과 최용화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26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30명 등기발송)

▷ 유호철 윤인숙 이길자 이세미 이태경 한정옥(기장읍 기장대

로) 박윤기 손재민(기장읍 대청로) 김남식(기장읍 마장터

길) 노순위(기장읍 소정안길) 김영숙 김종백 서민준 유경준

이현주 정해성(기장읍 차성로) 안수광(기장읍 차성남로) 최

지성(기장읍 차성동로) 사명희(기장읍 차성서로) 조정길 조

진숙(기장읍 청강로) 김건우(일광면 기장해안로) 최송자(장

안읍 길천2길) 김성윤 윤해솜(장안읍 천산로) 김엽(정관면

정관로) 최가을(정관면 정관2로) 김수현(정관면 정관4로)

박수진(정관면 산단4로) 장세레나(철마면 고촌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김미옥 조희은(기장읍 기장대로) 김용진(기장읍 대변로) 이

은영(기장읍 소정안길) 이홍주(기장읍 차성동로) 신경배(기

장읍 차성서로) 김정민(기장읍 청강로) 임영옥(일광면 달음

길) 하민정(장안읍 해맞이로) 권숙자(정관면 정관4로) 신재

욱(철마면 고촌로)

○ 평생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14명 등기발송)

▷ 김지혜(기장읍 두호길) 김솔(기장읍 소정안길) 곽해준 김민정

서민성 심미정(기장읍 차성로) 김규랑 임미숙 전규미 최연호

(기장읍 차성서로) 신순영(일광면 이동길) 이수지(정관면 산

단2로) 이성화(정관면 정관4로) 송영민(철마면 안평로)

○ 남궁 협찬 식권(2만원 상당, 10명 등기발송)

▷ 박예주 정경휘(기장읍 대청로) 김남수 김진태(기장읍 차성

로) 박흥열(일광면 일역길) 김정국(정관면 모전1길) 안병은

(정관면 산단2로) 백란희(정관면 정관로) 김정윤(정관면 정

관1로) 김시안(정관면 정관5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김도영(기장읍 차성동로)

성금굛성품전달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하여 김장 김치 140박스(370만원상당)를 12월 2일 기장군

에 기탁했다.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부녀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80만원을 12월 8일 정관면에 기탁했다.

주식회사 엔에프(산소공급시스템전문기업)는 연말을 맞이

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60박스(70만원상당)을 12월

9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겨울밤아름다운하모니의세계로초대
정관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연주회 개최

정관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꾸미고 있다.

지난 12월 5일 기장군청 차성아트

홀에서 정관소년소녀합창단(단장 맹

승자 굛 이하 합창단)이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

는 이날 55명의 아이들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맹승자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합창

단의 공연은 플루트 연주와 어우러진

릫어느 봄날릮을 시작으로 릫사랑의 빛릮,

멋스러운 장구소리와 아이들의 노랫

소리가 화음을 맞춘 릫아름다운 나라릮

등의 순으로 이어졌고 합창단과 관객

들이 함께 호응하며 공연을 즐겼다.

합창단이 간절곶 동요제에서 금상

을 수상한 곡인 릫밤하늘 여행릮과 릫창밖

을 보라릮, 릫루돌프 사슴 코릮 등의 곡목

을 선보이며 겨울밤 크리스마스 선물

처럼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연

내내 함께한 피아노 반주는 귀의 즐거

움을 한층 더했고 정관햇빛합창단과

Season pass 남성중창단도 특별 출연

해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은 2014년 3월

에 창단됐다. 정관지역 학부모를 중심

으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

해 문화적 소양을 넓혀주고자 시작된

합창단은 신생 합창단 같지 않은 무서

운 저력을 과시했다.

창단된 지 불과 한 달만에 KBS초

록동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

거를 이뤘고 1년도 채 안된 기간에 간

절곶동요제에서 금상, 동상, 장려상

을, 삽량어린이 합창제에서 대상을 수

상하는 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합창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17명이었던

단원이 어느새 55명으로 늘어났다.

맹 단장은 릲아이들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많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

하다. 또한 학부모의 지지와 지휘자의

열정 또한 그에 못지않다. 여러모로 3

박자가 맞아 떨어졌다릳며 릲이런 모습

이 단시간에 아이들이 일취월장 할 수

있었던 이유릳라고 말한다.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

까지 정관주민자치회관에서 실력을

쌓아 오고 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되

어 3~6학년 중심으로 무대에 서고 저

학년과 신입 단원들은 1~2달 동안 수

습기간을 두고 연습하면서 작은 연주

에 참여한다. 이에 실력이 쌓이면 소

프라노, 알토, 메조 소프라노 각 파트

별로 배정받게 된다.

합창단은 기초적인 연습과 발성을

통해 소리의 톤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

루며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같이 성장한다.

하루하루 쑥쑥 커가며 콩나물 자라

듯 나날이 여물어가는 모습이 자랑스

럽고 예쁘다. 아마추어지만 프로의 실

력을 갖춘 아이들이 더욱 성장한 모습

은 어떨까 궁금해진다.

합창단은 제1회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

리 지역 아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 널리 울리기를

기대해본다.

문의 : 010-2674-0274
대한불교조계종 기장 감인선원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

해 쌀 10kg 100포(210만원)를 12월 9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현대물류(주)굛상조회일동은연말연시를맞이하여불우이웃돕

기로 라면 100박스(200만원)를 12월 17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한전KPS(주)고리 제1사업소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

해 온누리상품권(300만원)을 12월 2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군 자원재생재활용협의회는 연말을 맞이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12월 12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병춘)은 지난 11월 일일호프행

사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12월 9일 떡국용 떡 6가마(480kg, 300

만원상당)를준비해지역아동센터등주위이웃들과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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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과정명 과목 훈련대상

굛

국비지원 계좌제굛재직자 수업조리 국비 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 제일프라자304호

(한빛메디컬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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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2~3개월(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매월교통비.식대지급)

◈교육시간 : 1일 3시간~5시간 (오전, 오후 선택가능)

◈교육대상

① 주부, 남성(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굩

②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취업준비생누구나가능굩

◈전원훈련수당지급 ◈수강료전액국비무료

◈수료후전원취업알선 ◈수료후창업자금대출

■한식직장인개강일 : 2015년 2월 16일(1일 2시간)

(죽굛면요리/비빕밥,콩나물밥/찌개굛찜요리/구이굛볶음요리/후식)

■양식개강일 : 2015년 1월 12일(1일 2시간)

(각종스프/돈까스소스/샐러드/샌드위치/스테이크/폭찹/카나페

/오믈렛외)

＊일반-한굛양굛중굛일식굛복어자격증반

＊취업굛창업반굛생활요리반수시개강

＊학생-중굛고생 6개월/1년 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취미반

＊＊겨울방학특강＊＊-중굛고굛대학 특강-12월~1월

■조리국비계좌제훈련특전

※ 산재장애인 전/액/무/료

■재직자국비지원/일반/학생수시모집

릫기장의역사문화릮체험통해애향심키워
기장역사문화연구회…14회째 300여명 문화탐방 실시

기장역사문화연구회 일반부 회원들은 11월 17일 수영구에 있는 위안부역사관(민족과여성)을 방문해 그동

안 조금씩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기장역사문화연구회제공

기장의 청소년과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기장

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기장역

사문화연구회(회장 홍순미, 이하 기장연구회)

는 2011년 창단했다.

기장연구회는 2011년 제1기 기장군민대학

역사논술 강의 1기생 8명이 주축이 돼 창단했

으며 현재 26명의 체험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군민대학 학습동아리 차원에서 활

동을 해오다가 2011년 말 기장연구회를 결성

했다.

강사들은 각 학교 돌봄교사, 방과후 역사강

사와 향토문화 해설사, 아동센타 강사 등 현장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며 응급처치

교육과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안전에

도 힘쓰고 있다.

입회 후 1년은 보조강사로, 2년부터는 정식

체험강사로, 3년 이상은 책임강사로 진행하고

있다.

홍 회장은 릲기장군민대학 수업을 통해 대한

민국의 역사와 기장의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우리가 태어났고 살

아가는 지역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대한민

국과 세계역사를 논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릳라며 릲애향심의 시

작은 지역역사 바로알기에서 시작하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

는다릳라고 말했다.

기장연구회는 창단 이듬해 2012년 3월 향토

사학자 공태도 씨의 초청 기장역사특강을 시

작으로 4월에는 어린이와 일반인 57명으로 장

안사, 척화비 등 역사의 현장을 찾았다.

6월에는 학생과 일반인 65명을 모집해 죽성

리왜성과 황학대 등 기장읍 죽성리 일대를 답

사하는 등 2012년에는 총 8회에 걸쳐 탐방이

이뤄졌다.

2013년에는 기장역사문화 청소년체험단이

출범했으며 제1회 도전 기장역사문화 골든벨을

개최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차성문화제, 정관생태학습축제 등에 참가해

기장연구회의 위상을 높이는 한 해이기도 했다.

2014년에는 더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는데

14기 기장역사문화체험을 비롯해 조선통신사

행렬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제1회 기장역사

문화대장정을 개최해 그 어느 해보다 회원들

의 자긍심이 높은 한 해가 됐다.

기장연구회는 2015년에는 기장역사문화 페

스티벌을 성대하게 개최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5개 읍면별 문화재 전시회와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르신 30명 건강한눈찾아드려

정관로타리클럽 주관 밝은이안과 재능기부

정관신도시 발전에 맞추어 초아의 봉사정신

을 실천하기 위해 2011년 12월 창립한 국제로

타리3661지구 부산정관로타리클럽(회장 장산

전춘기)은 이듬해 2012년 1월 정관지역 노인

정 점심식사 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다문화가정 물품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한글

지도 등은 글로벌시대에 자원봉사의 위상을 높

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2월부터 현

재까지 장애인골프교실을 운영해와 장애인은

물론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정관로타리클럽이사회에서는봉사프로

젝트 일환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릫건강한 눈

찾아드리기릮 봉사를 계획, 밝은이안과(매학리

정관타워3층) 이정훈 병원장의 재능기부와 정

관로타리클럽 예산으로 10월 18일 30명의 어르

신에게 무료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다.

정관로타리클럽은 봉사의 기회를 넓히고 지

역 리더들과 우의를 다지는 것에 함께 할 신입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부산정관로타리클럽 728-8071

서예재능기부, 치매노인재활도와

하재식 강사 3년째 봉사활동 펼쳐

서예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하

고 있는 서예가가 있어 훈훈한 화재가 되고

있다.

기장문화원에서 서예를 공부한지 8년째 접

어드는 하재식(57세) 씨는 늦게 시작한 서예

공부지만 누구보다 열공하는 수강생 중 한명

이라고.

평촌 김하병 선생께 사사하면서 3년 전부터

는 서예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문화

원 측의 소개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기장실버타운에 서예교실을 열게 됐다.

치매에 걸린 노인 15명에서 많게는 30명을

지도한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붓이라도 제대

로 잡을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붓을 잡고

서예를 배우는 차원은 아니다.

본인 이름과 가족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도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는 치료효과가 있다. 치

매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본인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서 치매 치료는 시

작된다.

하 강사는 릲일반인도 아닌 치매 노인을 대상

으로 글씨를 가르치는 것은 인내와 끈기가 요

구되는 봉사활동입니다. 그러나 붓을 잡은 노

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모습을 대

할 때는 봉사자만이 느끼는 뿌듯함과 행복이

있습니다릳라고 말했다.

붓을 잡은 노인들은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

니다. 붓글씨를 쓰기위해서는 사람의 몸의 모

든 기능을 사용해야 된다. 즉 오감을 촉진시키

게 되는데 붓글씨 쓰는 것만큼 좋은 치료는

없다고 하 강사는 강조한다.

하 강사는 릲앞으로 기장에 치매노인을 위한

서예프로그램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뜻이

맞는 지인들과 봉사대를 창립해 많은 치매노

인들이 재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릳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장관표창송명순봉사자수상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11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안행위원회 및 기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건모 기장읍장과

주)대경기술 임영하 대표이사가 국회안행부위원장 상장과 상표

를 받았다.

한신그린코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이굛반장, 부녀회, 노인회,

관리사무소는 기장읍 관내 저소득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

움이 되고자 12월 8일 성금 110만원을 기장읍에 기탁했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안성원)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12

월 15일 장안읍사무소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기장소방서 구조지역남여의용소방대(대장 장언홍,이경애)는 연말

봉사 활동으로 직접농사지은 배추400포기로 김장을 해 정관면 중

중증장애인 돌봄시설인 해피스쿨에 전달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12월 9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내빈 및 유관기관 단체장,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모여 자원봉사

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역사

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자원봉사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 진행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에서

는 색소폰, 노래, 동화구연 재능나눔 봉사자의 공연을 통해 자원

봉사자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으며 본 행사에서는 활동 동영상 상

영, 자원봉사 표창 및 금, 은, 인증 배지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수상자는 장관표창에 송명순 봉사자와 한국수력원자

력(주)고리원자력본부가 수상했으며 시장상은 김하용 봉사자와

김순조 봉사자,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본부 이상현 과장, 동화

구연봉사단(회장 임성희)이 수상했다.

정관면 새마을협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전달해 달

라며 쌀(20Kg) 20포를 12월 17일 정관면 전달했다.

성금굛성품전달 (10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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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입안가득바다 릫앙장구비빔밥릮

새벽을여는기장어업인

대변리 박귀자 해녀 회장이 채취해 온 양장구를 가족과 이웃이 모여 손질하고 있다.

양장구 알이 노랗고 싱싱하다.

지난 12월 4일 기장군 바닷가가 술렁였

다. 기장의 모든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갔

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다. 수협에서 앙

장구 수매가격이 책정되고 그 앙장구의

첫 채취일이다.

올해의 앙장구 알 수매가격은 1㎏에 6

만5천원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채

취하는 앙장구는 해녀들에게는 고소득 해

산물이다. 특히 12월에서 1월까지 나오는

앙장구 알을 최고로 친다.

대변리 박말애 해녀는 릲앙장구는 얕은

바다에서 깊은 수심까지 넓게 분포돼 있

어 물질을 잘하는 베테랑 해녀에서 초보

해녀까지 채취가 가능하다릳며 릲4개월여 부

지런히 작업하면 목돈을 쥘 수 있어 해녀

들에게는 일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때이

기도 하다릳고 말했다.

