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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2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군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어르

신 부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고

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부산 지

자체 최초로 지난 1월부터 노인장기 요양

급여 이용액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주민등록 상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 전액 면제 대상자인 기초

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중 시설서비스 15％, 재가서비

스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최

고 지원한도액은 월 3만원이다.

개인이 일일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고 원스톱 서비스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장기요양이용기관이 군청으로 일괄적

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군 담당자가 이용

자의 관내 거주기간 등 신청자격 요건을 확

인한 후 지원금액을이용기관으로송금한다.

이용기관은 지원금을 차감한 서비스 이용료

를 개인에게 납부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

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 시

설에 종사하는 71개소 250여명의 사회복

지사에게 월 3만원의 처우개선 수당과 함

께 복지사들의 체력향상 및 화합을 다지기

위한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장군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핵가

족화로 결실 우려가 있는 어르신을 위해

부산 최초로 경로당에서 중식재료비를

2011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기장군을 비롯한 원전이 위치한 5개

(기장군굛경주시굛울진군굛울주군굛영광군)

지방자치단체으로 구성된 릫원전소재 지자

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릮가 1월

27일 영광군청에서 제 17차 회의를 가졌

다. 이 자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임

시저장중인 릫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

료)릮에 대한 신세원 발굴을 논의하고 세

부적인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용후핵연료의 신규 과세 추진배

경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이 고조되고 중간저

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현 상

태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이러한 초고위험폐기물을 원전소

재 지역에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또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과 달리 이보다 훨씬 위험한 고준위폐기

물이 장기 보관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

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

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원전이

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

룰 때 사용한 의복, 장갑 등 중굛저준위 폐

기물을 처리장에 들일 때마다 200ℓ당 63

만7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일본에서 사용후핵연료

에 대해 과세중인 전원개발촉진세와 핵연

료세, 사용후핵연료세 등 다양한 과징체

제를 모델화하고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

법 개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세외수입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조

속한 과징체제 확정 및 입법화를 위하여

기장군에서 외부 전문 용역기관 결정 및

과업지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 △사업자지원사업 지자체 이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 암 관련

대책 요구 △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 제도

개선 건의 등 주민건강과 복지사업 증진

방안에 관한 4개의 중점 심의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릫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릮(이하 원

전세)를 1㎾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됐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세 세율이 2

배 인상되어 2015년부터는 작년 대비 200

억원이 증가한 400억을 징수할 것으로 보

인다. 원전세는 35％는 부산시가, 65％는

기장군에 배정되고 있으며 기장군은 130

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모두 260억원의 원

전세를 거둬들일 전망이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원전 지

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위해 이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기초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를 주재했으며 2010년 11월에는 원

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굛중앙부처를 방문하

며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2013년도

부터 원전 행정협의회 내 T/F팀을 새로

이 구성하는 한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정부에 세율인상을

재차 건의한 결과 2014년 행정자치부 주

관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최종과제로

채택됐다. 이는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

보하는 자리가 됐으며 세율 인상안이 정

부 입법을 거쳐 법사위와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 릫사용후핵연료과세릮본격추진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세 인상, 기장군 세입 130억원 증가 예정

기장군수와 기장군 간부공무원 5명이 1

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양일간 무주군

을 방문하여 교환근무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무주군에서 개최된 릫기장군-

무주군 제1회 행정교류협의회릮에서 결정

된 사항 중 하나로, 양 기관의 우수시책을

현장에서 벤치마킹하고 상호간 이해의 폭

을 넓혀 자매도시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

하여 도입된 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기장군수는 1월 30일 오전 9시 무주군

청으로 출근하여 일일 무주군수로서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무주군의 주요 사업현

장과 시설을 방문했으며, 기장군 부서장은

하루 앞선 1월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무

주군 간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관련부서

의 업무참관, 사업현장 방문 등 1박 2일

일정을 마쳤다. 또한 이번 방문 중 양 도시

간 재난 발생을 대비해 릫재난복구지원에

관한 협약릮을 체결해 더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과 무주군은 1996년 7월 자매결

연 체결 후 문화관광굛농업기술굛청소년교

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관계를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유례없는 수

해 피해를 입은 기장군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군에서는 중장비, 성품 지원은 물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복구에 동참하며

끈끈한 교류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교류협의회를 정기적으

로 개최하는 등 지자체 자매결연의 모범적

인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금번 교환근무제의 시

행은 기장군과 무주군의 긴밀한 교류관계

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양 도시의

우수한 시책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수

렴하기 위한 것릳이라며 릲이를 통해 지방자

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기장군-무주군 직원교

환근무는 분기별 1회 양 도시에서 순환하

여 시행하며 제2차 교환근무는 금년 2분

기 중 기장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기장군-무주군 군수굛간부공무원 교환근무
우수시책 현지 벤치마킹, 재난복구지원 협약 체결하기도

기장군은 1월 23일 주민과 기업에 적극

적인 취업굛구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정관면사무소 내 마련한 릫정관 취업정보

센터<사진>릮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주민, 기업대

표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 11월 착공한 릫정관 취업정

보센터릮에는 취업상담사 2명과 기장여성새

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등 4명의 전문상

담사가 상주하며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잡

까페(Job-cafe)형 형태로 운영중이다.

취업정보센터는 △정관굛장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

선 △입주기업의 채용수요 파악 및 기업체

방문을 통한 구인 D/B 구축 △어르신굛여

성굛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상담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등에 입

주하는 기업의 취업정보를 보다 체계적이

고 신속히 파악하여 최적의 일자리를 찾고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취업센터의 역할로 구

직굛구인난을 적극 해소해 관내주민과 기업

의 윈윈발전을 도모할 것릳이라며 릲금년 모

두 500명 취업, 2천여 개의 구인처를 발굴

할 계획릳이라고 말했다.

정관취업정보센터개소
가까워진 취업상담, 구직굛구인난 해소 기대

부산서최초노인장기요양급여일부지원
복지시설 사회복시사 처우개선 수당도 지원

묘관음사 8각 9층 구극탑 앞에서 한 불
자가 합장을 하고 있다. 탑과 함께 세워

진 비문에는 릫원자력 평화적 이용 원자로 안전운행 기원탑릮이라고 새겨져 있다. 노후 원전
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요즘 안전을 기원하는 불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다. 묘관음사는 고리 원전 인근 장안읍 임랑리에 위치하
고 있으며 탑은 2013년 11월 세웠다. <관련기사 14면>

릫원전 안전릮 우리 모두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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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많은 농업인이 참석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

보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연구개

발 기술의 신속한 제공 및 조기실

천을 위한 릫2015년 새해 농업인 실

용교육릮을 1월 16일(금), 21일

(수), 23일(금) 3일간 실시해 농

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과정은 농정시책, 농

정현안과제 등 공통분야와 영농기

술, 원예굛도시농업, 농촌자원 3개

전문분야로 편성했다.

강사로는 농촌진흥청 기술협력

국 안욱현 농업연구관, 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한

은정 연구사, 영산대 호텔관광대

학 학장 곽준수 교수 등을 초빙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 내용에는 △2015년 농정

시책 및 지원사업 안내 △벼농사

및 잡곡 핵심기술 △농산물 소비

트랜드와 브랜드 관리 △유용미

생물(EM) 전문교육 △FTA대응

지역전략품목(수도작, 전작물

등)중심의 경영교육 △농촌어메

니티 활용화(감천문화마을의 변

화) △약초 등 농촌자원 활용 기

술 등 현장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릲이번 교육은 새해 영농계획을 수

립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

및 경영굛유통에 대한 실용교육으

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릳고 말했다.

201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릫성황리릮열려

한해 영농계획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

기장군은 지난 12월 31일자로

정원수 기장군 부군수<사진>를 부

이사관(3급)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자치법시

행령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인 시, 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

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뤄진 인사다.

이로써 기장군은 개청 이래 처

음으로 부이사관을 배출했다.

또한 기장군은 2014년 12월 23

일 릫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릮 개정안

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2

개 국을 신설할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군 행정조직 내에 2개 국을

둘 수 있게 됐다.

기장군 총 인구는 1월 12일 기준

14만 5천명을 넘어서 금년 15만명

을 넘길 전망이다.

새해 보건소를 찾은 주민들이 금연상담(사진 왼쪽)과 체형분석 상담(사진 오른쪽)을 받고 있다.

제5대 송영우 기장문화원장 취임

郡 부단체장 직급 4급에서 3급 상향 조정

금연 열풍…기장군보건소 금연클리닉 릫인기릮

새해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

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참에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금연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수 년에서 수십 년을 피워왔던 담배를

끊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의지만큼 금연이

힘들다면 기장군 보건소의 릫금연클리닉릮의 도움

을 받아 보면 어떨까?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

움을 줄 수 있는 금연클리닉에는 하루에도 80명

에서 100여명의 주민이 찾고 있다.

기장군보건소와 정관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9시~12시, 오후1시

~6시에 방문하면 금연을 결심한 주민 누구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에 처음 등록하면 전문상담사의 금

연상담과 함께 니코틴의존도 평가, 혈압 및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통해 개인별로 정확한 현

재 상태를 파악한 후 맞춤형 관리를 시작한다. 4

~6주에 걸쳐 방문을 통한 상담이 진행되고 개인

별 특성에 맞는 니코틴 보조제 및 금연보조용품

을 제공한다. 6주 및 6개월 금연 성공 시에는 성

공기념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하여 신청 사

업장(신청자 30인 이상)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연콜센터(☎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

비스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

.or.kr)를 통해 금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상담 중이던 이한웅 씨(기장읍)는 릲금연을 진

작 할걸...후회가 된다. 2주차인데 벌써 몸이 좋

아지는 걸 느낀다. 꼭 금연에 성공하고 싶다릳고

말했다.

금연상담사는 릲담배는 끊는 약이 없고 스스로

이겨내는 연습만이 금연할 수 있는 길이다. 보건

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혼자 시도할 때보

다 금연 습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서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릳고 권했다.

기장군보건소 금연클리닉(709-4863)

정관보건지소 금연클리닉(709-5377)

릫건강운동클리닉릮 종합적 체형분석굛체력검사 운영

매년 1월이 되면 건강관리와 체중조절은 누구

나 다짐하는 릫단골릮 새해 계획이다. 하지만 무턱

대고 값비싼 휘트니스 센터를 등록해 얼마 지나

지 않아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례를 주위에서 종

종 듣기도 한다. 부담 없지만 체계적인 건강관리

를 준비 중인 관내 주민이면 누구든지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종합적인 체력평가와 맞춤형 운

동처방을 이용할 수 있다.

기장군보건소는 첨단 체력 측정 장비로 나타

나는 결과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릫건강운동클리닉릮과 정관지소 릫운동처방실릮

을 운영 중이다.

건강운동클리닉에는 체성분 검사기, 기초체력

측정장비 등 총 13종의 체력 측정기기가, 정관

보건지소에는 체성분 검사기를 구비하고 있다.

운동처방사는 설문 조사, 기초 의학 검사, 체

성분 및 체력 측정, 운동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며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하고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별 맞

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또한 1~3개월마다 운동 전후 체력 향상 정도

를 재측정하여 통합적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

다.

처방실의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이며 기장군보건소에서 시행중인 종합

체력 검사는 사전에 전화나 현장에서 예약해야

하며 40여분 정도 소요된다.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1530 걷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건강운동클리닉을 3개월째 이용중인

조흥숙 씨(기장읍)는 릲체력이 좋아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과학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어 좋았어요. 운동처방사의 도움으로 내

몸에 맞는 스트레칭도 많이 배워 집에서 활용하

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릳라고 말하며 그간 이용

소감을 밝혔다.

박철홍 운동처방사는 릲무조건 운동하기 보다

는 꼭 맞는 신발처럼 나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나에게 꼭 맞는 운동을 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건강을 실현하는 방법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건강운동클리닉에 등록된

주민은 3천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에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운동클리닉(709-4803~4),

정관 운동처방실(709-5378)

기장군 정신건강증진센터 BH병원과 위탁운영 협약 체결

기장군은 BH병원(병원장 황영민, 남구 대연

동)과 정관보건지소 별관에 위치한 릫기장군 정신

건강증진센터릮 위탁운영을 위한 협약을 1월 26

일 체결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정신보건간호사 등 팀을 구성해 직접 운영해왔

으나 이번 협약으로 1월 27일부터 2017년까지

전문병원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게 되며 이후 사업 평가를 통해 연장 운영

할 예정이다. 이로써 등록 관리중인 만성정신질

환자 회원 뿐 아니라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등 잠재적인 대상자 발견과 조기 치료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군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사

업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장군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신질

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일을 전담하며 지난 2013년 9

월 개소했다.

기장군, 인구늘고젊어졌다
지난해 인구 증가율 9.24％ 전국 2위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

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기장군

인구증가율이 전국 2위를 기록했

다. 기장군 인구는 2013년 말 13만

2천507명에서 2014년 말 14만4천

748명으로 9.24％ 늘었으며 이는

부산 강서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2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2014년

11월 말 기장군 주민의 평균연령

은 42.3세로 부산시 전체 평균

(42.7세)을 밑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관면을 중심으

로 신도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

고 유입 인구 층이 신혼부부를 비

롯한 젊은층으로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면 인구는

2014년에만 8천7천여명이 증가했

고 전체 주민의 평균연령은 32.6세

까지 내려갔다.

정관신도시 뿐 아니라 부산도시

공사는 금년 5월 9천 645세대, 2만

5천여명 규모의 일광신도시 조성

착공 예정 중에 있어 이러한 증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

인다.

올해로 개원 18년째를 맞이한

기장문화원의 제5대 송영우 원장

<사진>이 1월 16일 취임했다.

송영우 원장은 취임사에서 릲기

장군에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문화

전통과 문화유산을 재조명하여 우

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릳이라며 항상 열려

있어 소통과 대화가 있는, 문화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드

는, 기장 역사 문화의 융성한 창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진

기장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라 지역의 문화창달과 전통

문화보존 및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문화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는 물론 지역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장문화원은 지역사

의 조사와 연구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향토문화연구소(소장 황구,

기장문화원 내 소재)의 개소식을

가졌다.

2013~2014년도 기장군 지방세 지출예산(비과세굛감면세액)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지방세 지출예산이란? : 릲비과세굛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

세입의 감소분릳을 지출예산의 형식으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 연도별 지출예산 개요

① 2013년도 결산 지방세 지출 : 163억 100만 원

② 2014년도 추계 지방세 지출 : 156억 7천100만 원

■ 지출예산 내역

①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장군지방세지출예산공시

구 분 릫13년도 릫14년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16,301 15,671 △630

비과세 8,782 9,445 663

감면 7,519 6,226 △1,293

지방세 징수액(B) 73,577 80,010 6,433

비과세굛감면율(A/A+B) 18.1 16.3 △1.8

②세목별 지출내역(릮14년도)

세무과(709-4182)

③감면대상별 지출내역(릮14년도)

새해결심실천, 보건소에서도움받으세요

□ 전입신고란?

○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

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 30일 이상 거

주를 목적으로 전입 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 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입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전입 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전입지의 세대주 신고가 원칙이며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전

입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 도장 지참 시 대리신고 가능

※ 전입 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 확인 후 방문

○ 인터넷신고

-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신고 가능

- 세대주 및 전입 세대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 민원24(www.minwon.go.kr)접속굛릲전입신고릳클릭굛전입신

고서 작성굛3시간 이내 전입처리굛전입완료 SMS통보

□ 전입신고 의무 위반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장전입 및 무단전출 시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에 릫거주불

명등록릮 조치

□ 문의 : 기장읍(709-5121~6), 장안읍(709-5181~2), 일광면

(709-5221, 5224), 정관면( 709-5251~7), 철마면(709-5281~2)

주민등록전입신고안내

○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급 대상자

- 룗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룘제4조 및 제5조

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다만, 룗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룘제3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 받는 자와 룗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룘제9조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부

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 신청 안내

- 기장군청 또는 관할 읍굛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

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1부, 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

○ 지원금액 : 월 5만원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

생한 날(사망,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복지지원실(709-4315)

기장군보훈명예수당신청안내

구 분 추 진 기 간 비 고

당 초 2014. 9. 25 ~ 2014. 12. 31

연 장 2015. 1. 1 ~ 2015. 6. 30 6개월 연장

■ 자진신고 기간

■ 자진신고 대상
○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고

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굛이용하는 자
○ 지하수법 제9조의 3에 따라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방치한 자

■ 자신신고자 혜택
○ 허가대상시설은 벌칙(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면제 후 양성화
○ 신고대상시설은 과태료(5백만원이하) 면제 후 양성화

■ 자진신고 방법 : 건설과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
○ 서류 간소화 : 준공신고 생략, 최초 수질검사 면제
○ 자진신고시 제출서류
- 허가대상 시설
굛 지하수개발굛이용허가신청서
굛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굛 지하수 영향조사서
굛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신고대상 시설
굛 지하수개발굛이용신고서
굛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굛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방안 :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
법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
에 의거 처리

건설과(709-4672)

불법지하수양성화(자진신고) 기간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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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렵고엉덩방아찧어도 릫어린이천국릮

얼음썰매장 찾은 가족 부담 없이 즐겨… 2월 21일 폐장

얼음썰매장에서 즐거운 추억만들기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다.

지난 2011년 처음 개장한 철마 릫추억속

의 얼음썰매장릮이 어느덧 다섯 해를 맞아

지역사회 겨울 놀이문화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간 이용객의 입소문

을 타 방학을 맞는 한겨울이 되면 아이들

은 썰매장이 개장하길 손꼽으며 기다릴

정도라고. 미나리를 수확한 유휴농지에

물을 뿌려 만든 자연동결 썰매장으로 대

단한 시설의 놀이공원에 비해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추운 겨울 가족과 함께 부

담 없이 신나는 추억 만들기에는 그야말

로 안성맞춤이다.

1월 10일, 개장 첫날 아침임에도 불구

하고 주말을 맞아 아이들 손을 잡고 썰매

장을 찾은 가족 나들이객으로 발 디딜 틈

이 없었다. 기장군은 철마면 체육공원 앞

철마천에서 9천㎡ 규모 전통 썰매장을

운영중이며 오는 2월 21일 폐장할 예정

이다. 철마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운영하는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이며 이용에

필요한 전통썰매를 비롯한 놀이기구는

현장에서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다.

아이들이 썰매 타는 법이 익숙지 않아

얼음판 위에서 마음처럼 나아가질 않자

아빠, 엄마, 할아버지들이 나섰다. 허리

에 끈을 동여매고 뛰기도 하고 나름의 동

선을 찾아 자녀들이 스릴을 즐길 수 있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추웠지만 어느덧 발바닥에

열이 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힘든

모습이 역력하지만 얼굴은 한가득 웃음

으로 가득하다.

다양한 이용계층이 나름의 즐거움을

찾는 건 썰매장의 큰 장점. 유아, 유치원

생, 청소년, 부모, 조부모까지 손자 손녀

와 함께 어울려 썰매를 체험하며 동심으

로 돌아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탄생한다.