문헌을 찾아보니 성게는 전 세계에 900

종이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그 중 30종이

서식한다. 앙장구비빔밥으로 해먹는 성게

는 이 가운데 말똥성게다. 말똥성게는 생김

새가 둥글고 말똥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껍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

고 가는 가시가 나 있는데 맛을 우리나라

성게 중 으뜸으로 친다. 그런데 이 말똥성

게는 아쉽게도 거의 일본으로 수출된다.

같은 날 오후가 되면서 대변항 주변에는

앙장구를 까는 일손이 분주하다. 대변항 인

근 일명 해녀촌의 한 움막 안에는 일가친

척 10여명이 모여 앙장구를 까고 있었다.

대변리에서 해녀 회장을 맡고 있는 박귀자

씨가 이른 아침 채취해 온 앙장구다.

오늘은 첫물이라 알이 적다. 며칠 물질

을 하게 되면 앙장구들이 자극을 받아 알

이 꽉 차게 된다.

한쪽에서 칼로 앙장구를 반으로 자르면

둘러앉은 나머지 사람들은 꼬챙이로 노란

알과 내장을 분리한다.

분리된 알은 물에 담갔다가 다시 깨끗하

게 손질을 해야 한다. 사람 손을 다섯 번

이상 거쳐야 비로소 식재료로 탄생한다.

철을 가리지 않는 회덮밥과 멍게비빔밥

이 있는가 하면, 여름엔 성게비빔밥이 찬

바람 부는 계절엔 앙장구 비빔밥이 최고

의 별미로 친다.

특히 기장을 비롯한 동해안 앙장구는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로 대접받는 고급

식재료다.

앙장구를 말하면서 앙장구 비빔밥을 빼

놓을 수는 없다. 앙장구 알은 대부분 일본

으로 비싼 값에 수출하는 터라 식당에서

흔히 먹어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법 소문

난 앙장구 비빔밥 식당이 있으니 검색해

보길 권한다.

앙장구 비빔밥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짙

은 해바라기 색의 앙장구 알이 그릇 가운

데 소복하게 담겨 있고 김가루, 깨소금, 참

기름이 전부다. 여기에 고실고실한 쌀밥을

넣고 살살 비비면 끝이다.

그런데 한 술 떠보면 기가 막힌다. 날

것으로 먹는 성게 알과는 또 다른 고소한

맛이 90％. 그 맛과 더불어 한 입 가득 향

긋한 바다다. 가끔 초고추장을 살짝 넣고

비비는 손님도 있긴 한데, 맛이 진해지긴

하나 원래의 맛이 달아난다. 있는 그대로

비비는 것이 정석이다.

공기밥은 한 그릇 전부를 비빔그릇에

쏟아 부으면 앙장구 비빔밥 맛이 덜 느껴

질 수 있으니 먹어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게 낫다.

□ 목 적 : 전통행사 및 마을축제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

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규모 : 5천만원(2천500만원×2개소)

□사업대상

○ 유무형의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 조직과 운영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마을축제 운영 시범효과가 예상

되는 마을

○ 전통문화자원 또는 세시풍속을 활용한 마을 공동행사를

개회하고 있는 마을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명품화하고자

하는 마을

○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단체

□사업내용

·마을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축제프로그램 개발

·마을자원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문화행사, 축제, 이벤

트 추진 등 농업기술센터(709-5303)

전통행사 발굴 안내

구분 사 업 명 개소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12개 사업 27 283,500

식량
작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

2 20,000
벼 종자의 키다리병 방지 및

대응기술 보급

친환경토양소독 및
지중관비 기술보급시범

1 30,000
시설채소 연작재배지에 지
중관비시설을 이용한 친환

경 토양소독 기술보급

앞마당 육묘기술시범 3 9,000
앞마당육묘기를 이용한벼

간편육묘기술 보급

팝콘옥수수
생력기계보급사업

1 20,000
고품질 팝콘옥수수 생산을

위한 생력기계 보급
소 계 7 79,000

원예
특작

과수저장중 생리장애 예측
제어시스템 보급

2 40,000
배 저장 중 생리장해 예측
프로그램 및 관련시스템 보

급

이상고온대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 33,000
저압에어포그 시스템을이용
한 온도강하 및무인방제기

술보급

고추재배 신기술보급시범 1 11,000
다용도지주대 설치로 고품
질 다수확 재배기술보급

배추 병해충관리 시범 1 1,500
토양으로 인한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소 계 6 85,500

농촌
생활
자원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

2 50,000
지역 전통행사 및 마을축제
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 참여

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 50,000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
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소 계 3 100,000

도시
농업
육성

학교농장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1 15,000
농업농촌 체험학습을 위한
학교농장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 10 4,000
가정용 퇴비발효기를 이용
한음식물 퇴비화 기술보급

소 계 11 19,000

농업기술센터(709-5301)

□신청기간 : 2015. 1. 2 ~ 1. 30

□ 2015년 농업기술센터시범사업안내

□문의및접수처 :기장군농업기술센터(기장읍반송로1370-22)

2015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안내

201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일시 장소 인원 교육내용

1월 16일(금)
(09:50~15:00)

농업기술센터 200명
- 영농기술(벼, 고구마, 잡곡)
- 농산물 소비트랜드와 브랜드 관리
- 2015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1월 21일(수)
(09:50~15:00)

농업기술센터 100명
- 원예굛도시농업(유기농 텃밭가꾸기)
- 생활자원 이용 유용미생물(EM)활용
- 2015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1월 23일(금)
(09:50~15:00)

농업기술센터 200명
- 농촌어메니티(감천문화마을의 변화)
- 생활주변 식물(약초) 활용법
- 2015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농업기술센터(709-5301)

※ 교육일정과 교육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박실승마장꼬마기수들의활약

박실승마장에서 승마에 전념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왼쪽부터 주도연(온산초6) 박근도(대

변초2, 김의현(칠암초3), 박사랑(7세)

승마는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로 분류

되지만 최근 말산업육성법 제정이후 빠

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안

읍 용소리에 위치한 릫박실 승마장(대표

박상근)릮은 꼬마 기수들의 승마 열기로

가득하다.

2013년 6월에 개장한 박실 승마장은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 소속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칠암초등학교 김의현(10세) 군은 제4

회 국민생활체육 경상남도 승마대회에

서 장애물90클래서 학생부 3위를 차지

했다. 특히 김 군은 고도비만 판정을 받

고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기

에 승마를 배워 비만을 탈출한 사례다.

김 군은 릲승마를 배운 후로는 학교 성적

도 많이 올랐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다릳

며 좋아했다.

대변초등학교 박근도(9세) 군은 올 9

월부터 릫학생승마활성화사업릮의 일환으

로 진행된 무료 승마를 배우기 시작해

11월에 있은 유소년여성승마대회에 첫

출전, 전국 160명이 출전한 경기에서 5

위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박실승마장은 2015년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릫학생 승마 활성화사

업릮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500여명이 무

료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정관면아파트부녀회연합회김장봉사

릲재작년에는 60포기 작년에는 100포

기, 올해는 150포기 김장을 담급니다릳

김장을 담글 배추가 넉넉해서 기분이

좋다는 정관면 아파트 부녀회연합회(이

하 연합회) 신종희 회장의 말이다.

신 회장을 비롯한 13명의 아파트 부

녀회 회장은 11월 25일부터 이틀간 소

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에 보낼 김장김

치를 담갔다. 올해 3회째 펼치는 김장김

치 봉사활동에 참가 회장들도 두 배로

늘었고 배추 포기도 많이 늘었다.

또한 연합회는 지난 11월 좌광천 환

경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매월 둘째 넷

째 토요일, 좌광천 주변 환경 정비를 펼

쳐오고 있다.

한편 연합회는 지난 4월에 있은 제3

회 먹거리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20만원을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써

달라며 12월 17일 정관면사무소에 전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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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굛다시마이용다양한가공식품생산
자체 염장굛가공시설 갖춘 체계적 관리 시스템

음식점의성공포인트②서비스는제2상품

정형명(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음식의 메뉴와 맛이 음식점의 첫 번째 성공요소라면 종사자의 대(對)고객서비스

는 두 번째 성공요소이다. 아무리 잘 다듬어진 매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더라

도 종업원의 태도가 불순하면 고객은 마음이 상하여 음식의 맛도 떨어지게 된다. 그

래서 고객서비스를 제2의 상품이라고도 한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치를 핵심상품, 실체상품, 증폭상품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인식하며 구매한다. 핵심상품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인식되는 상

품으로서 고객이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익(benefits)을 의미한다. 예

컨대 웰빙(well-being)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건강상의 이점

을 들 수 있다. 실체상품은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차원의 상품으로서 예컨대

음식 그 자체를 들 수 있다. 증폭상품은 실체상품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나 혜택으로서 종업원의 고객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고객은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상품 구성 개념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여

인식하며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은 총체상품(total products)으로 인식하

며 구매한다.

따라서 음식점 종사자들은 고객서비스를 음식과는 별도로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되며 음식의 일부분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객서비스는 메뉴 맛에 이은 제2의 상품으로서 고객이 지불

하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고객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고객으

로부터 음식의 값은 받으면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품은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다는 각오로 접객을 해야 한다.

한편 좋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흔히 냉

(冷), 온(溫), 신(迅)을 들고 있다. 머리는 냉철하고(智), 마음은 따뜻하며(德), 손

발은 재빨라야 한다(體)는 의미이다. 또는 정신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자세

는 역지사지(易地思之), 행동은 눌언민행(訥言敏行)을 들기도 한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정신으로 임하고, 고객과 대화할 때는 고객

의 입장에 서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말은 아끼고 행동은 민첩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그리고 우리의 격언과 영어단어를 연계시켜 5S(Smart, Smile, Sweet, Standing,

Speed)로 표현하기도 한다. 깔끔한 복장으로(옷이 날개다), 밝은 표정을 지으며(웃

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상냥한 목소리로(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 적극적

으로 접객하고(대접받아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 신속하게 처리한다(시작은 빠를

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좋은 고객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종사자의 몸단장, 접객하기, 음식제공하기,

관심표명하기, 마무리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고객은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

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서비스로 인식할 가능성이 짙다.

고객이 나쁜 서비스로 인식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은 흔히 릫100-1=0릮라는 수

식으로 표현한다. 릫10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한 번

의 잘 못된 서비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허사다가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러한 결과

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릫100-1=99=0릮이라는 또 다른 수식

을 낳는다는 것이다. 릫100번 잘하다가 1번 잘못하면 고객들

은 구구절절 말을 퍼트려 결국은 남는 고객이 별로 없다릮는

의미이다.

릫친절은 밑천이 들지 않는다릮는 말처럼 친절은 마음만 먹

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릫우리나라 국민은 정(情)에 약하

다릮는 말처럼 친절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

기장물산에서 공급하는 미역굛다시마 관련 제품들.

기장미역굛다시마는 전국에서도 최고로

손꼽힌다. 기장 앞바다는 수심이 깊으면서

물살이 세고 일조량도 풍부해 양질의 미역

과 다시마가 자라는데 최고의 조건을 갖추

고 있어 품질이 뛰어난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기장미역은 다른 지방 미역보다 잎

이 좁고 두꺼우며 부드러우면서도 오돌오

돌한 맛이 일품이고, 기장다시마는 짜고

떫은맛이 아닌 단맛과 함께 진하면서 그윽

한 맛을 낸다.

이에 기장군은 이미 2007년 미역굛다시마

특구로 지정됐으며, 2009년 국립수산물품

질검사원의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제5호와

제6호에 기장미역과 다시마가 지정됐다.

일광면 신평리에 위치한 기장물산(대표

김양춘)은 1993년 설립되어 기장지역 앞

바다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역과 다시마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2010년에 현재의

자리로 신축 이전하면서 부지 1,676㎡, 4

층 건물에 세척건조실, 완제품보관창고,

냉동 창고, 내포장실, 환가공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두고 제품 생산, 개발 및 관리

에 매진하고 있다.

기장물산에서는 매년 1~3월 기장 앞 바

다에서 어민과 계약재배한 생미역을 수매

하여 바로 염장, 자숙한 후 냉동 창고에 보

관한다. 이 염장미역은 필요한 만큼 필요

한 시기에 꺼내 다시 세척굛건조 공정을 거

쳐 일반적인 마른 실미역으로 완성되어 유

통된다.

미역의 미끈한 점액질 성분은 당뇨병 환

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식이성 섬

유인 알긴산을 다량 함유해 다이어트와 변

비에도 효과가 크다. 또한 산모의 피를 깨

끗이 해주며 산후 자궁 수축과 지혈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많

은 사람들이 기장미역을 찾고 있다.

6~7월이면 기장다시마가 수확되는데 다

시마는 식이섬유와 아미노산이 풍부해 콜

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칼로리가 거의 없

어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다. 또한 신

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요오드 성분도 많아

갑상선 질환에는 물론 방사선 오염에도 예

방 효과가 있다.

기장물산에는 이러한 품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염장가

공시설 및 자숙(김으로 쪄서 익힘) 시설

등을 갖췄다. 김양춘 대표는 릲동종 업계에

서 자숙 등 일관된 생산설비를 보유한 곳

은 많지 않다릳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미역, 다시

마 등 1차 식품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

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

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릫기장愛(애)릮로 기

장미역 다시마 등 건조제품은 물론 고급스

러운 선물세트, 해초 샐러드, 다시마 간장,

천연조미료, 다시마 차(茶), 해조류 식초

음료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시장에 선

보이고 있다.

특히 기장물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미역, 다시마 상품은 수산물이력제를 적용

하여 제품 정면에 이력정보 스티커가 부착

돼 있다. 생산부터 식탁까지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먹거리의 안전성과 좋은

먹거리를 투명하게 공급한다는 신념으로

2007년 4월부터 적극 도입해왔다.

또한 기장물산은 2014년 SQF 인증을

받았다. SQF 인증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HACCP기준과 품질경영인

증 ISO9001기준을 바탕으로 생산과정에

대한 위생적, 체계적 제조 및 품질관리 시

스템 보유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할 만큼 식

품의 안전과 품질기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 이는 최고 수준

의 식품 안전과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

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김 대표는 2001년 기장물산의 지분을 인

수하며 대표로 취임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직원이 6명 정도에 불과했다. 현재 기장물

산의 직원은 42명. 매출액도 지난 10여 년

동안 6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성장 비결

은 바로 릫성실함릮이었다. 김 대표는 릲거래

업체 확대를 위해 매일 새벽 3시쯤 일어나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 물량을 공급

하기 시작했다릳며 릲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는 제조굛영업굛배달의 1인 3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릳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기

장물산은 메가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GS리테일, 서원유통, 사조해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빅마켓, 우체국 쇼

핑 등 전국 대형 유통업체의 매장 1천 300

여 곳에 미역과 다시마 관련 제품을 공급

하고 있다.

기장물산(주) 722-0238~9

롯데몰 동부산점 조감도.

정정합니다

지난 제226호 20면 하단 기장군친

환경작목반(표)은 모든 작목반이 친

환경 인증을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최해조 친환경농산물작목반연

합회 회장으로부터 관내 농업인 홍보

를 위해 받은 자료임을 알려드립니

다. 독자의 양해를 바랍니다.

롯데몰 동부산점이 12월 23일 부산 관

광 랜드마크로 조성되고 있는 동부산 관

광단지 내 오픈했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국내 최초 프리미엄 아울렛

(5만 5천여㎡)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

(1만 4천여㎡), 마트(8천여㎡), 시네마

(6관 1천석 규모)가 결합된 복합 쇼핑몰

이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등대전망대

와 분수광장, 로즈가든 등 최대 엔터테인

먼트 시설 유치로 온 가족이 함께 쇼핑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됐다. 입점 브랜드 수는 아울렛 407

개+쇼핑몰 114개를 포함 총 551개이며

주차대수는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1만대

의 주차가 가능하다.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와 상생을 위해 지역 브랜드 입점을 적극

추진해 34개의 지역 우수 브랜드를 유치

했으며 향토 특산물관을 약 200평 규모

로 조성해 동부산 농협의 실속 있는 상품

을 취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예술인

및 작가의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 약 40평

규모의 오픈 갤러리를 마련해 지역 예술

활성화 및 홍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롯데몰과 함께 테마파크와 아쿠아리

움, 힐튼호텔, 한옥마을 등 동부산관광단

지 내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

으로 앞으로 관광 중심지로서 입지가 더

욱 확고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몰 동부산점은 지난 8월 집중

호우피해로인한수해복구에적극동참했

으며10월에는지역일자리창출에도움을

주고자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1천 500여명을채용하기도했다.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한수원, 릫산업혁신운동3.0릮으로중소기업육성

원전 산업계 新새마을운동 펼쳐

한국수력원자력이 12월 9일 서울사무소에서 릫산업혁신운동3.0 1차 사업완료 보고대회릮를 개최

하고 사업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정탁 한수원 관리본부장(가운데)

과 협력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

원)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굛3차

협력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릫산업혁신

운동3.0릮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 등으로

현재까지 17억원에 달하는 재무적 성과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산

업혁신운동3.0으로 협력중소기업들이 불

량률, 납기준수율 및 재고정확도 등에 대

해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평균

65％의 개선율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12월 9일 서울사무소에서 릫산

업혁신운동3.0 1차 사업완료 보고대회릮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행사

에는 한정탁 한수원 관리본부장을 비롯

한 협력중소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

해 산업혁신운동3.0의 추진성과와 앞으

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수원은 원자력 산업계의 新새마을운

동이라 할 수 있는 릫한수원 산업혁신운동

3.0릮을 통해 2017년까지 2,3차 협력중소

기업 150곳에 총 30억원을 투입,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그 시작

으로 한수원은 지난해와 올해 31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및 기술혁신, 정보

화추진과 생산성향상 등 4개 분야 육성을

위해 기업당 평균 2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한수원은 최신 설비 도입 지원과 이

른바 릫3정릮(정위치, 정품, 정량)과 릫5S릮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활동으

로 제조현장을 개선하기도 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양광모신임원장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양광모(54,사진)동

남권원자력의학원 연

구센터장이 동남권원

자력의학원신임원장

에 임명됐다. 임기는

2년으로, 2014년 12월

부터 2016년 12월까

지다. 양광모 의학원장은 인제대 의대를 졸

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동아대학교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백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

원 등에서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로 재직했

으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방사선

종양학과과장을역임했다.동남권원자력의

학원에서는 개원 당시부터 연구센터장 및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으로 재직해왔다.

부산최초여성용접기술자배출
동부산폴리텍, 여성용접기능사과정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

상규, 기장군 정관소재)가 11월 28일 본

관 회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특수용접교

육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부산폴리텍과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진동숙)가 협약을 맺고 진행한

이번 과정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은 9월부

터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기능을 연마

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교육은 특수용접분야로서 여성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여

성으로서의 섬세함을 살려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전 학교와 산학협력 기업체(DK

오스텍)를 직접 방문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였고 특수용접, 자동굛수동 가스

절단, 플라즈마절단 등의 다양하고 실질

적인 교육내용을 구비하였으며, 교육 중

에도 일일 현장체험 학습으로 기업(고려

필터)을 방문하여 현장적응훈련을 하는

등 탄탄한 교육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현재 사전면접으로 취업

확정 또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부

산폴리텍은 올 연말까지 교육생 전원이

인근공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

정이다.

정주식 산학협력처장은 축사에서 릲남성

도 하기 어려운 용접을 실습장에서 열심

히 익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먼

파워가 정말 대한함을 느꼈다. 그동안 배

우고 익힌 기능으로 제 2의 직장에서 성

실하게 생활하여 인정받는 기능인이 되

길 바란다릳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진동숙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은 릲그동안

의 수고와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릳이

라 격려 하며 릲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준

동부산폴리텍에 감사를 드린다릳고 전했다.

동부산폴리텍은 이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한수원위

탁교육으로 인근주민 실업자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장애자공단과 협약을 맺고

장애인특수용접과정을 개설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609-6033

유방암적정성평가 1등급획득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년 연속 쾌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7천550개

기관을 대상을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

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원발성 유방암으로 진단받

아 수술한 환자 중 만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을 기준으로 시행됐으며, 전문인력구성,

진료과정과 결과 기록 등 총 18개 항목을

지표로 점수를 산출, 평가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100점 만점에

99.34점(전체평균 96.87, 동일종별 평균

95.59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세

부 평가항목은 구조부문에서 △전문인력

구성(외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상근)에서 100점, 기록충

실도 부문 6개 항목에서 평균 99.86점, 수

술부문 3개 항목에서 평균99.5점, 보조요

법부문 8개 항목에서 평균 97.61점을 획득

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유방암센터 전창완

센터장은 릲40~50대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서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다

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편이다. 정기

적으로 검진하고 좋은 병원 선택해서 적극

적으로 치료받길 권한다릳고 밝혔다.

동부산관광단지랜드마크

롯데몰동부산점오픈

아시아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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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시피

추위를 막아주는

릫두부전골릮

요즘도 날이 추워지면 따끈한 국물이 있는

전골(煎骨, 顫骨)을 많이 찾는다.

올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각종채소와 다양

한 재료를 이용하여 시원하고 영양이 듬뿍 우

러난 두부전골 요리로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

화목도 나누길 바란다.

재료(4인분)

- 두부1모, 소고기(우둔)150g, 무1/2개, 당

근1/2개, 새송이1개, 표고버섯3개, 우엉1/

2대, 미나리150g, 달걀4개, 석이버섯10g.

- 부재료 : 전분, 불고기양념(간장, 설탕, 다

진파, 다진마늘, 참기름, 깨소금, 후추), 육

수(다시마1장, 무1/2개, 양파1개, 대파2대,

멸치10마리, 표고버섯2개)

만드는 법

1. 소고기 반은 납작하게 썰고 표고버섯은 얇

게 저며 불고기양념을 분량대로 섞어 소고

기, 표고에 각각 양념한다.

2. 두부는 3*2.5cm*0.7 두께로 썰어 소금을

뿌린 후 전분을 살짝 묻혀 팬에 노릇하게

지진다.

3. 미나리는 5cm 길이로 썰고 나머지는 살짝

데쳐 놓는다.

4. 다진 소고기는 불고기 양념하여 완자를 만

든다.

5. 무, 당근, 새송이버섯, 우엉 5cm*1cm 길

이 골패모양으로 썰기.

6. 두부 한쪽 면에 녹말가루를 뿌리고 다진

소고기를 올려 두부를 마주 붙여 미나리로

묶기.

7. 다진 소고기는 작은 완자를 빚어 팬에 굴

려 익힌다.

8. 달걀은 황백분리하여 흰자는 석이를 곱게

다져 넣어 석이전을 부치고 노른자는 지단

을 부쳐 골패모양으로 썬다.

9. 전골냄비에 무, 당근, 새송이, 표고버섯, 황

백지단 소넣은 두부를 돌려 담고 가운데

소고기완자와 양념한 버섯을 담는다.

10. 멸치와 다시마 야채우린 육수에 국간장과

소금간하여 전골냄비에 부어 끓인다.

※ 완자나 은행 호두 잣을 장식할 수 있다.

요리연구가 장영숙

국비수업문의처 : 723-0011

겨울철껄끄러운입맛돌리기에는 릫아구찜릮이최고

기장군 모범음식점을 찾아서 - 월운 아구찜

월운 아구찜은 생아귀만을 사용하며 약간 맵지만 깔끔하다.

손질많이가지만생아귀만고집

아구수육과함께나오는곤이국은별미

어느새 하루 종일 찬바람이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겨울, 껄끄러운 입맛을 돌리기에는 매콤한 찜 음식

이 제격이다.

특히 부드러운 육질의 아귀와 콩나물, 미더덕, 미

나리 등을 함께 넣고 매콤하게 무쳐낸 아귀찜은 보

기에도 먹음직스럽다.

흔히 릫아구찜릮으로 알고 있지만, 아구찜의 표준어

는 릫아귀찜릮이다. 이 음식을 만드는 주재료인 생선

이름이 릫아귀릮이므로 아귀찜이 맞는 표현이다.

이 못생기고 먹을 게 없는 아귀어가 그물에 걸리

면 재수 없다고 바로 바다에 버렸다 해서 인천 지방

에서는 릫물텀벙이릮라고 불렀고, 부산을 비롯한 경상

도 지방 역시 아귀어가 그물에 걸리면 바다에 도로

버리거나 어시장 한구석에 내동댕이치는 천덕꾸러

기였다.

이렇게 천덕구니 취급을 받던 아귀어를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 아귀어를 찜으로 만들어 대중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마산의 아구찜이라 할 수 있으

나, 아귀어를 먹기 시작한 것은 부산이 먼저다.

한국전쟁 후 1950년 중반에 아귀어는 릫물꽁(물곰)

찜릮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서면 미군부대 옆 물탱크

근방에 술도가가 있었는데, 이 술도가 창고에서 할

머니 두 분이 생아귀어를 쪄서 양념장에 찍어 술안

주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했고, 충무동 다리 옆 판잣

집에 생아귀로 물꽁찜을 해서 파는 집이 있었다.

기장수협 사거리에서 새마을공원 쪽으로 위치한

릫월운 아구찜(대표 신해옥)릮 식당은 입에 잘 맞는

양념 맛이 비결이다. 신 씨가 직접 키운 밭에서 키

운 고추가 양념에 들어간다. 푸짐한 밑반찬도 식당

에서 직접 만들어낸다.

21년의 식당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 씨는

16년째 릫월운 아구찜릮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도 사

람이 좋아하는 적당히 매우면서 입에 착 붙는 맛으

로 오랫동안 미식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인기메뉴는 아구찜과 아구수육이다. 빨갛게 물든

콩나물더미 여기저기에 파묻힌 아귀가 모락모락 김

을 내면서 눈앞에 놓여졌을 때는 그야말로 침이 꿀

꺽 넘어간다.

생 아귀만 고집하기에 주방에서 일일이 손질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꾸 오르는 아귀 값에 가격을 올

리고 싶지만 동네가 동네이다보니 가격을 높게 책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2∼3명이 먹을 수 있는 소자가 3만원이고 4명이

먹는 중자 4만원, 대자가 5만원이다.

조금 비싸지만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구수육

이다. 소자 7만원, 대자는 8만원으로 수육을 먹고

나면 아구찜이 따라 나온다. 함께 나오는 수육 삶은

국물에 아귀 곤이( )를 추가한 국물은 일품이

다. 아구탕은 소자 3만원, 중자 4만원, 대자 5만원

월운아구찜 722-7780

면역증진을 위한 영양실천

아연은 체내 면역체계와 주요 대사과정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무기질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

에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아연이 생체 내

에서 하는 기능은 △면역증강과 상처치유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세포증식과 성장에 관여 △DNA,

RNA와 같은 핵산 합성에 관여 △탄수화물, 단백

질, 지방 대사에 관여 △남성의 성기능 및 생식능력

등에 관여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특정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더라

도 다양한 생리적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

게 된다. 그 예로, 성장장애, 상처치유 더딤, 피부

염증 유발, 면역기능 저하, 감염질환(감기 등) 발생

율과 지속기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면역

저하로 발생하는 각종 피부염, 건선, 아토피 피부

염, 바이러스 감염 시 아연공급이 유용하다.

아연은 패류(굴, 게 등), 육류, 우유, 요구르트,

두류, 견과류 등 대부분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

만성 염증성 장질환시 △장기간 총정맥영양 시 △

거식증 등 장시간 식사량이 부족한 경우 △섬유소

나 피틴산이 많이 든 식물성 식품위주의 식사(채식

주의자) △신부전 등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이

뇨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

우 아연 결핍증이 초래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아연

보충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턱대고 많이 먹으려는 경

향이 있다. 릫과유불급(過猶不及)릮이라, 과잉으로 아

연을 섭취했을 때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부

작용이 초래되거나, 오히려 다른 무기질(예. 철, 구

리)의 흡수를 억제시켜 면역기능저하, 또는 빈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다는 아연도 적절히

섭취하는 것(아연의 일일 섭취권장량 성인 8-10mg

, 임신부 11mg, 수유부 13mg)이 중요하다.