썰매장에서 신나게 구르고 배꼽시계가

울릴 때쯤 언 몸도 녹이고 허기진 배를

채울 군고구마, 어묵 등 간식거리를 즐길

수 있는 텐트 안에서도 이용객들은 빨갛

게 달아오른 빰을 부비며 어묵 한 그릇에

또 다른 추억을 쌓는다.

얼음썰매장은 뚜렷한 삼한사온의 기온

현상으로 얼음이 녹아 일시적으로 이용

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사전 문의를 하거나 운영진

의 썰매 운영방침에 따르는 등 협조도 필

요하다.

매년 썰매장 이용객은 총 3만명이 넘

었으며 금년에도 무난히 넘을 전망이다.

주말에는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 썰매

를 제대로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점이 아쉽

다. 인근 유휴공간에 연 날리기, 투호놀

이 등 전통놀이 체험장 마련은 썰매장 이

용객을 분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듯 하다.

철마면사무소(709-5291~3)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184호

오리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산업단지외사업(진입도로)

실시계획관련주민열람및합동설명회개최공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287호(2013.7.31.) 및 제2014-74호(2014.2.12.)로

승인 및 변경승인 고시된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의 릲오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릳 과 관련하여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및 산업단지외의 사업(진

입도로) 실시계획 관련 사항을 룗산업단지 인굛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룘제9조 및 룗산업단지 인굛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룘제7

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부산광역시산

업입지과(☏051-888-4925) 또는 기장군 교통경제과(☏051-709-4493)에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게재를 생략 합니다.

2015. 01. 29.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산업단지계획 변경

○ 사 업 명 : 오리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 면 적 : 당초 628,322㎡, 변경 605,960㎡(감 22,362㎡)

○ 사 유 : 진입도로 사면제척에 따른 지구계 변경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 산업단지외 사업(진입도로)실시계획

○ 사 업 명 : 오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공사

○ 위 치 :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국도14호선 ~오리일반산업단지)

○ 규 모 : 대로2-(가)호선(B=22~105m, L=1,047m)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5. 01. 29 ~ 2015. 02. 24(※일굛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부산시 산업입지과, 기장군 교통경제과

○ 열람내용 :산업단지계획변경(안), 산업단지외 사업(진입도로)관련 사항

3. 합동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 2. 10(화) 15:00~

○ 장 소 : 장안읍사무소(2층 대강당)

○ 설명내용 :산업단지계획변경(안),산업단지외사업(진입도로)관련사항

○ 일 시 : 2015년 3월 1일

○ 장 소 :애국지사 추모탑(정관박물관 내)

○ 행사내용 : 3굛1절 기념식

정관면사무소(709-5242)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http://csv.culture.go.kr)이

문을 열었습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의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

은 자원봉사자를 모집 가능하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봉사

자는 자신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

는 분들은 가입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044-203-2553)

96년전그날처럼모두함께

릲 릳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제96주년 3굛1절 행사가

새마을 공원에서 열립니다.

○ 일 시 : 2015. 3. 1(일) 10:00 ~

○ 장 소 :기장읍 새마을 공원 내 기장 항일기념탑 앞 광장

○ 참 석 :군민 등 500여명

○ 주 관 :기장군, 기장광복회,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

○ 진 행 :개식⇒국민의례⇒내빈소개⇒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기념사⇒헌화굛분향

⇒ 만세 삼창⇒폐회

총무과(709-4101)

청소년수련관내 릫진로교육지원센터릮구축

기장군-시교육청진로교육센터교육기부협약체결

기장군은 정관면 소재 기장군 청소년수

련관에 학생들이 각자 적성에 맞춰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릫진로교육지원센

터릮(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위

해 기장군과 시 교육청은 1월 14일 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에서 릫진로교육센터 교육기

부 협약릮 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장군이 진로교육지

원센터 구축비용과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시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투자해 운영비

를 충당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청소년 수련관 3층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 4월 경 완료되며 진로정

보실, 체험실, 상담실 등 총 9개실과 벽화

및 그래피티로 꾸며진 야외휴게공간이 조

성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진로굛진학상담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해 학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기장군 외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함께 참여했다.

정관면 방곡리에(정관면사무소 맞은편)

위치한 릫부산시립정관박물관릮이 1월 26일

개관했다. 정관박물관은 기장군을 중심으

로 부산과 경남지역의 삼국시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전국 첫 삼국시대 생활사 전문

박물관이다.

2011년 7월 착공해 연면적 4,059㎡(지상

1층 지하2층) 규모로 꾸며졌으며 특히 어

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익힐 수 있는 릫어린

이 체험실릮이 마련돼 부산에서 유일한 어린

이 역사체험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관박물관은 정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동마을에서 집터 150동, 창고

73동, 저장구덩이 23기, 가마 1기, 무덤 18

기 등 4∼5세기 삼국시대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적굛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된

것이 계기가 됐다. 여기에다 부산울산고속

도로 건설 때 발굴된 기장군 청강굛대라리

유적, 택지개발 때 나온 철마 고촌리 출토

유물들도 발굴돼 박물관으로 옮겨왔다. 박

물관에는 집모양 토기, 나막신, 새모양 토

기 등 삼국시대 생활상을 대표하는 470여

점의 물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주제는 출토한 유적을 보여주는

릫소두방의 생활릮과 신도시 개발로 사라진

마을의 향수를 달래는 릫소두방의 기억릮 등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릫소두방의 생

활릮은 집, 음식, 생활, 신앙, 무덤 등 5개

주제로 꾸며졌으며 릫소두방의 기억릮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사라진 10개 마을 주민의

육성 영상을 통해 옛 마을들을 추억할 수

있게 했다.

정관박물관개관…신도시개발시발견된유물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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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기장청소년 영어캠프굛14기 해외어학연수 시행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릫2014년 동계 기장청소년 영어캠프릮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트리니티홀에서 실시

됐다. 기장군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합숙

형 영어캠프를 시행함으로써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흥미를 배가하고 실질적

인 영어능력 향상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

성하고자 릫기장청소년 영어캠프릮(이하 영

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10박 11일은

80명의 중학생이, 1월 5일부터 1월 21일

까지는 총 450명의 초등학생이 4박 5일씩

3차로 나눠 영어 캠프에 참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증가를 반영하여 지난 하계

영어캠프에 비해 초등학생 90명에게 문이

더 활짝 열렸다. 기장군에 주소를 둔 중학

생 및 3학년 이상 관내 초등학생을 선착순

으로 모집했다. 중학생은 7만원, 초등학생

은 5만원의 참가비만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질 높은 영어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참가자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생활하며

부산외대만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수준별 영어체험을 하면서 4박 5일

간 짧은 일정이지만 기장 꿈나무들이 영

어 실력향상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유

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 14기 해외어학연수단이 지난 1

월 3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

을 실었다. 해외어학연수단 또한 원전지

원 교육특성화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 14기

연수단으로 선발

된 관내 중학생 50

명과 인솔교사 4

명, 군 담당자 1명

이 참가했다. 참가

중학생은 영어 교

과성적 평가, 원어

민 교사 인터뷰 등

학교에서 실시한

심사를 통하여 뽑

혔으며 이들은 4주 동안 현지 홈스테이 가

정에서 생활하며 대학에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했다. 연수단

은 2월 1일 귀국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생들에게 어학 학습의 동기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계와 견문을 넓히

는 기회가 돼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장꿈나무 릲글로벌인재가될래요릳

경남지역 삼국시대 생활상 볼 수 있어

청소년육성굛보호사업활성화추진

기장군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짊

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참

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

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학

생 대상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진로교

육지원센터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상담지원, 교

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

교밖청소년에게그들의특성과수요를반

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모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될 예정이며 사업 관련 상세문의는 수련관

대표 전화인 051-792-4710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립정관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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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담당

2015. 2. 28
(넷째주 토요일)

09:00 ~12:00

- 구강건강상담 및 기록부 작성
- 구강세균막관리 구취측정
-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잇솔질 체험
-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이온도포
- 구강위생용품등 사용법 교육

보건소
가족보건계
(구강보건실)

보건소소식

영굛유아
- 1 ~ 3차 시기별 영굛유아 구강검진
- 치아형성 강화를 위한 치아영양제 도포

어린이 굛 청소년
- 5세 ~ 15세 충치예방 불소도포
- 충치예방 불소양치용액 배부
- 칫솔질교습,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성인
- 시린 이 완화를 위한 불소양치용액 배부
- 구강검진 및 간단 치과 진료
- 칫솔질교습,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노인

- 구강검진 및 간단 치과진료
- 시린 이 완화를 위한 겔 처치
-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 칫솔질교습,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장애인
- 구강검진 및 간단 치과진료
- 전문가 치면세정술
-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 위 치 :기장군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 이용방법 : 전화로 문의 굛 예약 후 방문

○ 연령별 운영내용

구강보건실(709-4856)

○ 기 간 : 2015년 1월 ~ 예산소진 시까지

○ 대 상 :만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 굛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

전 릫차상위 의료 급여릮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 신청장소 :기장군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 사업내용 : 완전 굛 부분틀니 시술비용 지원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군청, 읍굛면사무소발급), 신분증

- 차상위 :차상위대상자증명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신분증

○ 기타사항

- 보건소 무료틀니사업 이전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급여틀니 수혜자 7년간 지원불가

- 사업신청 굛 접수후대상자선정을거쳐보건소⇒치과로시

술의뢰

구강보건실(709-4854)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우리가족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오니 치

아건강에 관심 있으신 가족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15. 2. 28(토) 09:00 ~ 12:00

○ 대 상 : 신청 주민 및 가족단위

○ 장 소 : 보건소 2층 구강보건교육실

○ 모집인원 : 선착순 5가족이내(대기등록 가능)

○ 비 용 :무료

○ 내 용

구강보건실(709-4807)

○ 신청기간 : 2015. 2. 23 ~ 2015. 3. 06

○ 모집대상

▷ 2015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2015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 접 수 처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일자리 창출계

○ 제출부수 : 모집대상 분야별 원본 1부, 사본 1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교통경제과(70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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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인 청소년 본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담배
소비세
인상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641
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
당 23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65.4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23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
액 1밀리리터당 400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455
원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
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
원

- 제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
액 1밀리
리터당 628원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
원

지방
세법

지역자원
시설세
인상

○ 원자력발전 : 발전량킬로
와트시 (kwh)당 0.5원

○ 화력발전 : 발전량킬로와
트시 (kwh)당 0.15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킬로
와트시 (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킬로와
트시 (kwh)당 0.3원

지방
세법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 소득 법인세액의 10％

○ 국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
되, 세율, 세액공제굛감면을
별도 규정

○ 법인분 세액공제감면의 과
세전환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인상
○ 64만원/㎡ ○ 65만원/㎡

지방세법
시행령

관광유흥
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 전환

○ 중과세 배제 ○ 중과세 배제규정 삭제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 수기납
부서 전산시스
템구축

○ 구굛군 세무부서에서 자진
신고 후 직접 은행 창구 납
부

○ 기업회계프로그램에서 온라
인 신고굛납부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주정차위반과
태료및 상하수
도요금전국 온
라인 납부 시
행

○ 고지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 은행창구 또는 공과
금 수납기에서 납부

○ 전국 어디서든 고지서 없
이 은행, 인터넷, CD/ATM 등
에서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
금, 통장 등으로 납부 가능

1. 최저임금액인상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최저 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

○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

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

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

용됨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적용 예외

□ 시행일 : 2015. 1. 1

2. 모든음식점에서금연의무화실시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모든 음식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금연이 의무화 됨

※ 단계적 시행 : 150㎡이상( 2013년), 100㎡이상(2014년), 전체

(2015년)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업주 1차 적발 170만원, 2차 적

발 330만원, 3차 적발 500만원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15. 1. 1

3. 마을변호사제도전국모든읍굛면배정

□ 추진배경

○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웃같이 친근한 변호사

를 연결할 필요성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권유하여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733명

→1,455명)

○ 모든 읍,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시행일 : 2014. 11. 21(전면배정)

4. 재외국민에대한주민등록및주민등록증발급가능

□ 추진배경

○ 재외국민의 국내활동 불편 해소 및 국민으로서 소속감 향상

□ 달라지는 주요내용

①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주민등록 유지(거주자

→재외국민)

② 재외국민 말소자의 주민등록 허용(말소자→재등록, 미등록자

→신규등록)

③ 재외국민 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 변경(재외국민→거주자)

□ 시행일 : 2015. 1. 22

1. 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확대(A형간염추가)

□ 달라지는 주요내용

○ 그동안 전액 부담이었던 릫A형 간염릮이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

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할 예정

○ 무료 접종 대상은 12 ~ 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 접종 가능

※ 릫14년 13종 백신지원 → 릮15년 14종 백신지원

※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

.kr)사이트에서 검색

□ 시행일 : 2015. 5월 시행 예정

2.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내년부터장애인등록가능

□ 추진배경

○ 현행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등에 대해 장애

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 (등록절차)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는 등록절차

간소화

○ (중복서비스 제한) 보훈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제한

□ 시행일 : 2015. 5월

3. 청소년증발급절차간소화

□ 발급대상 : 만 9~18세 이하 청소년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용도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가능

□ 할인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굛릉 : 50％

○ 박물관 : 면제~50％ 내외

○ 미술관 : 30~50％ 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일 : 2014. 12. 30

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바우처지원대상확대

□ 추진배경

○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월평균 소득

65％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예외 지원 확대

※ 예외지원대상 : 미혼모(릫15년 추가), 새터민산모(릮15년 추

가),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굛둘째굛셋째아 이

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등

□ 시행일 : 2015. 2월

1. 모든어린이제품에대해안전기준적합의무를부과

□ 달라지는 주요 내용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

관리대상으로 지정

○ 어린이제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

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

○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사고사실을 알게 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고내용을 보고

○ 인증 받지 않은 불법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 및 구매대

행 금지, 위반 시 과태료부과

□ 시행일 : 2015. 6. 4

2. 임신, 출산, 육아바우처카드통합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 출산 의

료비지원(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

즐거운카드)를 하나의 릲국민행복카드릳로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발급받았던 바우처 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5. 4월

3. 보육료, 유아학비지원카드하나로통합

□ 달라지는 주요내용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

에서나 하나의 아이행복카드로 사용 가능

○ 7개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해지므로 카드사 선택권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 향상

* KB국민,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BC, 롯데

○ 기존 발급 받은 카드도 교체 없이 사용가능

□ 시행일 : 2015. 1월

1. 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사업

□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지급대상 : CO2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

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릫15. 1. 1일 출고분부터)

* 출고일은 룗자동차등록규칙룘(국토교통부령) 별지 제 10호 서식

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함

○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 구매자는 자동차 등록업소에 등록한 이후 릲하이브

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릳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우편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자동차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신분증 사본, 구매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법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시행일 : 2015. 1. 1

□ 달라지는 주요 내용

□ 달라지는 납세편의 제도

○ 지원분야

-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

○ 지원자격

- 2015년 현재 대학, 대학원 졸업 년도 3년 이내 작가(만 35

세 미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5. 1. 20(화) ~ 3. 17(화)

- 우편접수 당일 도착분 까지 유효

○ 제출서류

- 2015년 인큐베이팅 공모신청서 소정양식 (오픈스페이스 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작가 경력 및 이력서 (A4 1장 이내) 등

○ 프로그램 진행

- 공모를 통해 5~8명내 외 선정

- 기존 개별 작업장에서 작업 및 생활하며 프로그램 진행 시

필요에 따라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제공하는 공동 공간 및

멘토링 선생님 작업장, 또는 참여자 개별 작업장에서 진행

- 연간 계획표에 따라 진행하며 코디네이터의 진행에 따름

- 월 2회 1박 2일 실시(숙소 오픈스페이스배 게스트 룸 제

공). 1회 강의 시간 2-3시간.

○ 프로그램 일정

1. 2015. 4월부터~10월까지

2. 1차 서류심사 이후 3월 28일 2차 인터뷰심사(해당자에 한

해 서울, 부산 2회 실시-찾아가는 심사) 이후 참여자 선정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4월부터 월 2회 미팅.

4. 2015. 10월 전시 예정(전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사항

전 화: 051-724-5201, 이메일: spacebae@gmail.com

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297-1번지

www.spacebae.com

○ 공모기간 : 2015. 1. 28 ~ 2015. 2. 25

○ 모집대상 : 기장군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한 법인

○ 선정기준

▷ 신규지정 : 2015년 부산시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프로

그램 이수(24시간)

▷ 재 심 사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원내용 : 신규 5천만원, 재심사 3천만원 이내

○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 15. 1. 28 ~ 2. 11

▷ 신청방법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일자리창출계에

교육신청서 제출

▷ 교육기간 : 15. 2. 12 ~ 2. 17 (24시간)

▷ 교육장소 : 마을기업 지원센터

교통경제과(709-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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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운동으로건강한 릫2015년릮맞이

기장생활체육센터, 다양한 생활체육강좌추가개설

기장생활체육센터 스피닝 강좌 수강생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

해마다 1, 2월엔 새로운 결심을 하고 1년 계획

을 세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한 운동 계획이다.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여 기장읍 서부리에 위

치한 기장생활체육센터는 군민들의 건강한 한해

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

영할 예정이다.

기장생활체육센터는 현재 월 평균 2천700명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기장군 생활체육의 메카다.

오전 6시 첫 수업을 시작으로 21시 마지막 수업

까지 수질정화시간을 제외한 매시간 수영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기구를 구비한 헬

스장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그동안 헬스는 운동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무리한 운동에 따른

근육통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수

영의 경우 수영장이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쉽게 운동을 시작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

는 지난해 스피닝(사이클에 율동을 접목한 운

동)과 같은 생활체육 강좌를 신설하여 운영했고

2015년에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G.

X.프로그램(Group Exercise)을 다양한 시간대

에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육아와 가사로 인해 체력이 약해진 여성

을 위한 요가, 필라테스 등 정적인 동작을 반복

하는 소규모 운동 강좌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스피닝강좌를 9시와 18시에추가로개설하여높

은 선호를 수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gijangcmc.

or.kr) 또는 전화 051)792-4790으로 하면 된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마을만들기사업 릫자닮누리릮

자닮누리 회원들이 함께 땅을 고르며 정비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

환으로 릫자닮누리릮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마

을만들기사업은주민들이마을의문제를공동으

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을공동

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주민 주도 사업이다. 기

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릫자닮누리릮는

자연을닮은공동체라는뜻으로텃밭을공동으로

경작하고기장의자연환경을주민스스로가지키

고자 결성됐다. 지역주민 15명이 릫자닮누리릮회원

으로 활동 중에 있다.

릫자닮누리릮는 현재 철마지역의 텃밭을 공동개

간하고있으며향후장안지역에서논농사를지어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 주민들에게 유기농 농

법을 전수하고 논 학교를 열어 교육과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

여안전하고건강한지역사회를만들자는취지로

릫생태가 살아나는 도시농업릮, 릫학교농장의 운영릮,

릫생태교육릮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다.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과 협조하여 진

행할 예정으로 지역사회 내 모든 계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활동의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구상

을 하고 있다.

릫자닮누리릮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릲철

마지역 텃밭 개간을 통해 귀농의 꿈을 조금씩 이

루어가고 있다릳며 릲다른 참여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보람을 느

낀다릳고 만족감을 표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릫자닮누리릮 외에도 지역

주민 육아문화공동체 릫인절미릮, 동화구연으로 지

역사회에 봉사하는 릫무지개릮를 운영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가 릫지역사회 토요스쿨 우수기관릮으로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기장문화예절학교(이하 문화예절학교)가 부

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릫지역사회 토요

스쿨 우수기관릮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

지역사회 토요스쿨 우수기관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토요스

쿨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기관을 선

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문화예절학교는 2012

년과 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문화예절학교는 지난해 1년간 릫기장애(愛)

거닐다릮와 릫기장애(愛) 빠지다릮 외 10개의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관내굛외 청소년 1천190명

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릫기장애

(愛) 거닐다릮는 문화예절학교의 대표적인 토요

스쿨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과 애향심 함양을 위해 기획된 기장 역사굛문화

탐방 프로그램이다. 또한 문화재청과의 연계를

통해 참가 청소년 전원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로 위촉되어 단순한 체험활동을 넘어 지역 문화

의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수행하

는 등 공공성 증진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토요스쿨 우수기관 평가를 담당한 교육청 관

계자는 릲기장애(愛) 거닐다 프로그램은 기장 8경

과 관내 문화지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릳고 평했다.

또한 릫기장애(愛) 빠지다릮는 기장군청소년수

련관 수영장에서 진행된 스킨스쿠버 체험 프로

그램으로 지역 초등학생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했다.

앞으로도 문화예절학교는 지역 청소년의 문

화적굛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절학교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되는

토요프로그램은 주 5일제 릫토요배움터릮에서 신

청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는 051)792-4720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심사 릫우수기관릮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422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릫2014년 개인정

보보호 관리수준진단릮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

다. 공단은 95.18점을 획득해 전체 평가기관의 평

균인 87.91점을 상회했다. 공단 자체적으로도 전

년 대비 10.08점이 향상되었다.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

보보호를 위해 수행한 활동을 진단하여 기관 맞

춤형 개선 지원 및 전반적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진단은 △관리체계 구축 △보호

대책 시행 △침해사고 대책 등 3개 분야에서 개

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등 11개 지표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공단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 및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

고 개인정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정보

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도 공단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2015년에는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각종 시스

템에 대해 접속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보다 향상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릲앞으로도 안전한 개인

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데 지속

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릳며 릲이번 진단 결과

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릳이라고 밝혔다.

2012년, 2013년 이어 3년 연속 수상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청소년활동진흥

원에서 주관하는 2014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우수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인 최우수상 상장과 부상, 현

판을 수여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모집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제공안내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 릲동화야놀자릳안내

기장생활체육센터생활체육강좌운영안내

기장군국민체육센터생활체육강좌증설

강좌명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요금

어린이배드민턴
16:00~16:50 화,목 16 1 30,000

17:00~17:50 화,목 16 1 30,000

강좌시간 강 좌 명 요 일 정원 대 상 이용요금
06:30~07:20 요가(주4회) 화~금 16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09:00~09:50

에어로빅(주4회) 화~금 17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스피닝(주2회) 화,목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요가(주3회) 화,목,토 13 만18세이상 누구나 35,000
요가(주2회) 수,금 13 만18세이상 누구나 25,000

10:00~10:50

에어로빅(주4회) 화~금 17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요가(주4회) 화~금 13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3회) 화,목,토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50,000

11:00~11:5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3회) 화,목,토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50,000
요가(주4회) 화~금 13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멀티바디핏(주4회) 화~금 17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13:00~13:50 바디쉐이핑(주4회) 화~금 15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14:00~14:50 웰빙요가(주4회) 화~금 15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15:00~15:50 필라테스(주4회) 화~금 15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18:00~18:50
요가(주4회) 화~금 13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스피닝(주2회) 화,목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19:00~19:50

스탭박스(주4회) 화~금 17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필라테스(주2회) 수,금 13 만13세이상 누구나 25,000
필라테스(주3회) 화,목,토 13 만13세이상 누구나 35,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3회) 화,목,토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50,000

20:00~20:50

에어로빅(주4회) 화~금 17 만13세이상 누구나 45,000
필라테스(주2회) 수,금 13 만13세이상 누구나 25,000
필라테스(주3회) 화,목,토 13 만13세이상 누구나 35,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3회) 화,목,토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50,000

21:00~21:50

스탭박스(주4회) 화~금 17 만18세이상 누구나 45,000
스피닝(주2회) 수,금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34,000
스피닝(주3회) 화,목,토 15 만18세이상 50세미만 50,000
요가(주3회) 화,목,토 13 만18세이상 누구나 35,000
요가(주2회) 수,금 13 만18세이상 누구나 25,000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

원 제도의 활동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만 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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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 가능)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서비스목적 : 아동의 어휘력 및 표현력 증진을 통한 종합적인 인지능력 향상

동화의 감수성과 정서순화를 통한 정서발달지원

색다른 감상의 경험을 통한 상상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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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언어발달교육이 필요한 자녀를 위하여 체계적이

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기념품(담요)도 제

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5. 1. 1 ~ 12. 31 (연중)

○ 장 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 대 상 :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 새터민 포함)

○ 내 용 :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교육, 상담

○ 교 육 비 : 무료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어린이 배드민턴 신규강좌 개설

▷ 강좌대상 : 어린이(초등학생 대상) ▷ 강좌기간 : 2015. 3. 1 ~ 3. 31

▷ 내 용

▷ 신청기간 : 2015. 2. 26 ~ 2. 28 (3일간), 05: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 임산부 수영교실 신규강좌 개설

▷ 강좌대상 : 임산부 대상 ▷ 강좌기간 : 2015. 3. 1 ~ 3. 31

▷ 신청기간 : 2015. 2. 26 ~ 2. 28 (3일간), 05: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 수강료 : 25,000원

▷ 운영일 : 주 2회, 12~14시 사이 예정

기장군국민체육센터(792-4770)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공단행사
기장문화예절학교 릫지역사회토요스쿨우수기관릮선정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 YK 베이스

볼 파크 등의 후원으로 기장군 재가굛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

울을 날 수 있도록 이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월 15일 기장경찰서 외사계와

연계해 진로탐방 프로그램 릫폴리스 스토리릮를 진행하여 다문화가

족 자녀에게 부산지방경찰청 내 박물관 방문과 경찰관 체험의 기

회를 제공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월 5일 동화구연 사회봉사동아리

릫무지개릮를 조직해 동화구연 전문가교실 수료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동화구연 사회봉사를 실시 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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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전자정부서비스활용
3. 2 ~ 3. 6 (5일간)

10:00 ~ 12:00
25 월~금(10시간)

ITQ엑셀 기초
3. 9 ~ 3. 13 (5일간)

10:00 ~ 12:00
25 월~금(10시간)

ITQ엑셀
3. 6 ~ 4. 3 (15일간)

10:00 ~ 12:00
25 월~금(30시간)

1. 교육일정

3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 육 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5. 2. 2(월)오전 9시부터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분야별 종합정보-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709-4301)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개편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추어 우편업무

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뢾표뢿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뢾 새우편번호 구성체계 뢿
(예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1, 기장우체국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바뀝니다

새우편번호 DB 및 전환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우체국(www.epost

.kr),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뢾현행뢿 뢾개편후뢿

2014년 기준사업체조사실시를위한조사안내문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의 경제굛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

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4년 기준 사업체조

사를 실시하오니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14. 12. 31) 현재 우리 군에 소재

하는 모든 사업체

□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20204호)

□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2014. 12. 31 현재

- 조사기간 : 2015. 2. 4 ~ 3. 11(준비조사 5일 포함)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연간매출

액 등 17개 항목

□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

용구조를 파악하여

- 정부 정책수립굛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

초자료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자료

- 지역소득추계(GRDP 등) 기초 자료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기획감사실(709-40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5-53호

2016년 해양수산사업신청공고

사업신청

공고
끑

사업신청

(어업인 등)
끑 사전심사 -

·재정사업, 전문기
관 사업성 검토

·융자사업, 대출기
관 신용조사

·개별사업 보조금
이력 확인 필수

릮15, 1.20~릮15. 2.19 릮15, 1.20~릮15. 2.25 릮15. 3.20 까지

굛30일 이상 공고 등
굛홈페이지, 게시판 등

굛훈령 별표1의 47개
사업

굛5천만원 이상 신청
분(어업인후계자,
전업어가 제외)

끐

사업계획서 제출

(2016예산신청)
끖 대상자 확정 끖 심 의 끖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릮15. 3.31 릮15. 3.30 릮15. 3.30 릮15. 3.29 까지

※부산시, 2015.04.
30.까지 해수부 담
당부서 제출

굛대상자에 즉시 통지
굛확정내용 홈페이지
등 적절방법 신속
공지

굛어촌어업정책심의
회 상정

굛사업계획 타당성, 사전
심사 결과
굛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
사업 대출금또는 보조
금 부당사용 사유 확인
굛사업집행지침이 정하는
기준 등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되더라도 실질적 선정 대상자별 사업시행 여
부는 2016년 해양수산부의 해당사업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결정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호, 개정
2014.12.09)에 의거 201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보조 및 융자
사업 예산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해양수산관련업에 종사하시
는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사업의 종류와 그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가.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 34개 분야
나. 해당 사업별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 해당 사업별 룙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룚을 참고하시거
나 기장군 해양수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2.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3. 공고방법 : 2015. 1. 20(화) ~ 2015. 2. 19(목)
기장군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4. 신청서류 : 하단 서류를 첨부한 사업 신청서 1부
가.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나. 보조사업 이력서
다. 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출 신청자료는 대출 신청액이 3천만 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라.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마. 상기 가 ~ 다 항목 이외에 해당사업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바. 기타 주의 참고사항
·지원신청 내용 검토 결과, 사업부지 미확보 된 경우 및 자부

담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원 확정시 2016년 사업
착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보조사업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전문기관 사업성 검토, 대출
기관 신용조사 및 개별사업 보조금 이력 등 종합적 검토
결과 따라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신청서 등 각종 필요서식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다
운받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 2015. 1. 20(화) ~ 2015. 2. 25(수)까지
6. 제출(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 접수 및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5층 소재)
·우편 : (우)619-9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팩스 : (051) 709-4519
·문의 : - 어선어업육성분야(709-4501)

- 양식 및 자원관리육성분야(709-4521)
- 식품산업육성분야(709-4611)
- 연안해양관광육성분야(709-4422)

나. 유의사항
·우편 접수시, 등기발송하여야 하며 2015. 2. 25(수) 도착

분까지 한함
·팩스 접수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람

119수상구조대원들이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구조 및 응급처지 등 해수욕장 안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숫자 119.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하

게 되는 전화번호가 아닐까. 우리는 어릴

적부터 화재나 구조 같은 위급상황 시에는

119 소방서를 찾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

랐다.

정관면 용수로에 위치한 기장소방서(서

장 안유득)는 2010년 7월에 개서 후 밤낮

없이 각종 재난굛사고로부터 군민 안전지킴

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과, 예방안전과 등 3개과와 정관, 기

장, 송정에 있는 3개의 119안전센터, 1구조

대로 조직돼 158명의 소방공무원과 자율봉

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 193명이 합심하여

활동하고 있다.

기장소방서는 기장군 전역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관할한다. 구군 등 행정구역에

따라 관할을 나누는 기관과 달리 소방서는

화재나 사고발생시 119 출동 등 빠른 대응

을 위해 지역적으로 구역을 정하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소방서라고 하면 화재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구급건수

가 제일 많다.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보

면 화재가 118건, 구조가 2천122건, 구급

이 7천637건이다.

군민의 안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고

있는안유득 기장소방서장은 부산경상대를

졸업하고 1981년 소방사 공채로 임용되어

35년 동안 근무해오다 2015년 1월 2일 기

장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후 안유득

서장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소방

력 및 골든타임 확보와 군민들이 자율안

전관리 및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

화 실시하는 것이다.

기장소방서는 부산의 30％를 담당할 정

도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비해 인력과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동부

산관광단지, 산업공단과 신도시가 계속 조

성되고 있어 소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함은 생명

과 직결된다. 기장 지역 어디에서든 5분 이

내 출동이 가능하려면 지역 안전센터 설치

가 급선무다. 기장소방서에서는 119안전센

터가 없는 장안지역에 임시 파견대를 운영

하고 있으나 릫원전전담 장안119안전센터릮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장과 송정 안전센터

의 위치 이전과 구급차의 추가 확보도 추

진 중이며 출동로 확보와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건굛사고에는 예방이 1순위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

응 또한 예방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방대

원들이 출동(2차 대응)하기전까지현장에

있는 시민들이 하는 조치(1차 대응)가 조

기 진압의 지름길이 된다.

해운대 골든스위트, 서면 시크노래방, 영

도 상하이 주점 화재 등은 소화기 하나만

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았어도 큰 화

재로 번지지 않았을 사고들이다. 이에 군

민들이 자율안전관리 및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재난 현장에서

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연

령별, 업종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소방서에서 각 세대를 직접 방문

해 거주지 구조와 환경에 따른 피난요령,

진압요령, 예방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실

시할 예정이다.

소방대원들에게 소위 비수기라고 불리는

시즌은 없다. 불조심 강조 기간이었던 추

운 겨울도 이제 끝을 알리고 있지만 면적

의 70％가 산림인 기장군은 오히려 방심하

는 이 시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 산불대

응 역량 훈련을 강화한다. 여름철에는 119

시민수상구조대를운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고 가을철이 되면

소방인력은 산악안전에 투입된다. 1년 내

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무릎 쓰고 화재를

진압하고 사고 현장에서 많은 인명을 구조

하고 있다. 이것은 소명감이 없으면 불가

능한 일이다. 각종 사고현장의 처참한 광

경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는 소방관도 많다. 심지어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와 자살율이 거의 비

슷한 실정이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으면

서 군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과 사고 현장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안유득 서장은 릲위험한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해낼 때는 힘들었던 일들을 잊게

한다. 반면, 어려운 분들이 화재 피해를 당

해 삶의 터전을 잃고 우는 모습을 보면 가

슴이 아프다릳고 말했다. 소방서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119안

전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소방공무원들의 자율적 모

금사업인 119안전기금은 저소득 화재피해

주민 주거복구, 생활지원금 또는 임시거소,

사회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등에 사

용된다.

기장소방서 모든 직원은 오늘도 내 가족

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최선

을 다하고 있다.

군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

소방본연의책무명심할것

안유득

기장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기장소방서장 안유득입니다.

2015년 을미년은 국민안전처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첫

해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올해를 룙안전혁식 원년의 해룚로 지정하

여 안전관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 한해 안전한

기장군을 만들기 위해 기장소방서 전 직원은 화재는 물론 각

종 재해 재난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5일 장안읍 지역 집중 폭우로 룙특별재난지

역룚 지정과 최근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화

재에서 보듯이 재난과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 주변을

살펴보고 소방시설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장군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등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기에 늘 경계하며 사전에 위험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2010년 7월에 개서한 기장소방서는 매년 고리원전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

관과 함께 방사능 방재굛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대응장비 확보에 힘쓰

고 있습니다.

산림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장소방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산불 관련

MOU를 체결하여 재난대응력을 높이고,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주기

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화재 및 안전사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릫화재 없는 안전마을 행사릮를 통하여 화재취약 마을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

형감지기, 소화기)을 기증하고 주민 스스로 방화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가 없는 장안지역에는 임시파견대를 설치하여 릫골

든타임릮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바뀌어 룙모세의 기적룚처럼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동

참해주시는 운전자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장시장 등 아직도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으니 기장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소방차가 출동하고 있

는 도로에서는 내 가족굛내 집을 향해 달려간다 생각하시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룙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용납하지 않겠다룚는 각오를 소방 본연의

책무로 명심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안전한기장군만들기앞장
소방력확보굛자율안전관리강화중요

정관면 용수로에 위치한 기장소방서 전경 소방대원이 응급처치교육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 오시는길

제 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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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문화원 제5대 송영우 원장 취임식이 기장문화원 대강당

에서 1월 16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

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하고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 창달에 더욱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 동정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2014년 12월

30일, 군수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

석한 가운데 긴급 안건으로 부의된 부산광역

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처리를 위해 하루 간의 일정으로 제203

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김정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즈음하여 기장군의 인구 증

가와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확대, 시스템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특

히 2015년 상반기에 국(局)제도가 신설굛시

행되는 만큼 행정조직의 외연 확대가 공무원

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군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전에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

사굛의결하고 이어 오후에 개회된 제1차 본

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의결 함으로써 하

루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됨으

로써 인구 14만을 돌파한 우리군 부군수의

직급이 종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

관)으로 상향 조정되어 행정조직의 효율성

을 기함은 물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향상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재향군인회 제20차 정기총회(회장 김호군)가 기장읍

소울메이트에서 1월 16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처리

철마 마지마을 공용주차장 준공식이 1월 14일 개최됐다. 기

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주차

장 준공을 축하하고 마을이장을 비롯한 주민과 관계자들의 노

고를 격려했다.

의정활동의예측가능성과안건심의의효율성제고

기장군의회회기운영계획수립

기장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도 의정활

동과 회의일정을 담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 확정

했다.

2015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릮에 규정된 연간 회의

일수에 따라 정례회 40일(2회)과 임시회 60일(8회) 등

100일로 예정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릫지방의원약속대상릮

2년 연속선정…

올해도받도록노력할터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14만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

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의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후반

기 의장을 역임하며 열린 의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난 2년간 최

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기장군의회 전반기 의회

가 군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군에

산적해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박 위원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릫지방의원 약속대

상릮에서 수상자로 2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위원장님만의 차별화된 의정

활동 계획굛방향이 있는지?