예) 보리쌀 90g에 철분 1.92mg, 굴 80g에 철분

14.50mg, 돼지고기 60g에 철분 3.28 mg, 우유 200g

에 철분 0.76mg, 시금치 70g에 철분 0.46mg

황혜정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자문위원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퀴즈협찬광고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퀴즈협찬광고

▶인생이 꼬이고 안풀려 사는게 힘이 들고?내 인생이 궁금하다면...?

가인(稼印)역학원
사주운세풀이와 미래에 대한 상담.남녀궁합,

결혼택일, 출산택일, 재물운과사업운, 건강운과

청소년 진로 선택 상담, 이사택일처방

가인(稼印)명품작명원
아기이름작명, 학생 성인이름 개명, 회사상호명

(개인+법인)제품명 예명 아호 태명 작명 38년

여원선생, 현재이름무료감정

가인(稼印)풍수원
▣ 부동산풍수

양택(점포감정, 대지감 정출장, 건물감정, 풍수

인테리어) 음택(묘터감정 및 묘지감정에 따른

이장, 장례절차 상담)

◈ 생활풍수, 건축풍수, 직업(학과) 선택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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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지프차와버드나무가지

농촌에 병충해가 만연되고 있던 1969년

6월 30일 오후 2시경 시골에서는 보기 드

문 랜드로버 차가 일광면 청사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중년층과 젊은 사람이 면청사

로 들어가 면장을 찾았다. 마침 박 면장은

직원들과 함께 관내 농촌을 찾아다니면서

만연되고 있던 벼멸구방제에 따른 협의와

농약지원을 약속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

다. 점심은 들판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주를

나눠 마시고 오후1시쯤 면청사로 돌아와

피로한 나머지 걸상에 발을 얹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다.

면직원이 낯선 젊은 사람에게 릲그기 쉬고

있는 사람이 면장님이라릳고 했다. 서류 같

은 것을 든 젊은 청년은 면장을 깨웠다. 밀

짚모자를 눈 아래로 내려 잠시 눈을 붙이

고 있던 박 면장은 모자를 올리면서 눈을

떠보니 낯선 사람이 웃음 띤 얼굴로 쳐다

보고 있지 않는가.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

도 했다. 릲영감님은 어디서 본 듯한데 누구

시더라릳고 한즉 옆에 서있던 젊은이가 릲경

남지사님이십니다릳고 했다. 깜짝 놀란 면장

은 일어서 차례자세로 섰다. 릲면장님 그럴

것 없어요. 농촌에서 농민들과 어울려 일하

면 때론 술도 한잔씩 해야지요릳하면서 면장

실로 들어가 면장을 격려하면서 병충해관

한 브리핑을 받고 장안면으로 향해 떠났다.

출발하기 전 김 지사는 도로까지 전송 나

온 면장과 직원들에게 릲내가 장안면을 둘러

정관방면으로 간다릳는 전화를 하지 말아달

라는 말을 당부했다. 그것은 직원들이 긴장

하여 하는 일을 멈추고 딴 일을 할 수 있다

는 취지였다. 즉 공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지사가 떠나자 박 면장도 바로 화전지역

들판을 향해 갔는데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

은 지사의 당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직

원들은 장안면사무실로 전화를 돌렸다. 당

시 전화는 요즘과 같은 다이얼이 아니고

수동식 전화였다. 예를 들어 군청교환을 부

르자면 릲찌리링--릳하고 길게 돌려야하고 기

장면의 경우 릲찌리렁 찌렁릳즉 길게 한번은

짧게 돌려야 했다. 5개읍면의 전화호출신

호가 모두 틀려서 받는 쪽의 혼잡이 자주

일어났었다. 일광면 직원이 장안면 호출신

호로 길게 짧게 짧게 길게 계속 신호를 보

내도 받지 않았다. 어쩌다 장안면에서 전화

를 받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하도 복잡한

신호가 울려 정관면사무소에서도 동시에

받게 된 것이다.

릲경남지사님이 장안 쪽으로 갔으니 그렇

게 알고 평상시와 같이 근무를 하면 된다릳

고 했다. 그러면서 연락을 받은 것 같은 인

상은 절대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단일

선이 되어 도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정관면 사무소는 경남지사가 장안쪽으로

출발했단 말만 듣고서 비상이 걸렸다. 장안

면에 들린 지사는 병충해관한 현황을 듣고

다음 면인 정관면에 도착했다. 그런데 웬일

인가, 사무소 앞에는 먼지가 일어나지 말라

고 물이 뿌려져 있고 그 옆에는 면장을 비

롯해 직원들이 줄은 서서 지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지사는 크게 노했다. 그렇게

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연락을 했구나 하면서 일종의

배신감이 들었다. 정관면의 도열병방제를

자신 있게 설명하는 면장의 보고를 듣고

지사는 국도를 나와 울산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지사가 다녀간 지 20일째인 7월 21

일 경남지사는 병충해공동방제를 소홀했다

면서 일광면장을 해임시켰다. 어느 면보다

방제실적이 우수하다고 자인하고 있던 박

면장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평소 매사에 성

실하고 어진선비로 평가받고 있던 박 면장

이 해임을 두고 한때 말이 많았었다. 결국

하지 말라는 전화를 한 괘씸죄(?) 때문이

었다는 중론이고 보니 직원들이 이웃면에

베푼 우정바람에 박 면장이 억울한 날벼락

을 맞은 샘이었다.

당시 부산시 부용동에 있던 경남도청의

지사가 예하관아인 동래(현 기장)군을 순

회 하면서 병충해를 소홀했다면서 일광면

장을 해임시키는 일이 일어나자 군수는 안

절부절 했다. 까딱 잘못하면 군수에게도 날

벼락이 떨어질지 몰랐다. 그래서 군수는 관

내 전공무원을 동원하여 농촌에 투입시키

고 군수자신은 군청(당시 동래 수안동)에

서 참모회의가 끝나면 바로 5개면으로 나

갔다. 5개면으로 들어가려면 동래서 석대

를 지나 고촌 안평으로 가는 지방도로와

울산국도를 따라가다 정관면 월평에서 넘

어가는 길이였다. 군수의 승용차는 지프차

위에 덮개를 한 검은색의 경남관154호 탑

차였다. 일광면장의 해임에 열을 받은 군수

는 매일아침 농촌으로 나와 직원들과 함께

공동방제에 힘을 쏟았다. 대신 게으른 공무

원은 가차 없이 문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

고 농촌에서 살다시피 했었다. 당시 군내

전 지방도로는 모두가 비포장도로여서 차

라곤 드문드문 다니고 있을 때였다. 군수가

탄 지프차가 먼지를 날리며 나타나면 일하

고 있던 공무원들은 손을 흔들었으며 가깝

게 있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다.

모두가 눈점을 받기 위해서였다. 때로는 어

느 과장이 어느 면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운전기사에게 묻기도 한다는 말이 퍼지자

모두가 오지대신 도로와 가까운 곳으로 나

와 일하는 척 하기도 했다. 매일과 같이 농

촌으로 나와 귀청할 때까지 5~6시간씩 야

외서 활동하던 군수는 평소의 당뇨병과 피

로에 지쳐 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자기가 타지 않고

운전기사만 관내농촌을 한바퀴 돌고 오라

고 했다. 그래서 당시 정모기사는 군수가

타고 있지 않은 지프차를 몰고서 농촌도로

를 달리기 시작했다. 들판에 나와 있는 공

무원들은 군수차만 보이면 군수가 탄줄 알

고 모두가 절을 하고 손을 흔들었다. 깨소

금같이 기분이 좋은 정 기사는 창밖으로

손을 내어 흔들어 답한다. 1주일쯤 지나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군과장들과 직원들을

어이가 없었다. 급수를 따져도 최하위인 운

전기사에게 절을 한 것이 분하기 짝이 없

었다. 선거에 떨어진 것을 괜찮으나 상놈에

게 절한 것이 분해 못살겠다는 한강의 말

과 같았다. 그래서 과장들과 정기사가 짜낸

묘안이 군수가 타지 않을 때는 농촌도로가

에 많이 서있는 포플러나무 가지를 꺾어서

지프차 뒤 안테나와 같이 세워 달리기로

합의했다 물론 군수에게는 비밀로 하고

서…. 1969년 8월 먼지가 뿌옇게 내품는 기

장관내 비포장도로를 따라 포플러가지를

세원 지프차가 힘차게 자주 달리고 있었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11월과 12월은 유난히도 많은 선남

선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앞 다퉈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았다.

윤달이 있는 달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다는 풍습 때문인지 음력9월 윤달이

끝난 뒤부터는 밀린 숙제를 해 내듯이

매일 같이 책상 위에 청첩장이 놓여 있

었다.

청첩장은 전혀 만나지도 보지도 못

했던 동창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지인

과 친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의

부류들이었으며 덕분에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도 생각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12월 25일에 결혼식을 올리

는 동창의 자녀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관계부류의 결혼식 중

에 한 지인의 얘기를 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친구 편으로 지금 소개하고

자 하는 지인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 얘

기를 들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

직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자, 친구는 지

인의 딸을 중매한 중매자라서 결혼식

일정을 미리 알게 되었다고 하며 딸의

결혼에 대해 지나칠 만큼 조심스러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우편으로 받은

청첩장에는 신부와 신부의 엄마이름

뒤에 새로운 종교의 세례명이 적혀있

는 것이었다. 결혼을 하는 신부는 신랑

의 권유나 원활한 결혼생활을 하기 위

해 종교를 바꿀 수 있다고 자연스레 이

해가 되지만 신부의 엄마까지 지금까

지 열심히 믿어 온 종교를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의아해짐은 당황스

럽기까지 하였다.

다른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에 의

하면 멀리 있는 형제에게는 아예 결혼

하는 것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축하받고 또 받고 그래도 모자라 더 받

아야 할 딸의 결혼을 왜 그리 조용히

하고 싶다고 했을 까, 릲왜 그랬을 까?

무슨 일이었을 까?릳 지인의 친정엄마

는 공부에 의해 사람이 평가될 만큼 공

부에 대한 편견이 남달리 아주 심했다

고 들었다. 또한 지인의 친정엄마는 편

집적으로 자신의 잣대에 맞춰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

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셨

다고 하였다. 이러한 친정엄마의 편집

적 성향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장녀라는 이

유로 누구보

다 잘하던 공

부를 포기하

며 생활전선

으로 나가게

된 지인에게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부터 공부를 포기한 지인은 스

스로 자신을 무가치하며 열등한 존재

로 인식을 하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

해 타인과의 관계 또한 협소하게 지내

게 되었다고 하였다. 보기 드문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경제적으로는 호사를

누리고 살지만 이때 형성된 자신의 가

치관은 그대로 자녀에게 되물림을 하

고 있는 듯하였다. 지인은 자녀들에게

누가 봐도 지나치게 공부에 대한 관심

이 높았고 공부를 잘 하는 자녀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만 공부를 못하

는 자녀에게는 끊임없는 질책과 비난

을 해대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지금 결

혼하는 딸은 지인에게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딸이었는가?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도 조용하게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가?

자신을 개방시키는 것이 두려운 열

등의식은 자신에 대한 신념이 철저하

여 자신의 신념이 타인에게 전달이 되

지 않거나 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

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며

심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

시켜버리기도 하는 협소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운 불안한 마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만족스런 삶을 느낄

수도 누리기도 어렵다. 이러한 삶을 우

리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이라고

한다.

이제 지인의 딸은 결혼식을 통해 지

인과 분리가 되는 순간이다. 지인의 딸

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누리고 행

복을 느낄 수 있는 개방된 삶이되기를

진정 바라본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지인의 모

습이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 지, 스스로

에게 질문과 답을 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

간이 되기를 바란다.

기장 부경평생교육센터 T. 051.723.9700

정관 기장평생교육센터 T. 051.72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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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과정

주간반
09:00~13:50(1일5시간)

01월12일 개강굩

주간반
(실업자국비지원)

09:00~17:30(1일8시간)
02월02일 개강굩

1. 실전주식(2개월 과정)
19:00~21:00(주2회/ 월. 목요일)
01월05일 개강굩(입문과정)

야간반
18:30~22:20(1일4시간)

01월05일 개강굩

야간반
(직장인국비지원)

18:30~22:20(1일4시간)
01월05일 개강굩

2.웰빙다이어트(2개월 과정)
3.우아미(인문학을 통한 우리아이의 미래 열어주기)
10:00~12:00(주 2회/ 화. 금요일)

01월05일 개강굩

2015년 3월 시험굩
(15차시험반)

(높은 취업률 및 내 가족
요양 시에도 급여제공)

현 무시험
시간이수 기간굩

(전망 높은 고소득 직업군)

민간조사원과정(탐정)
실전주부영어(초급과정) 준비 중굩

사회복지사1급시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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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상담 굩

위치: 정관신도시 달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신영빌딩8층(평생비젼교육센터 내)

우수방문요양기관

퀴즈협찬광고

www.sccare.kr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www.sccare.kr
퀴즈협찬광고

굩

국가자격증과정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1통 및 3X4 사진3매

릲 릳
제3회 알뜰김장시장 열려…재료 저렴하게 구입

기장군과 동부산농협(조합장 하두선)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정관면 윗골

공원(어린이도서관 앞)에서 릫제3회 기장군

알뜰 김장시장릮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본

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역에서 생산된 우

수한 김장 재료 판매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시중보다 저렴

한 가격으로 재료를 구매해 가계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됐다.

행사장에서는 기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배추, 무, 건고추, 쪽파, 미나리, 젓갈류 등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 곳에서 구

입 가능했으며 절임배추 10㎏, 20㎏를 각

각 1만4천900원, 2만8천900원에, 배추 1포

기(2㎏기준)를 1천500원에 판매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현장 카드결

제와 인근지역 배달 서비스(30포기 이상)

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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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합창단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회원 연령에 따라 맞춤식 지도

릲하나, 둘, 셋, 넷…….릳 익숙한 구령에 맞춰

학교와 직장에서 모두가 따라했던 것이 국민

체조인데 새마을 운동 시절에 보급돼 동작이

경직된 측면이 강했지만 최근 현대인의 생활

변화에 맞게 개발한 건강 체조가 새로운 생활

체조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지역 노인복지관

건강체조교실도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을 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

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탄생됐다.