- 누구나 약속은 소중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군민과

의 약속이라면 절대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연속 약속대상에

선정된 것도 군민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이

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적극 장려하고, 장애인 자립 작업장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을 훼손하는 무

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고 감시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더 낮게, 더 가까이 군민 곁으로 다

가가 경청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그래왔듯이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엔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 저의 공약 중 하나였던 릫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릮 건립은

집행부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 기장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자

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는 청년인력양성과 신규 일자리창

출로 이어지며 기장군이 부산의 창조경제 신성장 동력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군의회의 한결 같은 의지를 담아 철

마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대표발의 했습니다. 철마면은 지난 1964년 2월 22일 회동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근린생활시

설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도심 속의 오지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인 철

마면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광면 일광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붕장어축제와 미역다시마 축제를 더욱 내실화하여 추진해 나갈 계

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제 곧 한 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장안, 철마 지

역에 지난해 입은 수해가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농로정비와 구거

정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기장군의회제203회 임시회개회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배성우 명예기자 사진제공.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공원면적 : 308,177.1㎡,

박물관면적 : 20,196㎡)
2,132.6㎡ 4,059.11㎡ 지상1층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17호(2002. 1. 31.)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8-495호(2008. 12. 24.)로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41(2009. 12. 2.)호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부산광역시 기

장군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도시계획시설(부산 정관신도시

박물관 신축공사)사업에 대하여 룗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룘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농림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방곡리 442

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부산정관신도시박물관신축공사)

사업

나. 명 칭 : 부산정관신도시 박물관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4.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5. 사업의 시행기간 : 2010. 2. 1 ~ 2015. 1. 31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공고

2015년 원안위는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수준을 반

영하여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등 근원적으로 원자력 안전 규

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굛시스템적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안전에서 안심까지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실현

할 계획입니다.

뢾 2015년 원안위 중점 추진 사항 뢿

○ 설계, 제작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全) 과정에 이르는 규제

기반 구축

- 공급자 검사 실시, 원전 건설굛운영허가 단계에서부터 해

체계획 수립 등

○ 감시기 설치 확대 등 수입화물 감시 강화

- 공굛항만에 감시기 20대 추가설치,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확인서 요구 의무화 등

○ 방재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방사능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

-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전년도 훈

련결과 개선사항 점검 등 환류 체계 개선 등

○ 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운영 등 원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

-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위협 대응

훈련 시행, 사이버보안전담조직 신설 등

○ 규제 기관의 재정적 독립성과 인적 전문성 강화

- 원자력 안전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원자력안전위원회(02-397-7389)

국민안전혁신을위한원안위의약속
원자력안전규제실현을위한시스템전반혁신

구분 개최시기 회기일수 주요안건

임시회

1월~6월 30일
- 조례안 등 일반안건 - 심의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 추경예산안 심의(필요시)

7월~12월 30일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 추경예산안 심의(필요시)

정례회

6월 19일 20일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 행정사무감사(현장방문)
- 릫1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 추경예산안 심의(필요시)

11월 20일 20일
-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의회방청안내

○ 기장군의회 회의 방청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

○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부하며, 장기방

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

-신청부서 : 기장군 의회사무과(7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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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작가 릫이사카코타로릮산문집

그것도 괜찮겠네

이사카 코타로 지음/오유미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무용지용(無用之用)이란 말이 있

다. 장자가 한 말이라고 한다. 어느

날 장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숲이 울창한 산길로 접어드

는데 한 나무꾼이 큰 나무 한그루를

남겨두고 모두 베어내고 있었다. 제

자가 남겨 둔 한그루의 연유를 묻자

나무꾼은 릫쓸모없는릮 나무라서 남겨

둔다는 답을 했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제자에게 쓸모없음으로 해서

그 나무는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오히려 베여지지 않고

긴 시간 남아 있음으로 해서 더 큰

쓰임새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

이 장자의 관점이다.

이천년도 더 전에 중국에서 살았

던 한 사상가의 관점이 오늘의 한국

땅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

을 보면서 나타나는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

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얼마 전 S방송에서 방영한 릫궁금

한 이야기릮라는 제목으로 만든 작은

다큐방송을 보았다. 그날의 주인공

은 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자그

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중년의 남자

였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

종 동전 가운데 때가 많이 올랐거나

변형이 된 것은 액수별로 따로 모으

고 있었다.

겉으로의 이유는 지저분해진 돈

을 손님들께 거스름돈으로 주기가

민망하다는 것이었다. 그 가게 주인

은 그렇게 일 년 동안 모은 돈을 잘

정리해서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를

하고 있었다. 그 계기도 재미있다.

제목이었는지 주제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릫쓸모없는 것은없다릮라는영

화를 본 후부터 시작한 일이라고 한

다. 무용지용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귀한 행동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 가

운데 어느 한 가지 일을 선택할 때

는 그 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될

것이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일, 혹

은 어떤 일에서 파생되어진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관

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새도 하늘을 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야굩 라는 관점으로 시작된 끊

임없는 시도가 오늘 날 너무나 당연

하게 여기면서 누구나 오대양 육대

주를 훨훨 날아다니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스무 살이 조금 지난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일

이다. 한쪽에서 조용하게 무슨 책을

보다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악어

는 무엇이든지 먹으면 모두 똥으로

내보내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답

했다. 그 대답에 돌아온 대답이 걸

작이다. 자신은 절대로 악어에게 잡

혀 먹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릫똥릮이 되기 싫다는 것이었다. 잡혀

먹히는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

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제 깐에는

가장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릫똥릮만눈

에 들어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아이의 인

생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줄지,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

꾸어 놓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

정도 못 짓겠지만 어린 아이의 시각

은 이렇다는 말이다. 지금은 기억도

못하는 일이겠지만 사람마다의 시

각이 이렇게 다르다.

이사카 코타로는 저명한 일본의

소설가다. 이 책은 저자의 데뷔 10

년을 기념하는 산문집이다. 처음부

터 책으로 묶어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아니라고 한다. 그

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

소한 일들을 일기 쓰듯이 꾸준히

써오던 것이 이런저런 계기가 맞

아 떨어져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나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읽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

를 내가 아닌 제삼자, 그것도 작가

라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전해 듣는 이야기라서.

박태만 서예가

4개 타석 규모의 최신식 설비를 갖춘 월평초 골프연습장.

전국여자(KLPGA) 초등부 1위

정관면에 위치한 월평초등학교(교장 강수

정, 이하 월평초)는 2008년 당시 전교생이

34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으나 동문과 지역

의 관심과 후원으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을 실시해 행복한 배움터가 됐다. 농어촌 전

원학교 3년 연속 지정, 골프수업, 퓨전 오케

스트라, 교내 텃밭 가꾸기, 학력 UP교실 등

이 대표적인데, 특히 골프 꿈나무 육성이 톡

톡한 효과를 거두며 특색 있는 학교로 거듭

나고 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골

프연습장은 길이 40m, 4개 타석 규모의 최신

식 설비를 갖추고 운동장 한 편에 자리 잡고

있다. 골프 수업을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으

로 실시하는 월평초는 이 곳에서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 148명이 예외 없이 무료로 주

1회 방과후 골프수업에 참여한다.

강 교장은 릲어릴 때부터 운동을 통한 자신

감 신장 및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골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릳며 릲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교생

이 무료로 골프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장군

의 방과후 지원사업비 대부분을 골프 교실에

할애 한다릳고 말한다.

매번 골프를 할 때마다 학생들의 눈은 반짝

반짝하다. 학생들은 릲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

운 활동이잖아요.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

어 즐거워요릳, 릲드라이버가 멀리 나갈 때 기분

이 좋아요릳라고 말하며 골프코치가 가르쳐주

는 동작을 곧 잘 따라하며 즐긴다. 주입식 교

육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니

재미있고 재미가 있으니 습득도 빠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골프연습장과

세미프로 김동선 코치의 지도 덕분에 현재 선

수로 등록된 학생은 5명. 이들은 골프부 영재

반으로 운영,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다. 선수

학생들은 매주 3회 정관면에 위치한 해운대

CC에서 무료로 실전연습을 한다. 1시간 정도

퍼팅연습을 하고 9홀을 돌며 실전 라운드를

펼친다. 해운대CC에서는 2012년부터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골프 꿈나무 육성에

적극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한

다고 했던가. 이에 보답

이라도 하듯 2012년부

터 각종 대회서 꾸준히

수상을 해온 월평초 골

프부의 수상실적은 화

려하다. 차세대 박인비

로 불리는 6학년 신유

진양은 각종 대회를 휩

쓸며 2014 KLPGA 회

장배여자 아마 골프 선

수권 대회에서도 초등

부 1위에 당당히 올랐

다. 이에 KLPGA 대상

시상식에 국내 초등부 대표로 초청받아 참석

하기도 했다. 신유진 양은 자신의 적성을 살

려 골프특기생으로 진학할 예정이다.

차세대 최경주로 불리는 5학년 이욱열 군

은 2014년 부산광역시골프협회장배 춘계와

추계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각각 1위를 차지

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감배, 부산광역시

골프협회장배 학생골프 선수권 대회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해 6학년이 되면 부산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학생들은 꾸준한 연습과 무료 연습 라운드

덕분에 실력이 부쩍 늘어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를 넘보고 있다. 골프는 2016년 브라질올

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만큼 미래

의 프로 골프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

해본다.

월평초의 골프 수업은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골프 꿈나무까지 육성해 이제는 주변

지역에서 일부러 전학 올 만큼 주목 받는 학

교가 됐다.

꿈의전원학교월평초 릲골프꿈나무들이자라고있어요릳

기장중 봉사단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 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청소년 자원봉사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기장중학교(교장 이현철) 베틀봉사단이

릫2014 부산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사례릮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기장중학교 학생들로 구

성된 베틀봉사단은 교내외에서 애플데이 활

동, 실버타운 환경미화, 신생아 모자뜨기, 종

이접기 봉사, 행복 보따리 행사 참가 등 다양

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는 부산 지역 청소년들

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1365에 가입 활동

중인 부산지역 청소년 자원봉사단체를 대상

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1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청소년 자원봉

사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시자원봉사

센터는 활동의 지속성, 내용의 다양성과 독

창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심사했다.

베틀봉사단이 자원봉사우수사례시상금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로 스스로 결정해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들

은 시상금으로 방향제와 향초굛재료를 구입하

여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습을 했고 앞으로 향

초를 만들어 노인복지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누구보다도 이웃과 열심히 소통하며 진정

한 봉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베틀봉

사단은 2011년 4월 창단 이후 봉사활동을 실

천해 보면서 자신도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을 목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베틀봉사단은 한마

음노인요양병원에서 종이접기 봉사로 부채,

카네이션, 컵받침 등의 물품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색종이 자격증

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색종이 접기 기술을

연습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해운대KNN 야외광장에

서 열린 릫행복보따리 한마당 행사릮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돕는데 앞장섰다. 소외계층에 대

한 관심을 고조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에 기여하기 위한 행복보따리 한마당 행사에

베틀봉사단 학생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용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선물하고 팝업카

드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카드를 작성,

포장하는 일 등 뜻 깊은 일에 함께 하기도 했

다. 이러한 교외 활동 외에 베틀봉사단은 교

내 애플데이(Apple day, 친구와 사과하는

날)프로그램을 통해 전단지를 만들고 사과편

지 포장과 전달을 하며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애플데이는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를 대안할 건전한 문화 보급차원

에서 시작돼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과하고 싶은(고마운 사람) 사람에게 사과

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는 행사다. 사소한 오

해나 섭섭한 마음의 감정을 털어낼 뿐 아니

라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사과와 화해의 문

화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봉사와 나

눔의 정신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베틀봉사단은 이번 시상을 계기로

올해에도 더욱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다.

장안제일고 1학년 김민정, 전승현 명예기자

릫 릮

어쨌든 밸런타인 - 강윤화(창비)

제7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수상. 각자 다른 사정을 품고 있는 여섯

주인공들의 갈등과 성장이 서로의 시점을 오가며 펼쳐진다. 서로가 없

는 삶을 상상조차 못 했던 소꿉친구 재운과 유현, 남보다도 못한 사이

가 되어 버린 쌍둥이 형제 홍석과 진석, 같은 반이지만 말 한마디 나누

지 않던 두 소녀 다정과 이수. 주인공들은 고교 삼 년간 만나고 헤어지

며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10대가 친구, 연인, 가족과의 관계에

서 느끼는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를 섬세하게 포착해 냈다. 또한 청소년

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리얼하게 그려 내는 동시에 릫요즘 애들릮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획일화하려는 기성세대에게 일침을 가한다.

송인섭 교수의 공부하는 척 하지마라 - 송인섭(청림출판)

자기주도 학습의 세계적인 권위자 송인섭 교수가 지난 8년간 만난 수

만 명의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의 모

든 원인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대표적인 문제를 18가지 유형

으로 나누고, 각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는 하나의 개

념에서 다음 개념으로 확장하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릫개념지도 그리

기릮, 틀린 수학 문제의 풀이과정을 다시 적어 어떤 점 때문에 틀렸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릫수학 오답 노트 작성하기릮등을 알려준다.

습관의 재발견 - 스티븐기즈(비즈니스북스)

1월에 당신이 세웠던 릫올해의 목표릮, 기억하고 있는가? 새해 결심으

로 빠질 수 없는 금연과 다이어트, 자기계발을 위해 한 번쯤 세워봤을

영어 공부하기, 한 달에 2권 이상 독서하기, 하루 한 시간 운동하기 등.

하지만 당신이 세웠던 그 계획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 왜 우리

는 늘 이런 식일까? 항상 결심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

가 빈약하기 때문일까? 미국의 떠오르는 스타 파워블로거이자 자기계

발 전문가인 스티븐 기즈는 릲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이 쓰고

있는 습관 전략이다릳라고 말한다.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알맞고 릫무조건 실천 가능한릮 전략으로 릫작은 습

관 프로젝트릮를 제시한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 - 김낙회(센추리원)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결단의 순간을 맞이한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

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무엇을 얻어 내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 그러나 누구나 어려운 것

이 결단이다. 왜 그럴까? 결단의 순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놓을

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확실하다면 다른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 이는 결단에도 릫원칙릮이 필요하며 그 원칙은 공

부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결단력은 노

력으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 하야마 아마리(예담)

드라마뢾미생뢿에서 안영이가 읽은 그 책굩 파견사원으로 일하던 아마

리는 혼자만의 우울한 스물아홉 생일을 맞는다. 동네 편의점에서 사온

한 조각의 딸기케이크로 생일 파티를 하고 릫항상 혼자였으니 괜찮다릮고

최면을 걸지만 바닥에 떨어뜨린 딸기를 먹기 위해 애쓰던 중 무너지고

만다. 살아갈 용기도 죽을 용기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며 텔레비

전 화면에 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릫너무도 아름다운

세계릮에 전율을 느낀다. 그곳은 바로 라스베이거스굩 난생처음 릫뭔가를

해보고 싶다릮는 간절함과 가슴 떨리는 설렘을 느낀 그녀는 스스로 1년

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한다.

맛집 폭격- 배명훈(북하우스)

근심이라고는 없는 화사하고 상큼한 오렌지 샐러드, 승리한 전투의

전리품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쟁반 위에 쌓여 있는 찹쌀 탕수육,

짭조름한 바다 맛 속에 담백한 끝맛을 감추고 있는 빨갛지만 맵지 않은

짬뽕, 입안에 넣기도 전에 새콤하고 향긋한 향이 도는 사르마 돌마. 작

가는 맛깔 나는 묘사로 책장을 넘기다 말고 인터넷을 검색해 그 식당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게 하다가는 돌연,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로

맛집들을 날려버린다. 그러고는 추억의 공간을 공유하는 옛 여자친구

에 대한 기억을 단서로 이 맛집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미스터

리를 쫓게 만든다.

기장중학교베틀봉사단봉사활동으로나눔정신배워

제 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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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havesomeplan thiswinter vacation. ②

I usually spend most time doing nothing

during vacation. ③so I think I have to start

something fromnow. ④I amgoing to study-

ing English repeatedly during this vacation.

⑤English is necessary to me to become a

English teacher for school. ⑥Sometimes I

am frustrated of say in correct grammar. ⑦I

릫m going to preview the learning points in

advance and review again. ⑧Next, I will be

exercise to keep my body healthy. ⑨My

plan to exercise is run on the treadmill for

anhour everyday in fitness center.

①I have some plan this winter vacation.

I have some plans for this winter vacation.

계획은 복수로 쓰자. this winter vacation 자

체가 부사구가 될 수 있으나 for를 넣어 줬다.

②I usually spend most time doing nothing

during vacation.

I usually spendmost of vacation time doing

nothing special.

doing nothing보다는특별한뭔가를하지않

는다는 뜻으로 순화시켜 보았다.

③so I think I have to start something from

now.

So I decided to do something different this

time.

릫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해 보겠다

는 결심을 했다릮라는 뜻이다. 우리말에 릲~하기

로 생각했다릳라 하여 무조건 think를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동사를 생각해 보자.

④I amgoing to studying English repeatedly

during this vacation.

I am studying English harder from this

vacation on.

repeatedly를 부사로 반복적으로 라는 뜻이나

여기선 어울리지 않는다. fromA on은 릫이제부

터 앞으로 계속릮이라는 뜻.

⑤English is necessary to me to become a

English teacher for school.

I have to be good at English because my

dream is to become an English teacher.

내꿈이 영어교사가 되는 것이라면 나도 영어

를잘해야한다는뜻으로begood at을사용했

다. English의 e는 모음이므로 an을 붙이자.

⑥Sometimes I am frustrated of say in cor-

rect grammar.

It frustrates me when I make grammatical

mistakes speaking in English.

주어 부분이 기니까 가주어 it을 앞에 쓰고

when이하를 진주어로 표현했다. makemistake

는 실수한다라는 뜻.

⑦I릫m going to preview the learning points

in advance and review again.

I릫ll prepare and review thoroughly to make

sure that I understand the class.

make sure은 릫꼭 ~하도록 한다릮는 뜻. thor-

oughly는 철저히라는 부사.

⑧Next, I will be exercise to keep my body

healthy.

Not just that, I will work out to keep in

shape.

그 뿐 아니라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유

지한다라는 뜻. work out은 운동한다라는 뜻이

있다. keep in shape는건강을지킨다라는의미.

⑨My plan to exercise is run on the tread-

mill for an hour everyday in fitness center.

I will run on the treadmill for an hour

everyday in a fitness center.

이를 위해 헬스장의 러닝머신에서 매일 하루

한 시간씩 달리기를 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릫 릮

기장군에는 16개 부서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의 읍굛면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있

죠. 이번 호에서는 군 직속기관중 하나인 도서

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볼 거예요.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지

식정보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요. 더 많은 지식

과 문화적 경험을 필요로 하지요.

지식을 쌓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미

처 경험해보지 못한 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

고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도 키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곳 하면

바로 도서관이죠.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역사, 문학, 예술 분야까지 종류별로 다양한

책을 소장하고 있어요. 보고 싶은 책이 비치되

어 있지 않다면 신청을 할 수도 있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료

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청소

년, 일반인까지 책을 보고 빌리는 독서 회원들

및 자율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는 독서회 관리를 통해 도서관이 사람

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선 유아들에게 병아리 일일독서교실 운

영,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그림책 읽어

주기 등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있지요.

또 초등학생들에게는 여름, 겨울방학 마다

특강을 실시하여 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독후감 작성법, 북 아트 꾸미기 등 독후활동까

지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

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습관이지요. 따라서도서관에서는어르

신 방 운영 및 독서 길라잡이 강좌를 마련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및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

처하고자 한답니다.

그 외에도 독서진흥을 위한 작가 강연회, 학

부모 특강, 전시회,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진행

하고 있고 매주 토굛일요일 주말가족 극장을 통

해 가족과 함께 눈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외계층까지 함

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여 단

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지역문화의 중심

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랍니다.

릫 굛 릮

왜 우리가 고기 집에 가면 항상 파무침, 상

추, 깻잎, 오이, 마늘, 당근 등 각종 채소들이

함께 나올까요? 별명이 호기심 박사인 보람

이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죠. 그래

서 책과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어요.

첫째, 고기와 채소는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찰떡궁합이에요.

쇠고기의 경우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성

장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은 있지만 비타민

C는 전혀 없답니다. 반면, 깻잎에는 비타민A

와 C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부족한 영양

소를 보완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

까지 해요. 게다가 채소에는 고기에 부족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음식의 소화, 흡수에도

좋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지요.

둘째, 채소가 암을 예방해줘요.

고기를 구워먹다 보면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생성된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DNA를 변형시켜 각종 악성종양을 발생시켜

요. 이 때 깻잎, 마늘, 양파 같은 채소에 들어

있는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

으키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셋째, 채소가 각종 성인병을 막아줘요.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으면 채소가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의 과도한 섭취를

막아주어 동맥경화증과 고혈압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각종 영양소 흡수와 대

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질병을 막아줘요.

넷째, 채소가염분을조절해주는역할을해요.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 몸속의

염분을 조절해줘요. 소금이나 양념구이 한 고

기의 많은 염분을 깻잎, 상추, 마늘, 오이 같

은 채소들이 조절해 줄 거에요.

다섯째,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배 같은 과일을

사용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배에는 단백

질 분해효소가 있어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만

들어 주지요. 요즘은 참다래, 파인애플 같은

과일도 많이 사용해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아스라하다 룗형룘

① 기억이 분명하게 나지 않고 가물가물 하다.

②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

③ 보기에 아슬아슬할 만큼 높거나 까마득하게 멀다.

(예) 드디어 떠난다고 생각하니 일종의 서글픔이 일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아스라한 지붕 위가 그녀에겐 견딜 수 없이 현기증을

불러왔기 때문이었다. 뢾홍성원, 육이오뢿

○ 너테 룗명룘

물이나 눈이 얼어붙은 위에 다시 물이 흘러서 여러 겹으로 얼어

붙은 얼음.

(예) 허연 너테 언저리에는 겨울을 날 철새인 물오리 떼가 수백

마리 내려앉아 날개를 털며 연방 물 속에다 주둥이질을 하고 있

었다. 뢾김원일, 불의제전뢿

○ 잠포록하다 룗형룘

날씨가 흐리고 바람기가 없다.

(예) 나는 얼른 그 옛날의 그 연파(烟波)가 가물거리던 잠포록한

바다를 떠올렸다. 뢾이문구, 관촌수필뢿

○ 포달 룗명룘

암상이 나서 악을 쓰고 함부로 욕을 하며 대드는 일.

(예) 조석에 밥만 좀 질든지 하면, 숟갈을 집어 내던지고 포달을

부리었고... 뢾이희승, 벙어리 냉가슴뢿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강 좌 명
운 영

교육내용
모집
인원기 간 시 간 모집대상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3. 3 ~ 5. 26
매주 화요일
10:00-12:00

지역주민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자격증
취득 과정(교재비 : 20,000원)

30명

엄마표
독서 멘토링

3. 4 ~ 5. 20
매주 수요일
10:00-12:00

지역주민
좋은 책 선택과 효과적인

독서지도 정보 제공
(교재 개인 구입-개강 후 공지)

30명

인문학으로
세계사 읽기

3. 4 ~ 5. 20
매주 수요일
14:00-16:00

지역주민
인문학적 접근으로역사 쉽게 알기

(교재비 : 6,000원)
30명

어르신과 함께
하는 동화구연

지도사
3. 6 ~ 5. 22

매주 금요일
10:00-12:00

어르신20명
성인20명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재 및 재료비 : 20,000원)
40명

중학생
논술 시크릿

3. 7 ~ 5. 23
매주 토요일
18:30-20:00

중학생
1~3학년

중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논술 방법 제공

(교재비 : 6,000원)
20명

구분
대상

(※2015학년도 기준)
인원 수업일시 접수기간

저학년 초등 2-3학년 15명 3월~12월 (매월 첫째 주 목)16:30~17:30 2. 10(화) 오전10시~
고학년 초등 4-5학년 15명 3월~12월 (매월 셋째 주 목)16:30~17:30 2. 24(화) 오전10시~

일 자 제 목

2월 7일 털장갑

2월 14일 연이네 설맞이

2월 21일 도깨비 감투

2월 28일 거울 속에 누구요?

일 자 제 목

2월 1일 (일) 아이스 에이지 4

2월 7일 (토) 장화신은 고양이

2월 8일 (일) 업

2월 14일 (토) 마다가스카 3

2월 15일 (일) 박물관이 살아있다 2

2월 21일 (토) 마루 밑 아리에티

2월 22일 (일) 벅스라이프

2월 28일 (토) 추억은 방울방울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1. 2015년상반기문화강좌수강생모집

- 운영기간 : 2015. 3. 3 ~ 5. 26

- 접수기간 : 2015. 2. 5(목) 10:00 ~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접수방법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교육장소 :시청각실

- 수 강 료 :무료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 문 의 처 :기장도서관(709-5331)

- 세부운영내용

2. 책 읽는가족운영안내

- 대 상 :관내 가족 10팀 (2대 3인 이상)

- 운영기간 : 2015년 3월 ~ 10월까지

- 모집기간 : 2015. 2. 11(수) 10:00 ~ 마감시까지

- 모집인원 :선착순 10팀(가족대표 1인 인터넷 신청)

- 접수방법 :기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접수

- 운영내용 :운영기간 내 우수 도서관 이용가족에게 한국도서관협회와 기장도

서관 공동명의의 현판 수여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3. 꿈나무어린이독서회모집안내

- 운영기간 : 2015년 3월 ~ 12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운영내용 :주제별 책읽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개별접수(※사전 회원가입 필수)

기장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jang.go.kr) ⇒온라인수강신청에 접수

- 문 의 :어린이도서관(709-5321)

- 참고사항 : 7회 이상 참여자에게 어린이독서회 수료증 수여

4. 그림책읽어주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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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6-7세 유아 및 가족

5. 주말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 일요일 14:00 ~ [시청각실]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기장도서관 2월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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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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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한글교실에서배움의한을풀었습니다릳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⑮ 장안읍 릫한글교실릮

수강생들이 릫찔레꽃릮노래가사로 노래를 부르며 한글을 배우고 있다.

릲기역, 니은, 디귿…릳 정성으로 한

글자씩 써내려가는 주인공은 주름진

손, 하얀 머리칼을 흩날리는 70세 훌

쩍 넘긴 어르신들이다. 배움의 욕구로

가득 찬 이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

고 있다.

장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글교실은 매주 월, 금 14시에서 16

시까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노인에

게 무료로 운영 중이다. 어릴 때 시대

적굛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노인들을 위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한글을 배우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

에서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만학도

들의 열기는 여느 수험생 못지않게 뜨

겁다.

하성렬 강사는 릲나이와 열정은 무관

하다. 평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지

만 배우고 싶은 욕구는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 그들을 보고 있으면 삶의 활

력과 에너지를 느낀다릳고 말했다.

6년째 운영중인 한글교실은 초등학

교 국어 교과서 위주로 수업이 진행된

다. 초등학교 1-1 국어교과서부터 시

작해 지금은 6-2 국어교과서로 공부

중이다. 노안으로 교과서를 보기 불편

해 하는 수강생을 위해 하 강사는 A3

종이에 6페이지 분량의 수업 내용을

크게 적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의 정서를

고려해 노래 가사를 배우는 시간도 넣

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한글교실에

재미를 더했다.

수업은 이전에 배운 한글과 노래를

복습하면서 시작한다. 강사가 직접 만

든 교재엔 집에서 혼자 복습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전 시간에 배운 한글을

선생님과 다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고

받아쓰기도 해본다.

릲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릳 릫찔레

꽃릮 노래까지 멋들어지게 부르고 나면

1시간이 훌쩍 지난다.

한글교실 강봉순(85세) 수강생은

릲어려서 공부를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게 한이었다. 영감도 돌아가시고 자

식들은 외국에 있어서 편지가 와도 나

스스로가 읽지 못했다. 혼자살기 불편

해 한글교실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웬만한 건 다 읽을 수 있다. 정말 선생

님께 감사드린다. 꼼꼼하시고 세심하

게 잘 가르쳐 주신다.릳라며 릲내게 소원

이 있다면 젊었을 때로 돌아가 초굛중굛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릳고 전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을 실천하는 이들이

여기에 있다. 노년의 삶에 대해 걱정

하기보단 이 시기를 도전의 시기로 바

꿔보는 건 어떨까? 포기하지 않고 도

전하는 어르신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

낸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29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2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2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정관면 방곡리에 기장군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삼국

시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릫부산 시립 ○○○○○릮이 1월 26

일 개관했습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군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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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 기획감사실 추유정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27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25명 등기발송)

▷ 김동언 김망기(기장읍 기장대로) 김묘선(기장읍 대변로) 전

분희 정주휘(기장읍 대청로) 이지희(기장읍 죽성로) 박정인

손광훈 양혜연 이춘금(기장읍 차성로) 김혜경 김효영 도옥재

(기장읍 차성동로) 이동건(기장읍 차성서로) 구민정(정관면

정관로) 김명준(정관면 정관1로) 김남숙(정관면 정관4로)

김이안 신효애(정관면 정관5로) 김연희(정관면 산단2로) 박

선자(정관면 산단4로) 김남훈(일광면 동백길) 이건동(장안

읍 대룡2길) 박재홍(철마면 곽암길) 신동수(철마면 고촌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박규원(기장읍 기장대로) 이한솔(기장읍 반송로) 조은숙(기

장읍 연화길) 유경민 최금혜(기장읍 차성로) 곽정선(기장읍

차성남로) 김성룡(기장읍 차성서로) 전민주(기장읍 차성동

로) 손정훈 주홍희(기장읍 대청로) 정은선(정관면 모전1길)

○ 평생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14명 등기발송)

▷ 최지성(기장읍 차성로) 김윤옥 신선자 이지형(기장읍 차성서

로) 국경숙 방선화(장안읍 좌천5길) 강민지(정관면 정관2

로) 김성일 김영주(정관면 정관4로) 박우진 정종연(정관면

정관5로) 조기자(일광면 삼덕길) 김수진(일광면 이천10길)

이채영(철마면 고촌로)

○ 팜듀 협찬 건강보조식품 (4만7천원 상당, 4명 직접 방문수령)

▷ 박주휘 허철순(기장읍 차성로) 김미리(기장읍 차성동로) 김

영옥(기장읍 청강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박성민(정관면 모전1길)

성품굛성금전달

명품물회(기장읍 시랑리)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지난해 12월 19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주)케이지테크＆(주)누리테크는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

해 백미 20kg 30포(환가 132만원)를 지난해 12월 19일 기장

군에 기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는 연말을 맞이하여 어

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천만원을 지난해 12월 22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대간종주는자신과의싸움
백두대간 종주를 끝마친 백승호씨

좌측에서 부터 이병호, 백승호 씨가 백두대간 종주 완주를 기념하고 있다.

릲남보다 빠르게 앞서가는 것만이 능

사로 여기며 앞만 보고 살았다. 백두

대간 산행은 이 강박에서 벗어나 잠

시 복잡다난한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릳

1대간 1정간 13정맥, 진부령에서 지

리산 천왕봉에 이르는 734.65km의 장

대한 산릉을 3년에 걸쳐 오르내리며 30

구간 25회 차 백두대간 종주를 끝마친

이가 있다. 바로 백승호(54세) 씨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비롯하여 지

리산까지 우리 땅의 골간을 이루며 이

어진 산줄기다. 그 길이는 1천800km,

높이 100곒에서 2천740m까지 이른다.

남한에서 종주할 수 있는 거리는 지리

산에서 진부령까지 약 734km이다.

평소 산을 좋아한 그는 철마에서 태

어난 기장 토박이다. 40세부터 건강을

생각하여 본격적인 산타기를 시작했

다. 점점 산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진

백 씨는 절친 이병호 씨와 함께 그저

동경의 대상이었던 백두대간 종주를

계절의 시작인 봄과 함께 출발했다.

돌이켜 보면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

다. 누가 시켜서 한 행동도 아니기에

당장 포기하고 싶었지만 중도 포기는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는 고집으로 자

신을 채찍질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설악산(미시령-황철봉-저항

령-마등령 구간)을 꼽았다. 설악 공룡

능선 자체에서 주는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구름바다(운해)가

주는 절세가경은 대간 시작 최고의 선

물이었다. 뙤약볕에 온 몸을 맡기며

땀을 흘렸지만 처음 산정에서의 잠자

리는 설렘 그 자체였다고.

하지만 종주에서의 가장 힘든 고비

또한 설악에서 맛봤다. 2011년 9월 대

관령 삽당령 구간은 아침부터 하루 종

일 내린 비로 등산화는 빗물이 가득

고여 질퍽거리고 손은 얼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9월의 산은 호락

호락하지 않았다. 하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체온증과 사투하며 여기

서 주저앉으면 곧 죽음이라는 생각에

고열량의 초코과자로 체온을 유지하

며 악착같이 버텼다.

설악산굛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을 이

른 뒤 다시 남서쪽으로 소백산굛월악

산굛속리산굛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긴 여행은 보석 같은 큰 선물

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종주의 마지막 지리산으로 접

어듦에 그는 산에 오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했다. 그만큼 푸근해

서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았다는 그는

지리산이 오염되지 않아 물이 맑고

골짜기도 많아서 산타는 재미가 있다

며 꼭 한번은 가보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백 씨는 릲구불구불한 산길은 주어진

삶에 있어 묵묵히 가야할 인생의 긴

궤적 같았고 힘겨운 오르막길은 예상

치 못한 어려움에 고민하며 감내해야

했던 지난날의 역경과도 같았다. 대간

종주는 자신과의 싸움. 난 이 싸움에

서 이겼다릳고 소감을 밝히며 릲머지않

은 장래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지리

산에서 진부령을 이어 개마고원을 지

나 백두산 천지까지 아름다운 대간 여

행을 떠나고 싶다릳고 덧붙였다.

㈜서원유통 탑마트 기장점＆기장서부점은 2014년 행복나눔사

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10kg

100포(환가 225만원)를 지난해 12월 24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군주민자치위원협의회일동은관내어려운이웃을돕기위해

백미20kg 50포(환가 200만원)를 1월 9일기장군에기탁했다.

BS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

리상품권 및 복꾸러미(환가 875만원)를 2014년 12월 19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읍주민자치위원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20

kg 24포(환가 90만원 상당)를 1월 2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제 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기장문화원은 원장 취임식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을 돕

기 위해 백미 116포(환가 270만원 상당)를 1월 16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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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국비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국비지원교육과정]

◈한식, 양식 취업창업반과정 3.16~5.6(09:30~14:30)

◈소자본창업 실무요리과정 3.19~5.14(14:30~17:30)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과정 2.2~3.18(15:00~18:00)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취득과정 2.9~3.30(13:00~16:00)

[국비지원특전]

◈ 특 전: 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약 매월28만원

(교통비별도지급)

◈ 교육대상

① 주부, 남성(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굩

②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 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재직자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한식개강일 : 2월 16일(저녁7시 1일2시간).

(죽, 면요리/비빕밥, 콩나물밥/찌개, 찜요리/구이, 볶음요리/후식)

○ 양식개강일 : 3월 23일(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 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테이크외)

＊일반-한 양 중 일식, 복어자격증반, 외식창업, 생활요리반.

＊학생-6개월/1년 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

＊중, 고, 대학생 우선 접수

■조리사국비훈련생모집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제일프라자304호

(한빛메디컬옆)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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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유료광고

릲봉사활동은내삶의원동력릳

고엽제전우회 박경수 회장

릲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활동에

매진하다보니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더군요릳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기장군지

회 박경수(66세굛사진) 회장은 2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봉사활동이 자신을 지켜준 삶의 원동

력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암 투병 중에도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서 8년간 해온 반찬배달 봉사를 그만둘 수 없었

다. 자신이 배달하는 반찬을 기다리는 40여 세

대의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내 가족과

같기 때문이다. 1주일에 두 번의 반찬배달은 그

가 가장 애착을 가지는 봉사활동이다. 본인 자

가용으로 다녀야하고 기름값 지원도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자원봉사자들도 꺼려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힘든 만큼 보

람은 몇 배로 많은 봉사활동이라며 건강이 허락

하는 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독성

물질인 고엽제로 인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

려 냉대 받고 있는 사회 현실에 분노했던 전우

들이 정부와 투쟁 아닌 투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회장은 릫우리가 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릮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뜻을

같이하는 전우들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회장을 중심으로 혼연

일체가 되어 관내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여는

물론 길거리 정화활동 등에도 적극 앞장서서 헌

신하고 봉사하여 지역민의 칭찬이 자자한 모범

자원봉사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박 회장은 릲세상이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

지만 아직 움막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 도시락을 배달하는 날이면 전우들 오기

를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면 반가워 어쩔 줄 몰

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도시락은 단순히 밥과

반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까지 듬뿍

들어가 있는 것이다릳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인데 방

범 순찰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앞에서

전단지 홍보 활동, 종합 복지관에서 공부하고 늦

게귀가하는청소년을위한야간아동귀가도우

미 활동이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화운동으

로 길거리 청소, 벽보 제거 활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분주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은 인상적

이다. 베트남 참전을 경험했던 전우들이 십시일

반 모은 성금으로 기장군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

혼 이주 여성들이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 중의 하나

이다. 연말에는 다문화가정에게 생활용품을 전

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훈훈함을 더한다.

이처럼 회원들 간의 단합과 지역 사회에 대

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고엽제전우회 기장

군 지회는 전국 226개 조직 중 우수지회로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한신그린코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직도 맡아오면서 봉사와 리더십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동

대표, 입주민 등과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한

결과 2014 에너지절약 모범아파트로 선정돼 부

산시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실로암비젼교회(목사 고현광)는 신도들이 1년간 모은 성금으로 라

면 40박스를 구입,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난해 12

월 31일 정관면에 기탁했다.

장안제일교회(목사 송일영)에서는 장안읍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해달라며 이웃돕기 성품(쌀20kg 20포)을 지난해 12월 17일 장

안읍사무소에 기탁했다.

정관면 한미모봉사단(회장 최희)이 프리마켓 수익금 36만5천원을

저소득층에 전달해 달라며 1월 2일 정관면에 전달했다.

다음은희망2015년나눔캠페인성금,성품을보내주신분들입니다.