이연경 강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 30여명의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다.

릲유연성 증진을 위한 체조, 목과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체조, 스트레스 이완을 위한 체

조, 체중조절을 위한 체조 그리고 커플 체조

등을 합니다. 특히 유연성 운동은 통해 목 어

깨 옆구리 허리 등 각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

는 준비운동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운동 강도를 구분하여

어르신들의 관절이나 무릎에 무리가 안 가도

록 쉬운 난이도 동작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결석 없는 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릳

라며 수업 진행 방향과 앞으로의 다짐을 전

한다.

건강체조교실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수업에

대한만족도가매우높다. 릲접수기간에는새벽

5시에 와서 줄을 서야 수강할 수가 있어요.

인기가 많아 내년에는 주 2회로 늘린다니 반

가운 소식이죠. 오랜 세월 가사노동에 시달린

여성들이 겪는 어깨 결림, 요통, 만성피로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6개월에 1만원이지만 운

동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릳

유숙옥 반장(63)은 릲허리가 항상 뻐근하고

불편했는데 건강 체조를 꾸준히 하면서 많이

개선되었고 회원들과 함께 수다 떨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생활에 큰 활력이 됩니

다. 선생님이 맞춤식 지도를 하기 때문에 회

원들이 낙오 없이 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릳

오락반장 한순남(79) 회원은 웃긴 이야기

로 교실의 분위기를 항상 유쾌하게 하는데

릲힘든 운동으로 자칫 무거워 질 수 있는 교실

분위기를 위해 누군가가 싱거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자청해서 하곤 합니다. 회원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 지기도 하구요릳라며 웃는다.

회원들은 건강체조가 연신 좋다고 하면서

릲건강체조는 머리 어깨 허리 무릎 손바닥 얼

굴 등 우리 몸 구석구석의 근육을 풀어주고

움직이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건강체조의 효

과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조교실 꾸

준히 다니면서 운동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

을 것 같아요릳라고 말했다.

매일 매일 취하는 잘못된 자세나 균형 잡히

지 못한 생활 습관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건

강을 해치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체조는 성별

연령 구분 없이 모두에게 유익한 운동이며 특

히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확한 체조법

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여가 선용의 기회까

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장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체

조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가 확산되어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100세까

지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명희 명예기자

건강체조남녀노소모두에게유익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오늘은

황도연(사진굛70세) 어

르신을 만났다.

릲어서와요.릳 수줍게

인사를 건네시는 어르

신의 표정이 소녀 같아 보였다.

어르신은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레크댄스 교실과 우리춤, 요가, 장구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개근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신다고. 그 중 우리춤 교실에서 4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과 함께 어울려 음악에

맞춰 새로운 춤을 배우고 연습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고 한다. 어르신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무언 가를 배울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 이렇게 배움에 적극적인 이유는 배

움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활에 활기가 불어넣

어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곱게 단장을 하고 셔

틀을 타고 복지관을 찾는다. 아침을 즐겁게

맞이하는 그 시간들이 젊음의 비결이며 긍정

적인 힘의 원천이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자신을 젊어지게 하고 기분

도 좋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런 마음

가짐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

나 꾸준하게 오다보니 개근상도 받게 되는

일이생겼다고한다. 그것또한너무기분좋

고 감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어르신은 릲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진

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도 행복하게 어울려 살 수 있어요.릳며 릲시간

들이 완전히 행복하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봉

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

노인복지관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취미생활을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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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여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워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고연화 명예기자

태영아파트경로당, 교리초에학자금전달

협동농장시범사업…고구마재배수익금

기장태영아파트(기장읍 소재) 남자 경

로당(회장 정동근, 이하 태영경로당) 회원

일동은 협동농장 시범 운영으로 얻은 수익

금 20만원을 12월 1일 교리초등학교에 교

육기자재와 도서구입 자금으로 써달라며

전달<사진>했다.

태영경로당은 지난 5월 회원 상호간 친

목을 도모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능

력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협동 농장 시범사

업을 계획했다.

태영경로당은 김명선 회원이 제공한 일

광면 칠암리 경작지에서 지난 5월 고구마

를 파종하고 5개월간 정성을 들여 가꾼 고

구마를 10월 수확, 판매한 수익금을 전달

한 것.

정 회장은 릲회원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모범적인 노인상

이 되고 있다릳고 말했다.

릲먼저나부터사랑하는것, 그것이행복굩릳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아침을 맞으며

새해 을미년의 아침이다.

자연의 운행은 예나 이제나 아무런 변화가 없건만 한해가 가고 새해가 오

는 이때가 되면, 젊은 청소년들은 하루속히 어른이 되고 싶어 일탈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 살을 잡수신 어르신들은 언젠가부터 모두 덧없이 가버린 시간

들에 아쉬움과 한숨 섞인 인생의 무상을 털어내곤 한다.

보낸 세월을 돌이키면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겠지

만, 작년의 갑오년은 평생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을 사건이 난 안타까운 해였

다. 갑오년을 돌이켜 보면, 120년 전의 갑오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해도 굵직한 대내외 굴곡이 큰 산맥인양 남아있다. 안으로는 갑오경장과 동

학혁명이소용돌이쳤고,밖으로는외세가우리나라안에서맞붙는청일전쟁

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의 아픔처럼 두 갑년 전의 갑오년도 세월의 흐름 속에 추억의

장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는 가버린 세월을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

고, 털치고 일어나야할 시점이다. 이것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가 힘들었기에 을미년을 들어서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오늘

아침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좋은 시작이 일의 절반이라

했고, 훌륭한 시작은 훌륭한 끝을 만든다고 했으니, 을미년 이 아침은 이런

좋은 화두로 새해를 맞을 일이다.

졸시룗아침을 맞으며룘전문

릫비온뒤에땅이더욱굳어진다.릮는속담처럼어제의고통과어려움이오늘

을 튼실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도 이겨내

지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말의 해는 가고 이제 양의 해가 되었다. 묵

은해는 가고 찬란한 새해의 아침이 왔다.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특이점이 많

다. 온순하고부드러우며단체생활을잘하고서로간의관계가원만하다고한

다.

우리 사회는 너무 날래게 달리고 자기완성과 자기만족에 너무 치우친 그

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간 속에 사는 것 같다. 올해는 양의 성정을 닮아 서로

를 위하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의롭고 온화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릲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 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시간

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릳(이해인)

내일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자.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 주간반

- 야간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청소년반, 어머니 요리반
▶

○모집대상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청소년

(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

○ 2년만에정규고등학교졸업장취득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신 분은 기간을 더 단축)

○무시험으로전원대학진학

○각종조리사자격증취득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자격증)

○직장인을위한반개설

- 출퇴근시간 지장 없습니다

-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학비무료입니다

1) 활동기간 : 2014년 12월 22일 ~ 2015년 1월 31일
2) 활동내용 : 기장 관내 경로당 청소 및 사무실

서류 정리 업무
3) 신청방법 : 청소년 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dovol.youth.go.kr) 회원 가입
4) 봉사활동 인정시간 : 최대 하루 4시간

취업희망자모집안내

1) 모집기간 : 상시
2) 취업분야 : 아파트 및 빌딩 경비, 미화원, 생산업무, 시간

제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미역, 다시
마 공장 근무 외)

3) 신청방법 : 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문의 :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부산동부취업지원센터(☎ 722-7858)

릲
릳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부산경호고등학교
문의 : 051)523-0209, 010-3915-5633

태영아파트 남자경로당 제공

유료광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비서류
산모굛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읍굛면 및
보건소

보건소 및
정관보건지소

산모수첩,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난임부부지원 보건소
보건소 및

정관보건지소
진단서,신분증,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산모굛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및

난임부부지원사업을 2015년 1.1부터는대상자들의편의를위

하여 민원접수 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정보망 활용 동의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담당자 확인으로 갈음함

보건소(709-4860),정관보건지소(709-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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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지역은 오랜 역사 속에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 중에 기

장의 문화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미

세간에 많이 알려진 기장의 보물인 차

성가와 조선시대 선비들이 산수자연과

함께 경영한 구곡원림(九曲園林)의 장

전구곡가이다. 이 가사는 1800년대 말

철마출신인 추파(秋坡) 오기영(吳璣泳

1837~1917))선생이 송나라 주자선생의

무이도가(武夷棹歌)를 차운하여 지은

칠언절구 10곡을 노래한 부산지역에서

유일한 원림경영의 구곡가이다. 추파선

생의 본은 해주, 해주오씨판관공파(海

州吳氏判官公派)의 24세로 기장군 철마

면 와여리 출생이고 자는 성준(成俊)이

다. 벼슬은 수승정3품통정대부돈녕부도

정(壽陞正三品通政大夫敦寧府都正 고

종22,1885년)과 종이품 가선대부중추

의관, 내장원경 등에 이르렀다.

장전구곡가의 출처와 각련의 주제

장전구곡가의 원본은 철마면 와여리

오태환의 고가에 보관 중인 2가지가 있

었는데 하나는 글을 쓴 사람과 년대가

미상인 한지에다 행초서체로 미려하게

쓰여 진 것이다. 또 하나는 근세의 것으

로 추정되는 2폭 병풍으로 추파선생의

작품을 최병민(崔炳玟)이 적어서 오재

진에게 증정한 것인데 글을 쓴 년대는

명확하지 않다.

장전구곡가는 추파선생이 지금으로

부터 약100여 년 전 여름 어느 날 석양

이 물들 때 쯤 고향을 찾아 들면서 오륜

대를 서시로 시상을 잡고 1곡 선동을 시

작하여 9곡 홍류동천까지 거문산과 문

래봉 사이의 원천을 시원으로 아홉 굽

이 휘돌아 흐르는 아름다운 구곡천 전

경을 보고 칠언절구 형식의 총10수,

280자로 근체시의 율과 격이 맞게 지은

한시 시가이다.

작자는 옛날 철마에서 동래 쪽으로 동

래에서 철마로 다니던 옛길의 길목인 지

금의 회동수원지 한 곳인 일명 봉황대라

불러지는 오륜대 인근에서 발길을 멈추

고 멀리 선동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시상

에 잠기게 된다. 그리고 철마천 길고 긴

내의 아홉 굽이를 차례로 거슬러 올라가

면서 장전구곡가라 이름 하고 다음과 같

은 서곡으로 시작하는데 릲오륜대 아래

지기 내려 정기 모인 곳에 두 골짝 어울

린 못 예나 제나 푸르고 울 바위 가물한

곳 해가 저무는데 나무하는 아이의 피리

소리 귓가에 아련하구나.(五倫坮下翠坤

靈兩谷流波萬古 到鳴 山日暮耳醒

樵笛兩三聲)릳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1곡은 해지는 저녁 무렵에 임

기천과 철마천의 물줄기가 합류되어 형

성된 지금의 회동수원지 한 곳에서 노

을 저 멀리 보이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금정구 선동마을 풍경을 다음 시로 노

래하고 있다. 릲첫 굽이 돌아들어 건너갈

나룻배 찾아 가던 말 잠깐 멈춰 냇가에

서서보니 저 멀리 선동마을 옹기종기

모여 있고 노을 진 오두막집 저녁연기

가 해 맑구나.(一曲溪深問渡船 征 乍

住倚 川 仙洞衣衣僊分小 擁雲茅屋起

晴煙)릳 그리고 2곡은 철마천 지류와 회

동수원지가 합류되는 곳 바로 위쪽에

있는 아름다운 여러 모양의 바위가 마

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를 이끼 낀 그림바위(畵岩)로 그 아름

다움을 릲두 굽이 돌아드니 깊고 깊은 만

장봉은 이끼 낀 그림바위 그 모습은 변

하였고 지팡이 잠긴 뒤로 맑은 물 바라

보니 겹겹이 쌓인 봉우리 몇 굽이 돌아

갈 길이냐?(二曲深深萬丈峰 畵 笞食

換形容 歸 暫住 溪上 疊疊峰回路幾

重)릳라 노래하고 있다.

3곡은 화암을 지나서 세 굽이 째인 불

매바위(治岩) 앞을 보고 거대한 바위가

마치 한 척의 배가 물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광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릲세 굽이

돌아드니 불매바위가 뜬 배 같고 길손마

다 풀무라고 손가락질 몇 해였나? 세상

변한 모습은 지금도 그러한데 마음속에

감춰진 정 못 내도록 애절 하구나.(三曲

冶岩如泛船 行人指点幾多年 桑田碧海今

如許 未盡 心慾自憐)릳라고 적고 있다.

4곡은 아홉 굽이의 네 굽이 째로 고양이

바위(猫岩)에서 떨어지는 물보라가 마

치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泡花)처럼

보이고 한 낮에 닭울음소리에 시간 맞춰

서 물을 긷기 위해 석담에 모이는 아이

들의 한가한 모습을 릲네 굽이 동서로 우

뚝한 고양이 바위는 물보라 꽃으로 아름

답게 드리워지는데 고요 깨는 낮닭울음

장전마을 어지럽고 물 긷는 아이들은 석

담에 모이는 구나.(四曲東西立猫岩 泡

花落處色 午鷄亂唱長田巷 汲水兒童

到釋潭)릳라고 노래하고 있다.

장전구곡가의 중심 위치가 되는 5곡은

2001년 장전구곡회와 후손들이 세운 장

전구곡가의 시비가 있는 쌈지공원으로

멀리 보이는 평림(平林)과 저녁노을의

조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릲다섯 굽이 돌

아드니 노을 속에 물빛 깊고 철따라 잠

깐 보는 아득한 풀숲이라 저 샘에 머리

뜻 있음을 뉘라서 알 것이며 몇 곡조 맑

은가락 즐겁게 하는 구나(五曲雲霞水色

深 四時隨看遠平林 溪頭有意誰能識 數

曲 歌喜容心)릳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섯 굽이를 지나 중소(碧灣)가 있는

여섯 굽이인 6곡은 사람이 살고 있는 마

을에 거의 다 와서 마을의 아이들을 불

러보아도 아무 대답도 없이 사립문만

닫혀 있는 한가로운 장전마을의 풍경을

릲여섯 굽이 돌아드니 감돌다 머무는 곳

에 마을아이 불러 봐도 사립문 닫혀있

고 서산에 지는 해 붉은 노을 더하는데

숲 속에 날아드는 새들은 한가롭기만

하네.(六曲 臨喜碧 呼童村店闢柴

西山落照紅將 飛鳥棲林意自閑)릳라고

적고 있다.