성금 △정관면 이장협의회(단장 한광열) 1,115,000 △정관하늘가족교회

390,000 △부산추모공원(부산시설공단) 182,280 △농협신진지점 166,000 △익명

2,000,000 △동일1차부녀회(회장 심양숙) 1,500,000 △성우희망재단 35,000,000

△기장연만화방66,200△한신그린코아아파트입주민일동1,100,000△문화그린아

파트 부녀회 100,000 △용주사 1,000,000 △정통손짜장 1,000,000 △에이치엠이

(주) 1,000,000 △농장집 200,000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 1,500,000 △조태근

200,000 △농협은행 기장군지부 800,00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일동

3,060,000 △기장군직원일동 3,955,000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 1,200,000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1,600,000 △연화리 방파제해물일동 1,000,000 △이진캐

스빌블루1차 부녀회일동 200,000 △김태철 2,115,000 △양산기공(주) 1,365,000

△신정규1,000,000△김대곤1,000,000△스칸젯매크론(주) 2,000,000△소정2리

마을100,000△석산마을100,000△오신마을100,000△김명찬100,000△정관새

마을금고(대표성경관) 1,500,000△일광면횡계마을100,000△일광면화전마을

100,000 △일광면 후동마을 100,000 △일광면 당곡마을 100,000 △일광면 삼성1

리100,000△일광면삼성2리100,000△일광면풍물단100,000△김동현100,000

△동일스위트3차아파트 부녀회원 일동(회장 이길자) 100,000 △우성수지(주)(

대표 조경운) 500,000 △풍물단원 일동(단장 민홍식)50,000 △덕발1리주민일동

150,000 △문길원 30,000 △철마면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일동 500,000 △부산광역

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기장군지회 400,000 △장안읍이장단 500,000 △양성국

갤러리 100,000 △양경마을주민일동 100,000 △만화리주민일동 100,000 △문정

준 100,000 △철마면농촌지도자회일동 300,000 △박재문 100,000 △(주)엔엘피

300,000 △정관면 이장협의회 일동 1,115,00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기장

군지회100,000△(주)거성엔지니어링200,000△동남테크(주) 1,000,000△일광

면광산마을100,000△고려마이카500,000△동래석재(주성룡) 100,000△대한민

국전몰군경유족회기장지회장정지수200,000

성품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총회장 신종희) 김치20KG 27박스(환가

2,052,000원)△좌천초등학교총동창회쌀10굛20KG71포(2,086,500)△소향갈비탕

쌀20KG50포(1,940,000)△서원유통쌀10KG300포,라면200박스(10,920,000)△

모전카서비스 쌀10굛20KG 8포(208,500) △변향란 쌀10KG20포, 라면20박스

(1,042,000)

장안읍 지도자 친목모임인 장우회(회장 조태근)에서는 관내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성금 300만원을 1월 13일 장안읍에 기

탁했다.

성금굛성품전달 (10면에서 계속)

장안사랑회(회장 양칠규)는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1월 8일 장안읍에 기탁했다.

다양한주제토론하니사고력 릫쑥쑥릮

기장읍 겨울방학 디베이트 특강 운영

디베이트 특강 참여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기장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

이하여 지역 청소년을 위해 1월 8일부터 29일

까지 초등 6학년에서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릫디베이트 특강릮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디베이트 토론학습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토론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추

세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신청했다.

청소년지도사 및 디베이트 코치 자격을 갖

춘 김학선 강사가 주도한 이번 특강은 릲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릳, 릲공

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해야 한다릳,

릲학교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 한다릳 등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릲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디

베이트 수업은 학생들의 비판적 읽기와 듣기

능력, 스피치 능력, 논술 면접 훈련 등에 적합

하다릳고 말했다.

이번 디베이트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릲주

제에 대한 근거나 내 의견을 미리 준비해 온다

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자료를 스스로 찾아보

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

한 시간이었다릳고 말했다.

흡연학생들로인해주민불만급증

빌라 밀집지역 좁은 골목 화재위험 커

이창열 이장이 골목에서 흡연을 자제해 달라는 문구를 가리키고 있다.

기장읍 사라마을 토박이 이창열 이장. 그는

8년째 사라1리 마을이장을 맡아오면서 요즘

과 같이 마을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적은 없었

다고 한다.

릲어느 마을이나 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마을

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사라

마을은 빌라가 밀집하다보니 주민 민원이 더

급증했습니다릳 이 이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빌

라의 지하주차장과 좁은 골목 등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이장은 릲등하교 때와 점심시간, 쉬는 시

간 등에 일부 학생들이 학교 인근 빌라주차장

이나 골목 등에서 흡연을 하는 통에 화재에

대한 위험과 연기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높다릳

며 학교에서 학생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

했다.

이 이장은 계속해서 릲마을주민의 불만이 최

고조에 달했다릳며 주민단체행동도 준비 중이

라며 이장직을 걸고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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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기장농민 - 릫오뚜기농원릮이상봉씨

오뚜기농원 이상봉 씨가 시범재배중인 소재식물을 설명하고 있다.

식물학과 관련 대학생들이 오뚜기농원을 견학하고 있다.

기장읍 만화리 릫오뚜기농원릮을 찾은 1월

9일. 비닐하우스 안에는 원예학과 대학생

들이 농장주 이상봉(66세, 기장 신진 작목

반장) 반장의 안내를 받으며 농장을 둘러

보고 있었다.

이 반장의 칠전팔기 인생담과 화훼농사

40년 노하우를 접하는 대학생들의 열기로

비닐하우스 내부는 더없이 뜨거웠다.

이 반장은 1972년부터 농사를 지었다.

25세부터 김해에서 일반 채소류 농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농사꾼으로 살아온 이

반장은 1974년경 화훼농으로 전환해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처음엔 절화용 국화 카네

이션과 기타 잡꽃을 생산했었는데 고생한

만큼의 소득이 따라주지 않아 지금과 같

은 품목 변경을 시도했다.

릲중간 상인들이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

에 결제할 때도 있었고 경매 시장은 등락

이 심해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

웠죠. 그래서 안정적인 게 없을까를 고민

했죠. 그렇게 찾다보니 화훼농사 치고도

유일하게 가격을 제시할 때 정찰제로 고

정시킬 수 있는 게 소재더라고요. 게다가

출하시기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재 작목을 선택 했죠릳

오랜 고심 끝에 이 반장이 선택한 작목

은 꽃이 아니라 화환이나 꽃바구니, 꽃꽂

이용으로 쓰이는 잎 소재다. 한번 심으면

계속해서 잎을 피워내기 때문에 분화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반장은 드라세나 계통의 골든킹과

크리스탈, 홍죽, 재스민 등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노지에서는 유카리투스와 남천,

황금사철과 조팝나무를 정원수용으로 재

배하고 있다.

특히 코르딜리네는 이 반장이 자체 개

발한 소재로 관엽시장에서는 분화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절화 소재용으로 상품

화한 것이다. 화훼농가 중 아무도 소재로

상품화시키지 못한 것이라 코르딜리네 소

재는 이 반장의 독점품목인 셈이다.

이 반장이 코르딜리네를 절화소재로 개

발하기 까지는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시험재배 과정에서 민달팽이의 기습

도 있었고 총채벌레가 망치기도 했다. 겨

울에는 밀폐된 온실 재배를 하다 보니 흑

반병과 곰팡이 균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8

년여 만에 절화용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렇게 재배한 소재 작물은 거래하는

중간상인들에게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

은 경남 화훼공판장에 나간다.

릫오뚜기농원릮이라 이름 지은 것은 그간

수차례의 자연재해로 힘겹게 일구어온 모

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난 불굴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반장은 1979년 어빙 태풍으로 침수 피해

를 입고 무일푼으로 해운대구 반여동 석

대로 와서 다시 빚을 내 농사를 지었다.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하다보니 악전고

투의 연속이었다. 10년째 어렵사리 재기

에 성공 하는가 했는데 1991년 또다시 글

래디스 태풍을 맞았다. 릲당시 처참하게 무

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사진이 일간지 신

문에 실렸는데 바로 저희 농장이었다릳고

이 반장은 그날을 회상했다.

1년간 방황하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

는 마음으로 이곳 기장읍 만화리로 들어

왔다. 만화리에서도 자연재해는 고래가 요

나를 삼키듯 그를 삼켰고 그때마다 그는

매번 다시 일어났다.

이 반장이 한 해 올리는 매출은 1억5천

만 원 내외다.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이만큼 일궈낸 것이다. 그는 농업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

다. 부산대 농업경영인 과정과 온실재배과

정 교육도 받고 고랭지 노지 백합재배 견

학 등 신기술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 남다

르다.

오뚜기농원이상봉011-853-5009

취재협조 및 자료제공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491)

회차 일 자 시 간 장 소 교 육 내 용

1 3. 12.(목)
14:00~15:00 세미나실 입학식(오리엔테이션)

15:00~17:00 세미나실 도시농업의 이해

2 3. 19.(목) 14:00~16:00 세미나실 농지(토지)취득 및 사후관리

3 3. 26.(목) 14:00~16:00 세미나실 텃밭농사 기초

4 4. 02.(목) 14:00~16:00 세미나실 흙과 비료의 이해

5 4. 09.(목) 14:00~16:00 세미나실 텃밭주요작물 재배기술

6 4. 16.(목) 14:00~17:00 세미나실 유기농 텃밭 만들기

7 4. 23.(목) 14:00~17:00 세미나실 생활주변 약초이용

8 4. 30.(목) 14:00~17:00 세미나실 나무의 정지전정

9 5. 07.(목) 14:00~17:00 미래화훼 원예체험교육(꽃바구니만들기)

10 5. 14.(목)
14:00~15:30 세미나실 농업유용미생물(EM) 활용법

15:30~17:00 세미나실 천연농약과 액비 만들기

11 5. 21.(목) 14:00~16:00 실증시험포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법

12 5. 28.(목) 14:00~17:00 세미나실 나무와 숲, 야생화

13
6. 04.(목)~6. 05.(금),

1박2일
미정 현장견학

14 6. 11.(목) 15:00~16:00 세미나실 수료식

※ 상기 교육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수업에

따라 재료비 등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간 : 2015. 3. 12 ~ 6. 11(매주 목요일)

2. 교육장소 :기장군농업기술센터(기장읍 반송로 1370-22)

3. 모집인원 : 30명 (기장군민)

4. 교 육 비 :무료

5. 교육일정

6. 접수및신청서제출기간 : 2015. 2. 9(월) ~ 3. 6(금)

7. 접수및신청서제출방법 :선착순(전화 및 방문접수)

○ 접수는 전화 및 방문접수, 신청서는 방문접수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

gijang.go.kr/kjagri/andex.jsp)

2015년 도시농부학교(상반기) 교육생모집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491)

기장군 유용미생물배양장관리운영 조례 공포(2014. 11. 24)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유용미생물 공급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용미생물활용교육이수및공급신청서작성

○ 교육시간 : 13:30 ~ 14:00

○ 교육장소 :농업아카데미관 1층 세미나실

○ 교육대상 :처음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분

※미생물활용교육 이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공급함

□신청서제출(접수) 및유용미생물공급

○ 공급기간 :매년 동일

- 4월 ~ 10월 (매주 수요일)

- 11월 ~ 3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 공급시간 : 14:00 ~ 16:00

○ 공급장소 :유용미생물 배양장(신분증 및 용기 지참)

○ 공 급 량 :전문농업인(20ℓ), 일반(10ℓ)

○ 공급가격 :리터당 500원(카드결재만 가능)

※ 단, 기장군민은 무료(신분증 주소 확인)

※ 사전교육이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분은 접수(신분증 확인)

후 공급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제출 (농업인,일반구분을위함)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방법

- 전화 :농산물품질관리원부산사무소(852-4781)

- FAX, 방문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9)

유용미생물공급안내

릲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强小農)릳 실천 및 발전을 위하여

2015년도 강소농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

망하는 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로써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농가

○접수기한 : 2015. 3. 5(목)까지(기장군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기장군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http://www.gijang

.go.kr/kjagri)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표준진단표, 역

량진단표) 다운로드후작성굛제출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8)

2015년강소농지원대상농업경영체신청안내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491)

도시농업연구회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다

음과 같이 가칭 릫기장군도시농업연구회릮회원을 모집합니다.

□창립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훈

령 제899호)

□연구회역할

○ 도시농업연구회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발전

○ 도시농업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도시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

수행

○ 도시농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

문과 협력

○ 재능기부와 봉사로 농업의 진정성 이해와 농업가치 확산

□회원모집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모집기간 : 2015. 2. 2(월) ~ 2. 27(금)

○ 모집대상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가능

○ 모집주최 : (가칭)기장군도시농업연구회 준비위원장 장은경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gijang.go.kr/kiagri)

- 신청서제출 :① e-mail : enkee@korea.kr

②방문제출 :기장군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팀

살기좋은기장만들기를위한
기장군도시농업연구회회원모집

구분 월별 교 육 내 용 비고

성인반

4월 봄맞이 미니 가드닝

※ 개인 및 단체
신청가능

5월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
6월 화훼장식(간단한 꽃다발 만들기)
7월 싱그러운 유리정원 테라리움
9월 내추럴 리스 만들기

어린이
반

5월 미니 꽃바구니 ※단체 신청가능
(개인신청 불가)6월 토피어리 만들기

※ 일정, 장소 및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간 : 2015년 4월 ~ 9월 과정별 2시간(14:00 ~ 16:00)

2. 교육장소 :기장군농업기술센터

3. 교육인원 :과정별 20명(기장군민), 선착순

4. 수 강료 :무료

5. 신청기간 : 2015. 2. 2(월) ~ 2. 27(금)

6. 접수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

7. 교육과정및내용

도시민원예활동교육생모집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491)

철마대곡마을전통메주본격출하

농한기 메주로 농가소득 올려

전통메주작목반에서 마을주민이 추운 날씨 속에 직접 재배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말리고

있다.

철마면 대곡마을(이장 송재철)의 전통

메주작목반(이하 메주작목반)은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메주를 만들었다.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재배한 콩만을

사용해 공동작업장에서 2천500여개의 메

주를 만들어 건조장에 걸었다.

메주작업장은 기장군으로부터 지원금

2천400만원, 마을 자부담 600만, 총 3천

만원으로 2013년에 건립했다.

대곡마을 주민은 전통메주 체험장과

제조굛판매장을 건립해 마을 소득증대 사

업으로추진할것을결의하고기장군농업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오랜 전통의 거

제시 전통메주 생산 단지를 여러 차례 견

학하는 등 기술 전수를 받았다.

대곡마을은 특히 메주의 주 재료인 콩

의 재배 면적이 1만6천530㎡에 달하고 낮

고 밤의 높은 기온차이로 인해 질 좋은 콩

이 생산돼 메주 작업장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작업장 한편에는 장

을 담을 수 있는 단지 50여개를 마련해 메

주 판매뿐만 아니라 된장과 고추장 판매

등 2차 제조 판매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

다. 이곳의 단지는 보관 장소가 여의치 않

은 지역민과 도시민을 위해 개당 대여도

하고 있다. 10말짜리 메주 단지 1개에 1년

임대료는 3만원이다. 1되분량의메주 1개

는 2만원에 판매되며 택배도 가능하다.

대곡마을 메주체험장은 기장군민은 물

론 부산시내와 울산, 양산 등의 도시민이

찾아와메주체험을할수있는체험형마

을로 조성해 관광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전통메주 구입 및 체험 문의 송재철

010-8552-4589

제 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겨울미나리수확한창

추운 날씨를 보인 12월 23일 철마면 한 미나리 밭에서 한겨울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자란 미나

리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사진 배성우 명예기자

기장군의 겨울철 미나리는 지역 특산

물이다. 특히 부산시 상수도보호지역인

철마면의깨끗하고맑은지역에서자라는

미나리는 타 지역의 미나리와 비교해서

맛과 향에서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있다.

매년 백로(9월9일 무렵) 전후 파종해

서 보통 11월초부터 출하에 들어가 초봄

까지 미나리를 수확한다.

미나리는 해독작용과 중금속 정화작용

을 한다. 그 외 간기능 향상, 숙취해소,

변비와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는 갈증을 풀고,

머리를 맑게해주며, 주독을제거, 대소장

을 잘 통하게 하고, 황달, 부인병, 음주

후의 두통이나 구토에 효과가 있다고 기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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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기술개발로용접재료분야선도기업으로우뚝서
특수용접재료 국산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구축

음식점의성공포인트③분위기는제3상품

정형명(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음식의 메뉴와 맛, 종사자의 대(對)고객서비스에 이어 음식점 분위기도 음식점의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설령 음식 맛이 좋고 종업원이 친절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감소하고 릫먹는 즐거움릮이 줄어든다. 그래서 분위

기는 음식점의 제3의 상품인 것이다.

흔히 릫분위기에 취해서릮, 릫분위기를 즐긴다릮, 심지어 릫분위기를 먹고 산다릮라는 표현

을 한다.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음식

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분위기라면 흔히 낭만적이거나 예술적인 곳을 연상하기

쉬우나 사실 음식점만큼 분위기가 중요한 곳은 없다. 분위기로 인하여 음식의 맛이

한층 더 돋우어지기도 하고 감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맛있게 먹을 기대감을 가지고 음식점을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위 김새는 분위기를 느끼며 릲괜히 왔네, 다시 나가기도 곤란하고,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지만 다시는 안와야지릳하는 생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 마

치 모래 알 씹는 기분으로 맛없게 음식을 먹고 도망치듯이 음식점을 빠져나오곤 한

다. 결국 음식의 맛은 음식 그 자체, 주위의 분위기, 종사자의 서비스가 한데 어우러

져 결정되는 것이다.

좋은 음식점 분위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로는 청결하고 편리하며 편안함을 들

수 있다. 우선 시설이나 도구, 종사자의 몸단장이 청결해야 한다. 고객의 이동 동선

을 구성하는 시설인 음식점 입구주변에서부터 간판이나 외부 광고물, 내부 광고물,

홀 주방주변, 화장실, 계산대가 정연하고 깨끗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 입구주변, 간

판, 외부 광고물 등은 음식점 외부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기 쉬우나 음식점의 첫인상

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목을 환기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결은

물론 디자인과 색상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식사도구인 음식을 담는 그릇, 수저, 세손용 물수건 등이 깨끗해

야 한다. 예컨대 수저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 끈적거리거나 물 컵에 금이 있고 물수건

이 찢어져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옷매무새나 차림도 단정하고

깔끔해야 한다. 특히 주방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당연히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

야 하며 음식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도 깔끔한 복장을 해야

한다.

고객이 식사관련 도구를 종업원들의 도움이 없이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

비해 두어야 한다. 예컨대 수저통의 밑바닥이 보일 만큼 수저가 몇 개만 남아 있거나

물수건을 요청해야 주는 경우, 냅킨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고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실내의 조명과 온도, 인테리

어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도구,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상, 배경음악 등이 가능한 한

메뉴나 계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종사자들의 언행도

고객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사해야 한다.