철마면사무소에서 대곡마을로 가는

다리 건너기 전에 철마한우축제가 열리

는 장터일원인 7곡은 작자가 몇 해만에

금의환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와서 본 넓

은 장전평야(長田平野)와 옛날의 고적

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잘 안 보이고 한

가롭고 조용한 고향의 풍경을 릲일곱 굽

이 돌아드니 푸른 물결 잔잔하고 사방

풍경 살피려 고개 돌려 몇 번일까? 전해

오는 고적들은 지금도 그대론데 모진세

파 시달리기 그 또한 몇 해던가?(七曲

潺潺流碧灘 四邊風物幾回看 傳來古蹟

遺今日 風霜幾度寒)릳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

8곡의 물속에 잠긴 베틀바위(機岩)

는 지금의 보림사 주차장 일원으로 연

구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그 지형이 많이 변하였으며 당시 많은

물이 철마천을 흐르고 있는데릲여덟 굽

이 돌아드니 골바람 자욱하고 석양에

베틀바위 물속에 잠겨있네. 보이는 곳

곳마다 하나같이 아름답고 나무하는 늙

은이도 유람삼아 오가는 구나.(八曲風

煙兩眼開 機岩影倒夕陽回 相看處處多

佳景 樵 遊人自去來)릳라고 철마천의

광활한 물줄기를 노래한다.

장전구곡가의 마지막 구절인 9곡은 철

마천의 긴 내(長川)가 자연과 더불어 아

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홍연폭포에서 떨

어져 흘러내리는 굽이굽이 물결소리가

동천고을(虹流洞天)에 울려 퍼지는 아

름다운 광경을 릲아홉 굽이 돌아드니 자

연에 흥취 되고 물고기 헤엄치며 새들이

지저귀는 즐거운 장천은 산발치 푸른 계

곡 구름만이 아득한데 굽이굽이 물결소

리 동천고을 울려 퍼지고 있네.(九曲興

來心自然 遊魚啼鳥樂長川 碧溪山下雲深

處 曲曲鳴波聞洞天)릳라고 노래하여 장전

구곡가 10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선시대 구곡원림 경영과 기장의 장

전구곡가

소요당(逍遙堂) 박하담(朴河淡 1479

~1560)이 1536년에 지은 운문구곡가

(雲門九曲歌)로 시작 된 조선의 구곡경

영은 이후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한강

정구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학자들로 이어졌으며 이 구곡시

가는 17세기와 18세기를 거쳐서 지금까

지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바다

를 이루는 물이 처음부터 바닷물이 아

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작은 샘에서

부터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내를 이루

고 이것이 큰 내를 이루어 결국은 바다

로 흘러들어가서 큰물이 되는 것처럼

릲학문 역시 작은 기초부터 시작하여 여

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큰 학

자가 될 수 있다.릳라는 과정을 비유한

것으로 이는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을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선비들

은 개인의 학문성취 과정을 자연친화적

인 산과 물줄기에 대비하여 그 과정을

심화하여 그의 학문에 대한 경영을 구

곡원림으로 표현 하였다. 이것을 시대

와 나라가 다른 지역이었지만 무이도가

를 인용하여 조선에서의 구곡원림에 대

한 경영을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이를 차운하여 가사로 지

은 것이 오늘날 알려져 있는 지역마다

남아있는 구곡가인 것이며 추파선생의

장전구곡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

된 가사인 것이다.

기장 선비의 학문적 가치를 알린 장

전구곡가와 시비(詩碑)

기장지역 향토문학의 꽃이라 할 만큼

수준 높은 문학작품인 장전구곡가의 시

비는 기장군 철마면 장전마을의 구곡천

가운데 구곡의 가장 선경인 다섯 번째

굽이인 오곡의 쌈지공원에다 2001년 8

월 13일에 안대영선생의 자료정리와 함

께 고향을 사랑하는 장전구곡회의 뜻을

모아 추파선생의 후손들과 함께 세웠

다. 지금으로부터 830년 전 주자선생의

무이도가가 알려진 후 약700여년이 지

난 조선 말기 철마천 아홉굽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추파선생의 장전구곡

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장의 문화융

성 기여에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이는 조선시대 기장 선비의

학문적 자존심을 지켜주는 동시에 그

가치를 알려주는 기장의 향토문화 자원

으로 우리 미래에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자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황구<기장문화원 향토연구 실장>

미래창조과학부굛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부산지역 대학 최초 선정

동의대학교(총장 공순진) 무한상상실에서

이색적인 이야기 마당으로 구성된 스토리축제

를 개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의대 무한상상

실은 지난 12월 12일 기장읍 대변항 인근에 위

치한 하가빈 카페에서 기장군민 등이 참여한

릫스토리두잉 랠리 첫 번째 이야기릮를 개최했다.

기장문화원 향토연구실장 황구 선생의 기장

이야기와숲해설가 박종명씨의 솟대만들기 체

험, 단소와대금 연주로 구성된 작은음악회, 감

독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릫낙동강 배들의 눈

물릮상영, 하가빈 카페 하오용 대표의 커피이야

기, 참가자들의 애장품 옥션 등 참가자들의 스

토리가 공유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무한상상실 김일철 원장(동의대 광고홍보학

과 교수)은 릲20대부터 70대에이르기까지여러

세대가 한데 어우러지는, 세대를 넘어서는 이

야기 마당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기획했다릳고 전하고 릲이야기의 수동적인 전달

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스토리두잉 랠리의 의미를

도입했다릳고 밝혔다.

한편 동의대 인문사회연구소는 지난 6월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

는 릫2014 무한상상실릮 운영기관으로 부산지역

대학 최초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9월까

지 12주 과정의 릫무한상상 스토리두잉 아카데

미릮를 스토리텔러과정(일반과정)과 스토리두

어과정(전문과정)으로 나눠 운영했다.

조선시대, 기장지역의 구곡원림 경영
기장 선비의 학문적 가치를 알린 장전구곡가(長田九曲歌)

이슈로 본 시사용어

▲ 블랙 프라이데이/ 매일신문 2014년 11월 26일자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서, 전

통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시점이자 연중 최대

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릫검다릮는 표현은 상점들이

이날 연중 처음으로 장부에 적자(redink) 대신 흑자

(blackink)를 기재한다는 데서 연유한다.]

1960년대 필라델피아의 버스 기사들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이 되면 지독한 교통지옥을 경험하곤

했다. 인파가 쏟아져 나오면서 도로가 꽉 막혀 옴짝달

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자 기사들로부터 릫블랙

프라이데이릮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미국 쇼핑가는 대대적인 할인에 나선다. 대

부분의 쇼핑몰은 이날 자정에 문을 열어 손님을 맞는

다. 수많은 고객이 쇼핑몰 앞에서 개점을 기다리는 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날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소비자나 유통업계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다. 구매 및

배송대행업체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직구족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이 크게 늘었다.

▲ 특허괴물 / 조선일보 2014년 11월 21일자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료를 받거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

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

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다.]

최근 기업들이 특허 소송에 합의하거나 자사의 특허

를 무료로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 공유(共

有) 계약도 잇따른다. 그동안 릫특허가 돈릮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기업들의 태도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

황 탓에 특허 소송으로 얻는 실익(實益)이 없다는 점

이다.

법률사무소 지호의 장지호 IT 특허 전문 변호사는

릲특허 소송은 보통 호황기 때 많다릳며 릲불황으로 상대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릳고 말했

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미국에선 최근 과다한 특허 소송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허 심사를 강화

하고 특허 괴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 멜랑콜리 / 동아일보 2014년 11월 26일자

[릫멜랑콜리(melancholy)릮란 알 수 없는 우울함이나

슬픔, 애수, 침울함 등의 감정을 뜻한다. 검은색을 의미

하는 그리스어 멜랑(melan)과 담즙을 의미하는 콜레

(chole)의 합성어다.]

26일 온라인에는 릫멜랑콜리릮란 단어가 누리꾼들의 관

심을 끌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굛로마의 의학 용어에서 유래

됐다. 당시에는 인간이 가진 체액을 네 가지로 정의하

고, 그중 하나인 흑담즙이 과도하게 나오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데서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됐다. 특

히, 19세기에 들어서 근대인의 우울한 기분을 정의하는

용어로 정착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릫멜랑콜리릮와 같은 독특한 어감의 표현들은 우리말에

도 다수 존재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믿음성이 있다

란 의미의 형용사 릫미쁘다릮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

금씩을 뜻하는 부사인 릫시나브로릮, 약간 감칠맛이 있게

꽤 달다를 의미하는 형용사인 릫달보드레하다릮 등이 그

렇다.

▲ PMI(구매자관리지수) / 경향신문 2014년 12월 4

일자

[Purchasing Manager's Index의 약자로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지수]

원굛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하고 있다. 4일 오전 9시8

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굛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5원 오른 1116.55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지표

호조에 따른 엔굛달러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

된다.

미국의 11월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59.3

으로 상승했고, 베이지북에서는 10월과 11월 미국 대부

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고용 증가는 광범위

하게 이뤄졌다고 밝혀 경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확인

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엔굛달러가 119엔대까지 오르면

서 원화도 엔화에 어느 정도 동조화하는 모양새다.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릫 릮

석임생 사진가 제공

기장군 장안읍 임랑항에 물고기 형상의 조

형등대(낚시등대)가 11월 25일 불을 밝혔

다.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설치한 조형등대는

부산출신의 조각가인 박종만 씨의 작품으로

디자인 모티브는 황금 낚시대로 대어(大漁)

낚는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풍어를

바라는 어민들의 소망이 깃들어 있다. 부산

해양항만청은 칠암항 야구등대, 서암항 젖병

등대, 대변항 월드컵 등대 등 다양한 형상의

등대로 선박의 안전항행 길잡이 역할과 함게

어촌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릫 릮

1997년 등단해 1999년 릫울타리릮라는 첫 시

집을 펴내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송다인 시인(기장읍 청강리)이 올해 3월 13

번째 시집 릫오늘에 충실하다릮 이어 통상 14번

째 시집 릫민조시 3000수릮를 12월 출판했다.

이 시집은 글자 수의 합이 18글자로 구성

된 민조시 3000수로 구성돼 있으며 릫시의 잉

태릮, 릫낙화릮, 릫고향릮, 릫민락포구릮, 릫상상릮, 릫그

대릮, 릫고향친구릮, 릫꿈릮, 릫일출릮, 릫노을릮, 릫스승님릮

등의 시편을 수록하고 있다.

릲송 시인은 생의 전면적 진실을 그대로 드

러낸다. 멋이나 장식을 거둬내고 그 일상에

붙들리지 않고 뛰어 넘어 시적 대상을 미세

한 감각으로 포용하려는 넘치도록 푸르고 강

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나 사물과의 만

남에서 이뤄지는 사랑, 시를 대하는 무상의

헌신과 열정, 지칠 줄 모르는 의욕과 정서적

가치의 지향은 아주 큰 미덕이다릳라고 시인

이자 문학박사인 임종성 씨는 평가했다.

송 시인은 노천명문학상, 독도예술제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송다인 010-2047-9470

장전구곡가 시비(詩碑) 앞에서 기장문화원 한문한시교실 수강생들이 현장학습을 하고 있다.

오구굿 발표회
무녀 김동언의 초망자굿을 포함한 부산기장 오구굿

공연이 12월 20일오후4시기장군청차성아트홀에서마

련됐다. 부산기장 오구굿은 죽은 사람의혼을 위로하는

위령마당굿으로 지난 1월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23호로 등록됐다.

엘림요양보호사교육원

2015년 1월 개강굩 3월시험 대비굩 주굛야간 요양보호사 교육생모집굩

728-4221 / 010-5457-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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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그림에 소질이 뛰어나 신동으

로 불렸다. 대학에서 서양화과를 졸업했지만

결혼과 더불어 가사활동으로 인해 화가의 꿈

을 접어야했던 이상희 작가.

그녀는 52세가 되던 2012년 5월 부산마린갤

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다. 붓을 놓은 지

30여년 만이다.

첫 개인전 후 한국국제아트페어, 서울오픈

아트페어, 중국상해아트페어, 아시아컨템포러

리 아트쇼 등 굵직굵직한 아트페어에 참여하

면서 그녀의 작품을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리게 됐다.

또한 이탈리아, 일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의 교류전시회 요청이 쇄도하면서 작

품 활동에도 큰 자극제가 됐다.

릫이상희의 작품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삶의

주변 환경에 속한 자연 가운데 꽃과 새, 집, 별

과 달, 나비를 선택해 화면 가득히 채웠다. 그

녀는 서양회화에서 주는 원근, 명암, 입체감의

표현을 배제하여 단순하고 순수한 유아적인

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화면에서는 활짝 펼

쳐진 대상이 평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드

러운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장식적이

고, 도안적이며, 단순화의 의도를 내보인 것이

다. 마치 동심의 세계를 생성하려는 듯 순박함

으로 형상화했고 평면적이며 도식화되었다.

이는 아동화의 시각에 미치고자 하는 순수의

환원 그 자체다.릮라고 정금희 전남대 교수는

이상희 작가의 작품세계를 서술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온기가 넘친다. 작품 속

꽃들이 따사로운 빛을 받아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릫blooming릮시리즈부터 한결같이 작가의

작품세계를 대표해온 사실이다. 그리고 오래

지않아 여기에 새와 나비가 날아들어 그들이

서로를 향해 지저귀거나 꿈을 꾸듯 휴식하는

데서 릫속삭임릮, 릫rest in peace릮 등의 작품들이

탄생했다.

커다란 화폭 위에 펼쳐지는 릫full moon릮과

릫생명의 기원릮은 이 모든 작품들을 포용한 작품

으로, 풍요롭고 다채롭기 그지없다. 세계수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것

이 무럭무럭 생명을 싹 틔우고 있다. 작가가

작품을 그려내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

들 역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에 분석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해운대구

피카소화랑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마친 이

작가를 정관면 화실에서 만나 그녀의 작품세

계와 창작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실이 신축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보인다.