음식점 종사자들은 자칫 이상의 사항들이 사소한 것이라

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객들은 먹는 음식은 위생이나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다.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은 종사자의 친절로 마음이 열리고

메뉴의 맛으로 마음이 즐거워지며 음식점의 청결하고 편리

하며 편안한 분위기로 마음이 다져진다. 그러니 음식점의

분위기는 고객이 또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국웰드텍(주)에서 생산하는 용접재료 제품들. 직원들이 현장에서 권취 작업 중이다.

용접재료는 건설, 조선, 자동차 등과 같

은 국가 생산기술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기초소재로 산업용재의 핵심이며 뿌리 산

업이다. 국내 용접재료의 제조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더 높은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그

러나 특수용접재료는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와 고부가가치의 용

접재료와 특수용접재료 기술은 뒤처져 제

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용접

재료 시장에 당당하게 기술개발로 맞선 기

업이 있다.

2014년 10월 장안읍 명례산업단지에 공

장을 확장 준공하고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

한국웰드텍(주)(대표 박기현)은 전문화

된 생산라인과 핵심인력을 바탕으로 고품

질의 용접재료를 제조하는 회사다. 2009년

설립되어 해외 수입비중이 큰 국내 용접재

료 시장에서 특수용접재료의 국산화에 출

사표를 던지고 대형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

쟁하고 있다.

한국웰드텍(주)은 경기도 시흥에서 부

산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건물규모와

직원 수도 배 이상으로 확충했다. 부지 약

16,530㎡, 건평 6,612㎡ 2층 건물에 공장,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을 두고 42명의 직

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다. 공장을

확장 이전하면서 천장 높이도 예전 12m에

서 18m로 6m 높게 만들어 공기순환이 원

활해지고 단열재 등 마감재의 보강도 가능

해져 근로환경 개선에도 한몫 했다.

한국웰드텍(주)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피복아

크용접봉, TIG 용접봉 등이 있는데 용도에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용, 고장력강용 등 종

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WT-71 제품은 전체 생산품의

79％를 차지할 정도의 주력제품이자 표준

제품이며 특수용접재료 대부분 제품은 다

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고객의 요

구에 부응하며 신제품 개발로 경쟁력을 확

보하고 있다.

또한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중에서 프로

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제품을 꾸준

히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웰드텍(주)에서

는 다소 복잡한 제품 공정 프로세스를 단

순화 시키면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두

바이, 미국 등 매년 해외 수출량이 증가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웰드텍(주)이 설립 후 빠른 시간 안

에 동종 업계를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를

갖춘 비결은 뛰어난 품질과 고객만족에 집

중했기 때문이다. ISO를 통한 철저한 시스

템관리, KS(한국공업규격) 획득에 이어

한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의 선급협회 인증을 받음으로써

대외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차별화된 제품 전략과 핵심기술 개

발로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 오고 있다. 박

기현 대표는 릲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단한

변화와 혁신, 핵심기술 개발, 인재확보 및

육성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세계로 나아갈

것릳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웰드텍(주)은 부산 공장으로 이전

하면서 기장군 지역 인재를 20여명 채용했

다. 앞으로도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신규

인재 채용에 적극 참여해 지역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

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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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해요안전한기장만들기

■화재대비안전행동요령

1. 화재시이렇게대피합니다.

○ 불을 발견하면 릫불이야릮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는절대이용하지않도록하며계단을이용합니다.

○아래층으로대피가불가능한때에는옥상으로대피합니다.

○낮은자세로안내원의안내를따라대피합니다.

○불길속을통과할때에는물에적신담요나수건등으로몸과얼굴을감싸주세요.

○방문을열기전에문손잡이를만져보세요.

▶손잡이를만져보았을때뜨겁지않으면문을조심스럽게열고밖으로나갑니다.

▶손잡이가뜨거우면문을열지말고다른길을찾습니다.

○연기가많을때주의사항입니다.

▶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으므로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배를바닥에대고가지않도록합니다.

▶한손으로는코와입을젖은수건등으로막아연기가폐에들어가지않도록합니다.

2. 소화기는이렇게사용하세요.

○소화기를불이난곳으로옮긴후손잡이부분의안전핀을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니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화재신고는이렇게하세요.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눌러 화재의 내용을 간단굛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났어요. 2층집이예요).

○주소를알려줍니다(○○구○○동○○○번지예요 / ○○초등학교뒤쪽이에요).

○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 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문화운동추진기장군협의회

■대설대비행동요령

□가정에서는

- 내집앞, 내점포앞도로의눈은내가치운다.

- 내집주변빙판길에는염화칼슘이나모래등을뿌려서미끄럼사고를예방한다.

-어린이와노약자는외출을삼가고낡은가옥은안전점검을하여붕괴사고를예방한다.

□농촌산간에서는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받침대 보강 또는 비닐 찢기 등으로

보호한다.

※눈이 20㎝정도쌓이면전깃줄이끊어지고, 소나무가지가부러진다.

- 비닐하우스에 친 차광막 등은 사전에 제거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걷어낸다.

□해안에서는

- 각종선박등대피, 입출항통제및결박조치를한다.

- 수산증굛양식시설은어류등이동사하지않도록보온조치를한다.

- 해안도로 운행을 자제하고 안전장구 부착 후 통행하며 주민, 낚시꾼, 행락객 등 해안 접

근을막는다.

□대설로인한차량고립시행동요령

1. 출발 전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사전에준비한다.

2. 고립굛 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기 재난문

자방송등을통하여교통상황과행동요령을파악한후행동한다.

3. 부득이차량에서이탈할때는연락처와열쇠를꽂아두고대피한다.

4. 인근에가옥이나휴게소등이있으면응급환자및노인,어린이승객을우선대피시킨다.

5. 담요나두꺼운옷등을걸쳐체온을유지하고가볍게몸을움직인다.

6. 차량히터작동시에는환기를위하여창문을자주열거나조금열어둔다.

직무능력향상 위해 인프라 제공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

상규, 기장군 정관소재)는 ㈜정관, ㈜정

관디스플레이(대표 김태흥)와 1월 12일

기업 2층 회의실에서 MOU협약을 맺고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과 재직자 직

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동부산폴리텍 산학협

력처(정주식처장)와 두 기업은 듀얼공동

체훈련센터 설립에 따른 회원사가 되어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위해 인프

라를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직원들 정성모아 연탄배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양광모) 봉

사동아리 릫행복을 나누는 디람스릮가 1월 3

일, 연탄 4천장 기부와 함께 배달 봉사로

새해 첫 주말을 보냈다.

양광모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간호사

행정직 등 직원 30명이 범일동 일대 총

23가구에 연탄 4천장을 직접 배달했다.

양광모 원장은 릲많은 직원들과 함께 이

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준비해드릴 수 있

어 보람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 같

다. 올 한해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보내

셨으면 한다릳고 밝혔다.

릫나의인생2막,어촌이야기릮

우수사례집 발간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촌에서 제2의 행

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릫나의 인생2막, 어촌이야기릮를 엮은 귀

어굛귀촌 성공 사례집을 발간했다. 귀어굛

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본 이

야기를 통해 어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귀어굛귀촌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제작됐다. 귀어귀촌종합센

터(sealife.go.kr) 홈페이지 e-Book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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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추천하는 레시피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연근 두부 탕수

연근은 섬유소가 많아서 장 내의 활동을 활

발히 해주고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

시키는 작용을 하며, 철분과 탄닌 성분이 많

아서 출혈, 위궤양 등에도 효과가 있다.

두부 재료인 콩은 이소플라빈이 많이 함유

되어 있어서 골다공증 및 암 예방 효과가 있

으며, 사과는 퀘서틴이라는 물질을 많이 함유

되어 있어서 염증 완화 및 암 예방 효과도 얻

을 수 있다.

재료 및 분량 (3인분)

연근(중) 1개, 두부1/2모, 소금 약간, 녹말

가루 5큰술, 식물성 액체유

- 튀김옷 : 우리밀 가루 1/2컵, 녹말가루 1/2

컵, 물 1컵, 소금 1/2작은술

- 사과소스 : 사과 1/2개, 물 3/4컵(150ml),

간장 1/2큰술, 매실청 6큰술

- 녹말물 : 녹말가루 1큰술, 물 1큰술

- 곁들이는 채소 : 청피망 1/3개, 홍피망 1/3

개, 가지 1/3개, 당근 1/5개

만드는 방법

1. 두부는 사방 2cm 크기로 썬다. 두부를 깨

끗한 행주에 올리고 앞뒤로 소금을 살짝

뿌려 10분간 절인 후 물기를 제거한다.

2.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길게 4~6등분한 후

삼각형으로 썬다.

3. 청, 홍 피망은 씨를 제거해 주고, 가지는

반을 갈라 각각 2cm 폭으로 썰고, 당근은

길이대로 2등분 0.3cm두께로 썬다.

4. 사과는 강판에 간 후 물, 간장, 매실청과

섞어서 사과소스를 만든다.

5. 작은 그릇에 녹말물 재료를 넣어 섞고, 큰

볼에 튀김용 재료를 넣어 골고루 섞는다.

6. 연근과 두부에 녹말가루를 골고루 묻힌 다

음 튀김 반죽을 입힌다.

7. 180도의 기름에 연근은 3분, 두부는 2분

정도 튀겨 준다.

8. 뜨거운 팬에 채소를 살짝 볶아 준다.

9. 사과소스를 부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녹

말물을 넣고 살짝 더 끓여준다.

10. 접시에 연근과 두부를 담고 사이사이에

채소를 담은 후, 사과 소스를 부어 준다.

기장군 아토피케어푸드센터장 강현주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조자룡 청국장 기본 메뉴에 돼지 수육이 곁들여 졌다.

청국장앞에비만, 각종성인병, 암등은그힘을잃어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조자룡 청국장

조자룡 청국장 조재룡 대표.

식당내부 50~80년대근현대사물품

전시손님눈도즐거워

오시는 길

정관면 병산마을 기슭에 2010년 10월 문을 연 릫조

자룡 청국장릮은 푸짐한 식단과 저렴한 가격, 독특한

내부 인테리어로 기장관내 뿐만 아니라 부산시내에

서도 맛집으로 통한다.

사장 조재룡(53세) 씨가 식당업을 그것도 청국장

을 주메뉴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조 씨가 2000년도에 시작한 식품 재료 유통 사업

이 꽤 호황이었다. 웰빙 물결을 타고 식품 재료 중

청국장이 유독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청국장 전문

식당들은 손님들로 붐볐다. 이것을 지켜본 조 씨는

식품재료 유통업과 병행해 대연동에 청국장 식당을

냈다. 대연동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부인에

게 맡기고 조 씨는 현재의 병산마을에 청국장 식당

을 하나 더 열어 지금에 이르렀다.

릫조자룡릮하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로 유비와

제갈량을 도와 군현을 평정했던 장수로 유명한데

조 씨는 자신의 이름과 비슷해 재미있어 고른 것이

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 식당에서 특이한 것은 내부 인테리어다. 50년

대부터 80년대까지 소리와 빛과 관련된 물품들이

즐비하다. 특히 라디오는 그 종류와 수가 수 백 대

에 이른다. 이밖에도 전축, 필름카메라, 흑백텔레비

전, 다이얼전화기, 추시계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근현대사 박물관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손님들이 직접 만져보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더욱 정겹게 느껴졌다. 조

씨가 총각 때 잠시 음반사업을 했던 것이 평생의 취

미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일주일에 한번씩 청국장을 직접 만든다. 엄

선한 콩 18㎏을 물에 불리면 50㎏이 된다. 이것이

조자룡에서 쓸 일주일치 청국장이 된다. 좋은 콩을

선별하는 것에서 띄우는 작업까지 어느 것 하나 소

홀히 하지 않는다. 절임반찬 외에는 식당에서 만찬

을 직접 만들어 낸다.

청국장에는 인체에 해가 되는 성분이 없다. 오히

려 먹으면 먹을수록 득이 되는 성분들만으로 즐비

하다. 소화가 용이한 고단백질, 비만과 콜레스테롤

걱정이 필요 없는 지방, 풍부한 열량을 내는 탄수화

물, 뛰어난 항암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의 영양소는 기본이다.

이런 영양소들이 발효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

어내는 유산균과 새로운 성분들은 노화방지, 혈관

장애 예방과 개선, 면역력 강화, 활성 산소와 독소

의 축적방지와 배출,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예방

과 치료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

청국장은 재료가 비싸거나 만들기가 어려워 귀한

것이 아니다. 된장은 발효시켜서 먹기까지 몇 달이

걸리지만 청국장은 담근 지 2~3일이면 먹을 수 있

는 것이 큰 장점이며 콩을 통째로 발효시켜 그대로

먹으므로 영양 손실이 적다.

예전부터 재래 된장은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간

이 세며 맛도 덜해 따로 속성 된장을 담가 먹기도

했다.

청국장 8천원, 청국장이 입에 맞지 않는 손님을

위해 시골 촌된장이 8천원, 해물 촌된장이 9천원이

다. 청국장에 수육이 곁들여지면 1만2천원. 그 외

막걸리와 해물파전, 두부김치, 홍어요리 등이 있다.

특선 요리로는 해물탕 소자 3만원, 중자 4만원, 매

실 오리불고기 4만원, 오리훈제구이 4만원 등이 있

다. 조자룡 청국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 영업하며 일요일은 쉰다.

조자룡 청국장 (727-1922)

묘관음사, 근대한국 불교계 큰스님 발자취 엿볼 수 있는 곳

작지만 아늑한 어촌마을 임랑에 한국불교 역사를

간직한 사찰 릫묘관음사릮가 있다. 임랑을 지나 월내

로 가는 중간 지점에 묘관음사라는 간판이 보인다.

자칫 이름이 생소할 수 있겠다. 대중 사이에 널리

알려져 주민 뿐 아니라 여행객도 많이 찾는 해동용

궁사, 장안사 등 사찰에 비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

지만 한국 불교계 큰스님들이 수행처로 거쳐 간 한

국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곳이다. 그런 덕

분인지 묘관음사는 고요한 산속에 묻힌 수행승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사찰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묘관음사 입구에는 그간 걸어온 발자취가 적혀있

다. 잠깐 옮기자면 일제감정기의 암울한 시기였던

1941년 운봉선사가 창건하고 향곡선사에 이어 현

재 조계종 종정인 진제선사가 도를 깨우쳐 이후에

도 청담, 성철, 서옹, 월산선사까지 이름 높은 고승

들이 수행했던 곳이다. 알고 나니 괜시리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짐을 느낀다.

입구를 넘어서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어있는

대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와 마음까지 뚫어주는 기

분이다. 한껏 멋을 자랑하는 종려나무와 위용 있는

소나무도 그냥 지나가지 아쉽다. 지금은 겨울이지

만 봄부터는 여러 가지 파초가 곳곳에서 아름다움

을 뽐낸다고 한다.

경내에는 전각으로 대웅전, 조사전, 삼성각, 종각

이 있으며 길상선원 등 당우, 운봉굛향곡 두 선사의

부도탑이 모셔져 있다. 대웅전 앞에 자리 잡은 8각9

층탑은 인근에 위치한 고리원전의 안전을 바라는

주지스님의 마음이 전해진다. 필자는 향곡, 성철스

님이 젊은 시절 수행 당시의 일화가 있는 우물 릫탁

마정릮<사진>을 꼭 들러보길 바란다. 정신 수양의

깊이를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어지러워진 마음이 다

스려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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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장애인주차구역릳이용안내및단속
유료광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관리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릫장

애인전용주차구역릮을 설치굛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굛노

인굛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란색 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릫주차가능릮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

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릫주차가능릮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

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 위반적발 시 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등을 위한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 과태료 부과

복지지원실(709-4375)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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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표범을잡은농부이야기
120년 전 기장현 중북면(현 장안읍) 박

천마을에 김장골이라는 50대의 농부가 살

고 있었다. 그는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보

통 나락가마니를 2개씩 짊어지고 다녔는가

하면 똥장군이도 2개씩 포개어 지고 다니

는 등 농사일은 딴사람에 비해 배 이상을

하였다. 그래서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

을에서는 크게 힘든 일이 있으면 으레 이

김씨를 불러 협조를 받았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이 마을에 수년전부터

집에서 사육하는 염소와 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돼지까지 감쪽같이 사라지

는 소동이 일어나 마을에서는 큰 걱정거리

가 되고 있었다. 그것은 박천마을 뿐만 아

니고 이웃 상장안과 하장안 그리고 기룡

대룡 명례 명곡마을 등에도 가축의 수난이

일어나고 있었다.

농가서는 아마도 이 일대 서식하고 있는

호랑이 짓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봄나물을 캐러간 여인들이 바람처럼 달려

가는 호랑이 같은 짐승을 봤다는 사람과

구석진 계곡이나 깊은 산중에 큰 짐승이

먹다 남은 개와 염소 등의 사체를 봤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갔다. 또 유일한

증거로써 그곳에 호랑이 배설물이 여러 군

데 있었다고 했다. 이런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는 일과 밤길걷기가

겁이 나고 무서워 꼭 가야할 일이 있으면

두 세 사람씩 모여 다녔다. 또 호랑이가 틀

림없다는 것은 마을에서 약 2km쯤 떨어져

있는 옛날부터 호랑이가 서식했다는 릫호랑

이 새끼릮 굴을 들고 있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 김장골 씨는

아내가 정성들여 마련해준 두루마기를 입

고 많은 사람이 붐비는 좌천장으로 갔다.

장에 가는 날은 오지에 사는 농민들에게

큰 행사의 하나였다. 장에 가면 옛 친구들

과 지인 그리고 사돈팔촌까지 만나 소식을

듣는 당시의 정보교환장소였다. 좌광천 옆

공유지에 세워진 쇠고기국밥집과 주막들은

다정했던 친구나 사돈끼리 종일 담소하면

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소가 아니던가. 김

씨는 이날도 주막집의 술단지가 비워질 때

까지 옛 친구들과 어울려 마시고 해가 서

산에 해가 떨어진 한참 후에 일어나 귀갓

길에 올랐다.

아내가 신신당부하던 제수용 고등어 세

마리와 낙지가 들은 망태기를 어깨다 메고

서 비단을 갖고 수를 놓은 듯 아름답다는

금수동 하천옆길을 따라 가기 시작했다. 장

안사에서 4km쯤 더 올라가야만 마을이 있

다. 은은한 달빛이 나뭇가지사이로 내리는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는 계곡에는 싸늘한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산 도랑물은 아름

다운 곡조를 이룬다.

장에서 여기까지 약 1시간쯤 걸어오다

보니 마신 술도 깨어갔다. 낯설지 않은 굽

이 길을 돌아설 때였다. 약 10m쯤 되는 우

거진 넝쿨 옆에 새파란 광채가 나는 큰 눈

과 작은 눈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듯 했다.