- 지금까지는 아파트 집에서 작업을 해왔다.

조금 더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했기에 옮겼다.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독립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100호가 넘는 큰 작품을 작업하고 보관

해야 되는데 이 공간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100호 작품이 많이 보이는데 작품을 포개어

놓은 것이 불편해 보인다.

- 그렇다. 이 작품들을 일렬로 펼쳐놓고 작

업할 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웃음)

대학졸업 이후 공백기간이 길었는데 작품에

영감을 준 것은 무엇인가

- 작품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뿐이지 끝임 없

이 작품을 구상하고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

었다. 항상 그림과 함께 있었고 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작가로 성

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같다. 작품의 영감은 사람과 자연에서 얻는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내 작품을 보고 아픈 마음의

병이 치유됐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첫 개인전을 연지 2년 6개월이 지났을 뿐인

데 여섯 번의 개인전을 더 열었고 아트페어 참

가에 외국 교류전까지 짧은 기간에 왕성한 활

동을 보였다. 그 저력은 무엇인가.

- 공백기간이 있었기에 밤낮없이 작품에 매

달렸다. 보통의 작가가 수 십 년 걸려 이룰 수

있는 작품을 몇 년 만에 이뤘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만큼 모든 열정을 그림에만 쏟아 부었

다. 미술계에 최고가 되고 싶었고 최고가 될

자신감이 있었다. 나의 작품과 열정을 믿어준

미술계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전시회를 통해 작가는 성장한다. 계속해서

전시회를 열어갈 것이다. 작품의 구상과 함께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상희화실 010-4878-9097 / shee310@

hanmail.net

긴 터널을 벗어나듯 엄동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명을 헤치며 걸어가는 선창가에는 어느새 좌판을 여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모습이 실루엣처럼 어른거린다. 어촌의

삶은 바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저들과 같이 변

함없이 선창을 지켜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 또한 바다와 연

계된 어촌의 자화상이다.

나는 새해 해돋이를 맞이하기 위해 해안가로 향했다. 대

변 간 죽성의 해안길을 끼고 있는 동해 앞바다는 천혜의 풍

광을 지니고 있어, 매년 해맞이 장소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올해도 파래장 릫해녀촌릫을 지나는 도로변에는 빈틈없이 차

들이 도열해 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곳을 향한 묵언의 비

손처럼 숙연함이 묻어난다. 아마 평소와는 달리 새해 아침

해돋이를 맞는 풍경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릫친구릮 촬영지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소르방 고개

에 올라 시선을 둔 바다는 베일에 쌓인 듯 운무가 가득했

다. 어둑한 길을 헤치며 차들이 연이어 좋은 자리를 찾아

달리는 모습은 소박한 염원을 간직한 꿈의 행렬이다. 날마

다 태양은 뜨고 지고 또 시간은 흘러가지만 새해의 어휘는

남다르다. 마냥 그날이 그날처럼 느끼는 삶속에서 한 해의

초입에 선 이순간만은 우주만물을 향해 빛을 내리는 태양

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픈 심정은 한결같다. 뜻한 바

의 계획과 가족사의 안일을 도모한 행복을 새해의 해맞이

로 결의하고픈 기도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남이다.

이 곳 해돋이 장소의 최적지는 릫해돋이 파래장릮이라는 간

판이 세워져 있는 소르방 고개와 바다를 가로지른 긴 허리

의 월드컵등대이다. 절벽을 깎아지른 기암괴석 사이로 무

리지어 서있는 사람들을 지나 물가 바위 위에 섰다. 바다를

응시했다. 한 무리의 바닷물이 달려와 물속 여의 꼭지점을

향해 훌쩍 뛰어넘었다. 파도는 물거품을 토해내며 구석진

바위벽을 타고 오르려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네 삶과 맞

닿아있었다. 바위는 삶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구비를 넘나

드는 파도와도 같았다. 나날이 헤집으며 밀고 때리는 파도

의 안달을 견뎌내며 순환의 아물기를 반복해온 저 의연한

바위의 자태. 비손은 험난한 구비의 인생여정에 나를 지켜

가는 정신적 주체이다.

고무적인 마음을 부추기듯 차츰 주위가 밝아오고 있었

다. 먼 지평선을 가른 코발트색 물빛 위에 불그레한 태양의

후광이 실크로드처럼 빛났다. 태양은 심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천천히 부상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순간의 시공

간을 넘어 무중력의 상태에 이른 우주의 불덩이 하나굩 공처

럼 두둥실 부유하는 찰나, 사람들은 기원의 비손으로 가득

찼다. 어제보다 더 나은 희망찬 한 해를 소망하면서 찬란한

새해아침 신념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었다.

도도히 펼쳐진 새벽바다 저만치 양식미역을 채취하는 조

가비 같은 배 위의 어민이 그 순간 의기충천한 전사의 모습

으로 클로즈업되어 다가왔다.

을미년 새해 아침의 바다 풍경은 올해도 변함없이 힘차

게 밝아오고 있었다.

뢾약력뢿 문예운동 2006년 등단 / 부산문인협회 회원 / 부

산수필문인협회 이사 / 기장문인협회 회원

뢾저서뢿 룙해녀가 부르는 바다의 노래룚(문화재단 지원 작

품)

기장문예

해맞이

박말애

■ 작가와의 만남 - 서양화가 이상희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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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4일, 부산시청대회의실에서

는 릫열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00인 원탁

토론회릮가 마을 만들기 릫부산시광역 민간협

의체릮와 릫마을만들기 지원센터릮의 공동 주

최로 열렸다. 여기서 첫 주제인 릫마을만들

기 사업릮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

냐는 물음에 릫마을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부

족릮과 릫지나치게 행정적 형식에 얽매여 불

편하다,릮 릫주민들 사이에 소통이 어렵다릮 등

에 답이 몰렸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 결과 릫주민참여 교육이 필요하

다릮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기적인

마을회의 개최와 마을정보 공유가 다음으

로 돌출됐다. 그런데 작년부터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릫좋은 아파트 만들기릮 활동을 활

발히 진행하는 곳이 있어 정관신도시 중심

에 자리하고 있는 한진 해모로 아파트관리

사무소(소장 이대경)를 찾았다.

이 소장은 릲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비롯

해 이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도서실장 등

작은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모두 긍

정적인 마인드로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이 아파트 장점으

로 생각했다릳며 릲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주

민간에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

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입주민 전

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늘 생각해 왔다릳고 말했다. 그러던 차에

작년 안전행정부에서 릫2014년 희망마을 조

성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릮

이 발표됐다. 8개의 모델 중에서 해모로 아

파트는 릫지역교육형릮을 선택했다.

릫지역교육형릮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

회가 제공됨으로서 학습욕구의 충족,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이 모델을 설정하고 추진하려면 이에 대

한 이론적 배경과 설계에 따른 기획력이 필

요했는데 입주민 중에서 교직에 오랫동안

재직 후 퇴임한 고정택(본보 명예기자) 씨

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흔쾌히 수락, 추진했

다. 고 씨는 아파트 교육에 문화를 접목해

교육과 문화가 있는 릫좋은 아파트 만들기릮

를 제안했다.

이후 정관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유일

하게 문화강좌가 개설돼 지난 9월부터 12

월까지 4회에 걸쳐 심리학, 교육학, 문학

등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금년 1월에는 역

사 강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서실에서는 청소년의 독서교육과

문화강좌를 통해서는 30~60대까지 학부모

와 중년 층을 대상으로 인문학과 교양교육

을 실시했다. 노인회에서는 경로당의 주간

프로그램에 의한 노년의 교육을 각각 분담

함으로서 입주민들의 전생애(life-long)교

육을 실현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아파트 내 각 단체의 중심리더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동안 운영

성과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가질 계

획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릲교육과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입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주민사이에 소통

이 이루어져 명실 공히 주민이 마을의 주체

로 바로 설 때 교육과 문화가 있는 릫좋은 아

파트 만들기릮는 제 길을 찾아 갈 것릳이라고

말했다. 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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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순학

(당시 만 5세,

남)

실종일자 : 1976. 06. 11 (금)

실종장소 : 전북 전주시

신체특징 : 곱슬머리, 보조개

박정순

(당시 만 12세,

여)

실종일자 : 1993. 01. 28 (목)

실종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

구 장대동

신체특징 : 우측등에 흉터(반

점), 체격이 작음, 코밑에 점

이 있음

최경철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1991. 12. 21 (토)

실종장소 : 경남 남해군 창

선면 지족리

신체특징 : 양쪽 어금니가 충

치, 왼쪽 귀 뒤에 콩알말한

점 2개, 머리색이 노란편, 경

상도 말씨 사용함

이명기

(당시 만 11세,

남)

실종일자 : 1990. 10. 07 (일)

실종장소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신체특징 : 정신지체, 언어장

애, 키가 큰편임, 콧수염이

남, 정박아

남승윤

(당시 만 9세,

남)

실종일자 : 1979. 02. 01 (목)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북가좌동

신체특징 : 뻐드렁니, 간질이

있고 정신지체, 가슴 오른쪽

에 빨간 반점이 있음

배종학

(당시 만 5세,

남)

실종일자 : 1987. 07. 25 (토)

실종장소 : 전북 익산시 주현

동

신체특징 : 지적장애, 왼쪽 얼

굴에 조그만 흉터가 있음. 왼쪽

귀밑에 까만점, 노란색 티셔츠

김진권

(당시 만 6세,

남)

실종일자 : 1988. 08. 06 (토)

실종장소 : 경기도 군포시

신체특징 : 자폐성장애, 검정

컷트, 긴얼굴형, 야윈체격, 피부

병때문에 등과 허리에 흉터 있

음,주황색티셔츠, 청색슬리퍼

김태희

(당시 만 14세,

남)

실종일자 : 1988. 04. 23 (토)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강남

구 삼성동

신체특징 : 지적장애, 눈썹이

짙고 속눈썹이 많음. 시력이 안

좋아 사물을 볼 때 지긋이 봄

이름, 전화번호는 말할 수 있음

박우조

(당시 만 21세,

남)

실종일자 : 2001. 10. 30 (화)

실종장소 : 경남 마산시 완월동

신체특징 : 이가 많이 썩음, 머리

측면 수술자국, 지적장애1급(의사

소통불가), 다운증후군, 착의불상

분고오노시, 그리고마음에새겨진사람들

한굛일민간교류 소감문

지난 20년 동안 기

장군 한굛일민간교류

협의회 활동을 해 오

면서 만난 사람들은

제 인생에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이번분고오

노시 방문은 제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개인적인 추억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18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방문할 때

는 항상 긴장되고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욱

상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일반회원과 다

름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분고오노시를 방

문하게 되니 예전과 다르게 편안한 마음으

로 일정을 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

착하니 분고오노시 시의원인 오노 유지상

과 분고오노시청 담당자가 직접 마중을 나

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키요카

와 지소에서의 환영식에서도 매번 그러하

듯 분고오노시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

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분고오노시 시청에 도착했을 때

는 하시모토 유스케 시장님과 더불어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환영 해 주셨는데 하시

모토 유스케 시장님을 이번 방문에서 다시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분고오노시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관광

지로써 조성이 매우 잘 되어 있었고 특산품

을 판매하는 판매소와 상품개발 등을 볼 때

기장군이 참고하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

습니다. 기장군에도 장안사와 해동 용궁사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에 지역 특산

품을 판매하고 알리는 부스를 지역특색에

맞게 마련하여 기장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분고오노시와 기장군을 서로 방

문하며 가족과 같은 정을 쌓게 된 오랜 친

구들에게 이번에는 더 특별히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오랜 시간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스웨터를 친구들에게 선물

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고 입는 내

내 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스웨

터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환송식에

제가 선물한 스웨터를 입고 나와 저를 감동

시켰습니다.

저는 릫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릮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분고오노시 방문이 제게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루, 이틀

묵는 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나 싶겠지

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며 느끼는 것만큼 상

대를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순수 민간차원의 교류에 힘쓰고 있는 기

장군 한굛일민간교류협의회의 취지에 맞도

록 회원 여러분 모두 회장님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힘차

게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올해 분고오노

시 방문은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지난 세월

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행복한 시간이

었습니다. 조태근

(기장군 한굛일민간교류협의회 명예회장)

김선봉

기장여성새일센터 천연염색사 양성과정 수료생 소감문

천연염색이특화산업으로발전하길
저는 지난 9월 1일부

터 12월 8일까지의 기

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슬로우패션천연염색사

양성과정을수료했습니

다.

우선 지금껏 다양한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인생을 충실히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같

은 배움터에 모여 열정을 다해 서로 아껴주

며 무사히 과정을 마친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배움의 기쁨과

앞으로 꿈을 펼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기장여성새

로일하기센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초심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여타의 교육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심

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장정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샘플링과

실습자료들을 열심히 정리해 주신 박용조

강사님과 안세은 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

다. 배우는 기쁨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

정으로 뭉쳐 서로 도와가며 배움의 한 단원

을 잘 갈무리한 수강생들에게도 감사하다

는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천연염색사 양성과정을 벌써 마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3개월이 눈 깜

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렸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을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채워져 가는 샘플링 파일, 늘어나

는 실습작품들을 보면서 오늘은 또 어떤 것

을 배우게 될지 매번 기대하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으로 향하였습니다.

지금은 수업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과

함께 더 배우고 싶은 아쉬운 마음이 절실합

니다. 천연염색의 권위자이신 부산대학교

장정대 교수님과 제자분들에게 직접 강의

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어수선한 천

연염색의 정보들 속에서 헤매지 않고 처음

부터 정확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통해 천연염색의

깊이와 앞으로의 가능성, 사업성에 대해서

밝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영천,

나주, 청도와 같은 천연염색 클러스터가 형

성되어 있는 곳에서 활발히 작업이 이루어

지고 사업적 성공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

리 기장에서도 충분히 천연염색의 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

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배

워가려고 질문하고 애쓰셨던 모습들을 기

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만

학창시절의 열정으로 욕심내서 배웠습니

다. 수업시간마다 정성껏 간식을 준비할수

있었던 이유도 배움에 대한 즐거움, 이런

기회가 고마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시간이었고 수강생

모두의 우애가 넘치는 기간이었습니다. 앞

으로 어떤 가능성 있는 꿈을 가져야할지,

어떤 사업을 구상할지, 무엇을 더 보충하며

배워야 할 것인지 이제 손에 잡히는 듯합니

다. 기회가 되시면 이런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

니다.

릫기장사람들릮을읽고

노소 차별없이 영어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장이 좋고 기장에 영원히 머물고 싶답니다. 곽해준(기장읍 차성로)

차성아트홀 음향시스템을 새롭게 단장했다니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감동

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김종백(기장읍 차성로)

릫빙글빙글 김밥말기릮를 보니 옆에 김밥을 만드는 과정과 그 속의 여러 가지 재료

들의 좋은 점을 알려줘서 좋았어요. 서민성(기장읍 차성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에 야구장 조성 진심으로 축하하며 꿈의 구장이 꼭 현실

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배(기장읍 차성서로)

기장군보 행사이모저모를 통해 여러 지역단체에서 많은 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

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함을 새

삼 느껴봅니다. 신재욱(철마면 고촌로)

릫마지막 해녀릮의 연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관중들도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지(정관면 산단2로)

농사를짓고있는데연금보험료혜택이있나요?

월 보험료 7만6천500원 이상 7만6천500원 미만

지원액 월 3만8천250원까지정액지원 월 보험료의 1/2정률 지원

○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

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

자는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

되, 2014년 6월 기준 최대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됩니다.

▷ 월보험료에 따른 농어업인 국고보조 지원액

○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

는 농지원부굛축산업등록증굛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농어업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

거나, 적더라도 그 외의 월평균소득이 21만6천894원(2014년

도 기준)을 초과하면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1355)

명예기자의 눈

교육과문화가있는좋은아파트만들기

동절기전력수급및에너지절약대책

동절기 잦은 한파와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 발생시

에너지위기 대처를 위해 우리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실시합니다.

□ 시행기간 : 2014. 12. 22 ~ 2015. 2. 28(69일간)

□ 난방 온도 제한

-공공기관 18℃ 이하(학교, 도서관, 민원실, 의료기관 등 제외)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피크시간대(10시~12시, 15시~17시)

실내온도 20℃이하 유지

※제외시설 :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제외구역 : 식품 등의 품질관리구역, 숙박시설 중 객실 내 실험실 등

□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 일제단속

-계도기간 : 2014. 12. 22 ~ 12. 28(7일간)

-단속기간 : 2014. 12. 29 ~ 2015. 12. 28 (1차 경고 후 과태료 부과)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

교통경제과(709-4474)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제 227호

아프리카 초원에는 이상한 양들이 산다. 처음 한 두 마리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점점 모여 큰 무리가 되면

앞쪽의 양은 풀을 먹을 수 있지만 뒤의 양들은 먹지 못해 앞으

로 가려고 뛰기 시작한다.

뛰다보면 그 풀이라는 처음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무작정 따라 뛴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가 몇 백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다 같이 죽기도 한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마음을 콕콕 찌르는 느낌 때문에 단순히 릫어리석

기 짝이 없는 동물이구나릮라며 웃어넘길 수 없었다.

최근 나는 입시를 끝냈다. 아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릫어영부영 있을 시간이 아

니지 어서 다음 시작을 준비해야해.릮 어렸을 때부터 교장선생님께서는 방학식 인사라

도 할 참이면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치

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높게 뛰어야 한다고 강요받고,

스스로에게마저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의 그 풀을 잊어버린다면, 이렇게 뛰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

까. 청소년,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의 이

야기를 책은 담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다니며 내가 힘들었던 것은 한줄서기였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시험을 칠 때마다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졌고, 점수

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분위기가 싫었다.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책을 읽거나 상념

에 빠지는 것은 지난 3년간 사치로 여겨졌다. 릫어서 어서 뛰어 왜 뛰냐고? 밀리지 않게

일단 뛰고 보는 거야. 뛰면서 생각하지 뭐. 공부를 잘 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더 잘 해야지.릮 가장 인

상적인 내용은 창제의 가출이었다. 한 달 동안 연락한번 없어 친구들과 부모님의 속을

끓인 녀석은 요양원에서 청소를 했다. 그 시간동안 자기 자신과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돌아오니 자연스럽게 앞으로 무엇을 할 지 알게 되

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출이라면 한 달 동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이

방향 잃은 레이스를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전부 벼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숨을 고르고, 생각해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듯이 뛰기

전에 생각하자. 눈앞의 풀부터 꼭꼭 씹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가슴이 뛰는지, 그것부터 눈을 크게 뜨고 찾는 우리

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은진(기장읍 배산로 68번길)

와글와글 책방 독후감 - 스프링 벅

무엇을향해뛰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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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배움 통해

삶의 의미굛기쁨 알아가

10기 진행 노하우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릫평생학습도시릮만들 터

릫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릮

뢾학이시습지 볼역열호아(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 /

논어 학이편 中뢿

배움의 기쁨에 흠뻑 빠졌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월 15일과 18일 제10기 기장군민대학과 기장군민어학

당 수료식이 각각 기장군청 대회의실과 차성아트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군민대학 수료생 393명과 군민어

학당 수료생 282명은 그간 수업을 마무리하며 수료를 축

하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배움의열정을확인하는그곳 릫기장군민대학릮

군민대학 수료식에는 부군수, 군의원, 부경대 이수용

부총장, 김용재 평생교육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소프라노

초청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수료생 대표

릫100세까지 즐기는 건강운동법릮 김귀중 씨가 수료증을 받

았으며 릫냅킨아트교실릮 구귀순 씨가 대표로 표창장을 받

았다. 군민대학 수기공모 최우수 당선작으로 뽑힌 릫체험

학습지도사 양성릮과정 조진섭 씨와 우수작 수상자 릫수학

스토리텔링 지도사릮과정 이애련 씨는 체험수기를 발표해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특히 최우수작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수업 진행을 한눈

에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강생 간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

는 수기였다. 마지막으로 수강생의 합동 기타굛난타 연주

와 작품전시회로 수료식의 막을 내렸다.

수료식에 참석한 부경대 정영오 행정실장은 릲군민들

의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기장

군민대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릳라고 말하며 수료생을

축하했다.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2011년 5월부터 군청

에 마련된 강의실과 정관분원에서 기장군민대학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기 과정은 군민527명을 대상으로 9

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릫인

문학으로 세상을 보다릮 등 인문교양대학 4개 강좌,

릫100세까지 즐기는 건강운동법릮 등 실버대학 2개 강좌,

릫소자본 창업을 위한 퀼트교실릮 등 평생학습대학 12개

강좌, 정관분원에서는 릫창의주도학습릮 등 10개 강좌로

총 23개 강좌가 개설됐다.

특히 금번 학기에는 정관분원이 새로운 공간(롯데프라

자 4층)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격증 과정 과목을 개설해

수강자의 편의와 유익함을 더했다.

어느덧 10기 수료생을 배출한 기장군민대학은 릫평생교

육도시 기장 만들기릮의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다. 1기부

터 10기까지 높은 수료율을 나타내며 그동안 수강인원은

4천 1백여명에 달한다. 수강생 연령은 주로 5~60대로 배

움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

다.

기장군은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릫평생학습릮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추구

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어실력, 이제는필수죠

기장군민어학당은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굛일본어굛중국어를 원어민 회

화를 포함한 단계별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어학당은 기

장군청 디지털교육정보센터와 정관 어린이도서관에서 진

행됐으며 10기까지 총 수강인원 1천 5백여명이 수료해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수료식에는 각 언어별 대표 4명이 수료증을 수여받았

으며 우쿨렐레 재능기부 공연, 명사초청 특강이 열려 의

미를 더했다.

한편 군민어학당과 함께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

한 프로그램인 세계문화기행 역시 성황리에 마쳤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전문성을 갖춘 교수

들이 알기 쉽게 강의해 수강생의 호응이 높았다.

기장군은 2015년도에 개설할 제11기 기장군민대학 및

군민어학생 수강생을 2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인재양성과(709-4481)

배움이있어행복한도시 릲기장군민이라기뻐요릳
기장군민대학굛어학당서 650여명 다양한 강좌 수료해

제 227호 2015년 1월 2일(금요일)

저는 욕구쟁이입니다.

군민대학 1기부터 9기까지 끊임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

느새 군민대학에 흠뻑 빠져 헤어나기 어려울 즈음. 잘 이어

지던 길이 끊겼죠. 아쉬움 속 갈증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다시 문이 열린다는 기대감으로 시간을

보내고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0기 군민대학

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고 싶은 강좌가 많아 릫어떤 강좌를 배우고 들어서 내 삶

에 접목 시킬까릮 고민하다가 수학 스토리텔링을 점찍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 그러다보니 삶에 있어서 콤플렉스가 많아 숫자만 봐도 지레 겁부터

나서 피하고 보는게 일쑤였죠. 그런데 어찌 해요. 제가 활동하는 자원봉사에도 수

학이 들어 있는거예요. 반사적으로 피하고 말았죠. 왜였을까요? 물론 자신이 없어

서죠. 부딪혀 보지도 못하고 피하고 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쉬움은 배가 되는 거

예요.

수학스토리텔링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학 속에 숨어

있는 스토리를 구상하여 스토리텔링으로 구사하시는 염은수 선생님과 반 친구들,

우리 교실은 딱딱한 수학적 분위기가 아닌 따뜻한 멤버들, 연령의 한계를 뛰어넘은

열정 가득한 학생 모두 거의 빠지는 이가 없어요.

수학 속에 숨어있는 과학, 예술 등 융합된 수학의 의미가 점점 나의 머리를 자극

하고 가슴이 반응하니 학문과 경험이 비축되는 것을 느끼는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

합니다. 이 수업을 끝으로 두려워서 피했던 자원봉사의 문을 두드려 보려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앞날 하루하루가 진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애련(수학스토리텔링 지도사 과정)

기장군은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에 한

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뢾사진뢿를 초청,

릫세계를 향한 무한도전-글로벌인재로 키

우는 자녀교육법릮이란 주제로 명사초청특

강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서 교수는 그동안 활동했던 다

양한 대한민국 홍보활동 소개를 시작으로

숨겨있던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내 참

석자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독도 및 동해 프로젝트, 한식 및 한글의

세계전파 활동, 대한민국 역사 인식 캠페

인, 뉴욕타임즈 첫 독도 광고, 월스트리트

저널 첫 동해 광고, 동북공정 대항 프로젝

트, 일본군 위안부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

트 일화는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발상 전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쉽

게 전달할 수 있었다.

릫글로벌인재로 키우는 자녀교육법릮으로

서 교수는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글

로벌 에티켓, 둘째는 창의적 사고 셋째는

미친 실행력이다. 영어가 필수 요소지만

진정한 글로벌리더는 기본적인 매너굛예의

를 강조하며 창의적인 사고 역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키울 수 있다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중요시했다. 본인의 삶의

70％가 실패고 30％가 성공이라고 말한

서 교수는 실패를 통해 성공의 길을 찾고

그 즉시 실행에 옮기며 모든 과정을 즐겼

다고 말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성신여자대학교 교

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립기념

관 독도학교 교장,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

당재단 이사,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지원 특

별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동해 및 독도

프로젝트, 한식 및 한글의 세계전파 프로

젝트, 막걸리 홍보대사, 독도 및 동해에 대

한 세계적 광고활동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한국 홍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릲세상을보는틀을넓히세요릳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초청특강 개최

릲우리동네배달강좌, 재능기부로보답합니다릳

기장군민어학당 수료식이 열린 차성아트홀에서 2013년부터 배달강좌를 들으

며 호흡을 맞추고 있는 릫둥지릮 팀이 우리에게 친숙한 트로트와 맑은 음색의 우쿨

렐레가 만난 흥겨운 연주를 펼치며 수료식을 축하했다<사진>.

릫둥지릮팀은 철마면에 거주하는 평균연령 50대 여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석율이 95％를 넘는 릫열정1등릮 팀으로 함께 우쿨렐레 연주를 하며 팀원간 우애

가 돈독해져 이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또한 팀원 모두 우쿨렐레 악기를

처음 다뤘지만 약 2년간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 지금은 복지관과 실버홈 등에서

재능기부 공연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7명 이상의 주민이 모이면 무료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원하는 강좌를 배달해

주는 릫우리동네 배달강좌릮의 2014년도 제2차 사업이 마무리됐다. 이번에는 97팀

919명이 수강해 요가, 외국어, 우쿨렐레, 리본공예, POP 등의 강좌가 운영돼 군

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켰다.

기장군은 2015년부터 배우기만 하는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군민이 주도가 되

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릫재능기부 프로그램릮 운영을 계획중에 있어 올해 학습자들의 활

약이 기대된다.

참석자들이 수료식을 축하하고 있다. 체험수기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조진섭 씨의 발표 모습. 릫기타교실릮팀이 실력을 뽐내고 있다.

※ 제10기 기장군민대학 체험수기 공모에서 최우수작(동영상) 1점(조진섭), 우수작 6점(이애련, 김분태, 이은주, 한홍선, 황일천, 진경희)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수기를 일부 발췌하여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고 불행하더라도 희생

하며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거라고, 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릫세상을 통해서 인문학을 보다릮라는 배선주 교수

님의 수업시간에 릫인문학이랑 나 자신의 행복함과 자존감

을 키워주기 위함이며 내가 매사에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

쳐나야 주위를 돌아보고 나의 손녀, 손자, 나아가서는 남

의 자식도 진심 어린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다릮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봅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지내던 어느날 딸이 나를 보며 이런 말을 건냅니다. 릲엄마

가 지금처럼 수업 들으며 배우는 모습 보니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좋아굩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거 같아굩릳

나 자신의 행복과 사랑함을 생각하는 큰 배움을 얻으니 동시에 내가 행복해지

고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또한 동화 구연을 배우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강의를 듣

고 있으면 배운만큼 희망 꿈나무들에게 수업하고 사랑의 눈과 가슴으로 마주할

생각을 하니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합니다.

이번 수업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크게 배웠습니

다. 이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손녀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벅

차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또 다른 분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김분태(인문학으로 세상을 보다, 연필정밀 과정)

내가 행복하니 행복넘치는 가정이 됐어요피하지 않고 극복하기로 했어요

기장군민대학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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