겁이라고 없는 대담한 김씨는 저것이 큰짐

승(호랑이)인 것을 직감으로 느끼고서 자

기도 모르게 릲어험릳하면서 큰 기침을 했다.

짐승이 놀라서 도망갈 줄 알았던 김씨는

순간적으로 새파란 눈이 자기를 향해 날라

들어와 놀란 나머지 고개를 숙였는데 그

찰나 짐승의 양발이 자기의 어깨위에 걸쳐

졌고 얼굴은 짐승의 겨드랑이 밑에 들어와

있었다.

양 발톱은 김씨의 어깨 넘어 등을 파고

들었으나 짐승의 머리는 어깨위에 있어 양

쪽앞발 바람에 좌우로 움직일 수 없어 송

곳니는 사용 불가능이었고 게다가 가슴전

체가 김씨의 가슴과 달라붙는 바람에 뒷발

은 허공에 떠있었다. 김씨는 가슴에 안긴

짐승의 배를 힘껏 껴안았다. 평소에 역발장

사라고 소문난 김씨가 짐승의 배를 힘껏

조이자 숨을 못 쉬게 된 짐승이 발버둥치

는 바람에 두루마기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났는가 했더니 급기야 짐승은 숨이

막혀 축 늘어졌다. 김씨는 숨이 떨어진 짐

승을 내동댕이쳤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계곡물을 마시고 한참 뒤 정신을 차렸다.

짐승의 어미가 새끼하고 있다가 지나갈 줄

알았던 김씨가 큰 기침을 하자 어미는 자

기들에게 공격하는 줄 알고서 새끼를 보호

하는 본능에서 김씨에게 재빨리 기습을 했

던 것으로 보였다. 평소대로 공격대상물이

넘어지면 바로 목줄기를 물어 죽이는 큰

짐승의 습관이었고 보니 힘 쌘 김씨가 넘

어 지기는커녕 바로 역습하는 바람에 당한

것이었다. 김씨는 이놈이 마을의 가축을 잡

아먹는 호랑인 줄 알고서 어깨에다 메고서

집으로 돌아왔다.

인기척에 아내가 방문을 열고서 릲장에 가

서 뭘 사갖고 오길래 이렇게 늦게 옵니꺼릳

한다. 릲오늘 장에 가서 호랑이 한 마리 사갖

고 왔데이릳하고 대답한다. 아내가 밖으로

나와 릲호랑이라니요?릳라고 하면서 마당에

내려놓은 짐승을 바라보고 대경실색을 한

다. 릲어디에 쓸려고 호랑이를 사갖고 왔능

교릳고 하면서 놀란다. 김씨는 처음부터 자

초지종을 말해주면서 이놈에게 죽을 뻔 했

다고 했다. 호랑이를 처음 보는 아내는 뭔

가 찜찜했다. 그것은 산에 사는 호랑이를

산신령 또는 산신령사자라고 하면서 산신

제까지 지내주고 있는데 산신령에게 노한

짓을 했으니 필경에는 재앙이 들이 닥쳐올

지 모른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다.

이튿날 김씨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

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가 처음 보는 이 호랑이 구경

을 하러 집으로 들이닥쳤다. 지역에 사는

풍헌은 이 사실을 기장현청에 급히 알렸는

데 현감은 호랑이를 잡은 김씨에게 호랑이

를 짊어지고 현청으로 들어와 죄 값을 받

으라는 령을 내렸다. 그 죄란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뻔 했다는 극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기상천외의 이

죄 값은 10대의 매를 맞아야 된다고 했다.

누구의 령이라고 거역할 수 없었던 김씨는

호랑이라는 짐승을 짊어지고 10km나 떨어

져있는 기장현청으로 향해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기장향교 앞을 지나 동문으로 들어

가 약 100m 지점 오른편에 동헌이 있었다.

호랑이를 동헌 뜰에 내려놓고 김씨는 엎

드려 사또의 령을 기다렸다. 의자에 앉은

현감은 릲자네가 저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

다는 장본인인가릳하면서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현감은 호기심에 차 뜰로 내려가

잡은 경위를 물었다. 사실을 들은 현감은

릲전하께서는 백성들의 위험한 일들을 미리

대비하라는 어명이 있는데 자네가 저놈에

게 물려 죽었다면 이를 예방 못한 내 모가

지가 날려갈 뻔 했다릳면서 그 죗값으로 10

대의 매를 맞고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죽

어 있는 짐승을 살폈다. 몸길이가 1.3m정

도의 엷은 황갈색바탕에 검은 얼룩점이 군

데군데 있고 다리는 짧은 편이다. 사또는

아름다운 가죽이 은근히 탐이나 호랑이는

압류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재앙이 따른다

는 생각이 나서 릲예, 사또께서 처리해 주십

사요릳했다.

기분이 좋아진 사또는 사나운 호랑이를

잡은 김씨에게 릫장사릮란 칭호를 붙여 주고

매는 가볍게 10대를 때리고 귀가시켰다.

현감은 포수를 불러 짐승을 감식한 결과

그놈은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이라고 했다.

그 후 중북면민들과 일부 기장사람들은 김

씨를 김장사라고 불렀으며 하나뿐이던 후

손 김성수(60) 씨는 얼마 전에 타계하였

다. 그리고 장안리 산60의 서편에 있던 박

천마을은 지금부터 120년 전후로 잇따른

화적 때의 습격으로 폐촌되어 그 마을이

있었다는 흔적만이 남아있다.

(자료제공 전 양산굛기장 군축협장 이수천)

공태도 향토사학자

유료광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평생비젼교육센터 과정별교육생모집굩www.sccare.kr

♧ 공통사항: 각 주2회 12주 과정 / 개원기념수강할인 월회비 4만원
각 과정별 20명 이상 시 개강/ 오전.오후.야간 반 운영/ 재료비 별도

♧ 개원 이벤트: 유전자지문 진로적성검사 실시/ 선천적 능력진단/

150,000원 끑 개원특가 35,000원(선착순50명/ 2월6일~7일 2일간)

평생교육과정
www.sccare.kr 동원1차 건너편 달산마을 정류장 앞 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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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협찬광고

국가자격증 과정 평생교육과정(취업준비 및 일반 자격증 과정)

2015년 3월29일주. 야간반개강굩

1.국민자격증요양보호사

100％합격률 /2천명이상 자격자 배출

최상의 시설과 교육과정

지역 자긍심의 교육기관굩

전통의 구) 기장요양보호사교육원

과정명 자격증명 자격번호 내 용

미술심리
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월화 10시~12시)

2014-2956
미 술을 통한 내.외
적 심리 및 전신상
태 진단

타로심리
상담사

심리상담사
(수목10시~12시)

2014-2946
타로로 심리＆상징

의미발견

노인체육지도
사 ＆ 운동전
문관리사

노인체육전문지도사
운동관리전문지도사
(월화13시~15시)

2014-3777
2014-3775

노인의 신체특성을
이해한 지도법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스토리텔링
수학지도사

(수목13시~15시)
2014-4544

steam ＆ 융합형
수학 학습방향지도

어린이
영어지도사

영어지도사 초등
방과후영어지도사
(월화10시~12시)

2014-1351
어린이관점의
지도 능력 배양

한자지도사
초등방과후
한자지도사

(수목10시~12시)
2014-0746

문장이해 및 독서
능력향상도모

감정코치
감정코치

(수목13시~15)
2014-1258

효과적양육법/관계
회복/ 자녀감정코칭

실전주식
과정

기초양성과정
(월화.수목19시~21시)

주식에 대한 이론적 학습 기초
부터 재 확립 및 실점감각 향상

♧공통서류:기본증명서, 3X4사진 3매

2015년 2월 23일주.야간반개강굩

2. 웰-다잉 시대 고소득

전문자격증장례지도사

(직장인/실업자국비지원가능 )

요양.장례과정

051)724-5651

릫 릮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뉴스 속보, 릫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릮 이번에는 인질, 탈영, 살인, 의붓

아버지가 또, 또, 또...하루가 멀다 하

고 눈만 뜨면 이어지는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어린이 집 교사, 인질범,

탈영범, 살인범, 의붓아버지 그들 부모

의 모습이 궁금하다. 혹시 해결하지 못

한 갈등으로 자주 언성을 높이고 폭행

을 일삼는 부모는 아니었는지, 부모가

이혼을 할 정도의 위기 가정은 아니었

는지, 무늬만 부모인 가정은 아니었는

지.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

란다고 했는데 부모의 이런 모습이 그

들에게 학습되어 자신도 모르게 저런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는

지.

이런 사건은 비단 그들만의 얘기는

아닌 듯 하다.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심각한 우

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과 부모의

미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이 드는가? 릫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

은데 팥 난다,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될 성 나무는 떡 잎부터 안

다릮 이러한 속담이 괜히 나온 건 아니

지 않겠나.

내가 맡은 상담의 의뢰사유를 보면

릫아이의 욕구를 엄마가 채워주지 않으

면 그 욕구를 채워 줄 때까지 심하면

길바닥에 누워 뒹굴고 악을 쓰고 우는

아이, 다른 아이들을 이유 없이 때리거

나 밀치기도 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

하고 혼자 겉도는 아이, 목소리가 가늘

고 수줍음이 많은 여린 아들이 조그만

일에도 잘 울고 다른 남자아이들이 즐

겨하는 운동도 싫어한다고 아빠한테

자주 호통을 받는 아이, 자신만 미워하

는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릮 등의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바로 우리들의 자녀모습이다.

이러한 자녀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받지 못한 감

정상태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역시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을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

는 데로 잘 따라 주지 않으면 기분이

쉽게 나빠지며 자기 진정이 부족하여

흥분을 잘하고 화를 잘 낸다.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증세에 시달릴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거식증, 폭식증 등

의 섭식장애

나 먹는 것

대신 충동적

인 쇼핑을 하

는 경우, 또

는 충동적이

거나 폭력적

인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

을 불안하게 만드는 등 지금 우리 사회

에 앞서 얘기한 뉴스 속보, 문제행동들

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녀의 행동을 이

해하고 알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예전에 가정은 대가족

으로 많은 가족들이 함께 생활을 하며

힘든 육아문제, 가정생활을 함께 나누

었다. 그런 가운데 다양한 감정을 경험

하며 다양한 갈등상황에 따라 대처하

는 방법을 다른 가족의 모습을 통해 배

우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터득하기

도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익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

해 왔다. 하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상

황은 많이 달라졌다. 게다가 맞벌이 부

부가 늘면서 부모로부터 관심 받고 이

해받고 싶은 자녀의 행동은 부부갈등

의 더 심각한 원인이 되기도 하며 때로

는 다른 갈등으로 증폭하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의 행동에는 자신의 감

정이 포함되어있다. 자녀 역시 자녀의

행동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이며 자녀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패

턴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된다. 그렇다면 자녀의 감정을 올바른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

하다는 것을 인지한 국가에서는 최근

들어 릫학부모코칭릮이라는 바우처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녀

를 키우고 있거나 키울 준비가 되어있

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부의 의미

에서부터 부모의 역할, 자녀를 이해하

고 양육하는 방법 등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

는 이런 복지기회는 부모라면 누구나

시간을 내어 꼭 제공받기를 저자 개인

은 소망한다.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이

지만 멀게는 지금 뉴스 속보의 주인공

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 051-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 051-727-9950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자원봉사센터 소식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고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릫대학생

자원봉사자릮를 모집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적극적인 봉사마인드

를 가진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기장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자 모집, 교육, 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

발 등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자원봉사자

가 필요한 활동처와 자원봉사를 원하는 봉

사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주요 프로그램으로 전문봉사단

양성 교육, 청소년자원봉사 썸머캠프, 자원

봉사 활성화강연회, 자원봉사자 걷기대회,

우수자원봉사자 초청의 날, 에코그린 스쿨,

자원봉사 문화 축제, 지구촌과 함께 하는 희

망 나눔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자

원봉사 하는 날로 릫자원봉사 v-day릮를 실시

하고 있다. 문의 전화 722-2365, 709-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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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복지관 포켓볼동호회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PC방도 노래방도 없던 70~80년에 젊은이

들은 당구 치면서 자장면과 군만두를 곧잘

시켜 먹곤 하였는데 그 시절의 젊은이들이

라면 이런 당구장 추억하나쯤은 누구나 가

지고 있을 것이다. 그 시절 당구는 필수과목

이었고 당구 못 치면 릫간첩릮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당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포켓볼은 당구의 한 종류로 당구대 위에서

15개의 적구(컬러 볼)와 1개의 수구(흰공)

로 게임을 하는데 적구를 차례대로 구멍(포

켓)에 넣으면서 득점 하는 방식이고 고도의

집중력과 예측력 그리고 유연성과 순간적 파

워를 요구하는 레포츠로 알려져 있다.

요즘 당구계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는

실버세대 동호인들의 급격한 증가다. 노년

층들이 많이 다니는 문화센터와 복지관 중

에는 당구교실이 마련된 곳이 제법 있다.

우리지역 포켓볼 동호회는 릫인생 100세릮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에 평생친구가

될 수 있는 운동으로 어릴 적 구슬치기 놀이

가 연상되는 추억의 릫당구릮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결성되었다.

포켓볼 동호회 이성현(74) 회장은 릲큐대

로 엎드렸다 폈다를 반복하며 당구대를 한

바퀴 돌면 9m정도 되는데 하루에 한 시간만

쳐도 2km 이상을 걷게 되는 셈이죠. 팔다리

운동은 물론 허리 근육까지 강화되고 집중

력과 유연성 그리고 순간적인 파워까지 있

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자연스럽

게 전신 운동이 되면서 정신집중까지 하다

보니 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릳라

며 포켓볼 게임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태경 회원(77)은 릲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겸손하지 못한 회원은 동

호회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친목도모를 위해

서는 낮은 자세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15명의 회원들

이 예의를 갖춰 활동 중이며 야유회를 통해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어요릳라며 릲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당구만 한 게 없어요.

집중하느라 웃지도 못하는 운동이 아니라

늘 웃으면서 즐길 수 있어 스릴 있고 유쾌한

운동입니다릳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포켓볼 게임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 온 몸

을 움직이기 때문에 고령화시대에 안성맞춤

이라며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이 회장은 릲머릿속으로 공의 가상의 위치

를 생각하고 실행해 옮겨 공을 맞췄을 때 무

척 행복하고 성취감도 느낍니다. 학창 시절

처럼 장난도 치니까 하루하루 젊어지는 기

분이구요. 당구에 관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환영하며 기초 자세부

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배울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것을 권합니다릳라고 말

한다.

포켓볼 회원들의 올해 소망은 낡은 당구

대를 손질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싶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포켓볼(당구)

은 신체적으로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으

면서 다리운동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가장 쾌적한 상태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니

더 많은 어르신들이 포켓볼(당구)로 건강미

를 뽐낼 수 있길 기대한다.

이명희 명예기자

릫포켓볼릮육체와두뇌운동을동시에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오늘

은 양진수 어르신(사

진굛74세)을 만났다.

릲기다리고 있었어

요릳 반갑게 인사를 건

네시는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보였다.

어르신은 아내가 소개시켜준 노인복지

관에 다니고 나서부터 복지관에 열혈 팬이

되었다. 복지관에서 권유하여 시작하게 된

노인일자리 사업. 그 중에서 어르신은 공

원 환경미화 담당을 맡았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했지만 하루하

루 일 해가다 보니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

는 기쁨은 말로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커

졌다고 말했다.

어르신은 깨끗하게 주변을 청소하고 정

리하면서 마음을 비워낼 때가 제일 행복하

고 기쁘다. 자신으로 인해 우리 주변이 깨

끗해지고 환해진 주변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그 자체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마음 단장을 하고 복

지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아침을 즐겁게 맞

이하는 것이 젊음의 비결이며 긍정적인 힘

의 원천이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도

하고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젊어지

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원동력이라며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어르신은 규칙적인 종

교 활동과 더불어 봉사 활동을 하면서 릫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릮는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양진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

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남은 삶에 대한 적극적

이고 긍정적인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더욱 더 활성

화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의 삶을 통해 삶의 여유와 나눔의 정신을

배워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고연화 명예기자

젊은경로당프로젝트 릫미라클하우스릮

임기마을편 2월 3일KBS방영예정

개발제한구역 내 임기마을 회관 및 경

로당 건립과 관련한 KBS 부산방송총국

특집방송 릫젊은 경로당 프로젝트, 미라클

하우스릮가 오는 2월 3일 19시 30분 방송

될 예정이다.

기장군과 KBS 부산방송총국은 2014년

3월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통해 주민

화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로

당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젊은

경로당 프로젝트 릫미라클 하우스릮 공동추

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장군은 임기마을 회관

및 경로당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등

비용을 담당하며 KBS 부산방송총국은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특집방송을 제작

했다.

임기마을 회관 및 경로당은 연면적

380㎡로 2월 5일 준공 예정이며 그간 건

립 과정과 에피소드를 1월 22일 촬영한 바

있다.

릲내마음청소부터,즐거운삶의원동력이지요릳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입춘방을 쓰면서

송년회다 신년회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어느덧 1월이 다 지

나갔다. 새해 기장 칠암 앞바다의 일출을 보면서 시간을 금쪽 같이 아껴서

정말 보람된 시간들을 갖자고 다짐했던 것이 물거품처럼 흘러간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내 인생도 삶에 허덕이다가 여기까지 흘러 온 것 같다.

비로소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앉아보니 여기 저기 인사를 하고 글을 보

내고 하던 젊은 시절의 시간들이 생각난다. 미처 인사를 못한 분들에게 때늦

은 설날 인사 겸 릫입춘대길릮 릫건양다경릮의 입춘방을 쓰면서 새해를 맞는 듯이

핑계를 대곤 앉아 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봄이 문턱에 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의 느림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니 늘 지각으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눙치고 살면서 내일로 미루던 이 시간들이 이제는 그리 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면 어찌 할 것인가? 번개처럼 정말 바람직한 일에 내 금년의 시간들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숙연해진다. 지난 한 달은 그랬다고 치자. 이제 우리의

명절 설을 맞고 입춘의 새봄을 맞으면서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고 진짜 새해

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아야겠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새로워

져야겠다. 일신우일신의 정신이 그래서 필요한가 보다. 한해의 시작은 새해

첫날에 있지만 이월의 첫날은 오늘에 있고 새로운 날로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해야겠다. 어제의 부실했던 아쉬움들을 잊고 오늘 이 시간을 새롭게 다잡아

야 할 일이다. 청청한 기장 앞바다는 새해 아침이나 오늘 아침이나 한결 같

다. 단지 내 마음이 다를 뿐이다.

어제 그토록 허비했던 시간을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후회 없는 시

간들을 보내기 위한 각별한 내 나름의 계획과 실천을 해야겠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나에게 정중한 아침 인사로 내

부족함을 위로한다.

지난해에는 무척 바빴다. 이것도 하반기에 몰려 있다 보니 연말에는 밤샘

을 하는 일까지 생겼다.룙기장문학룚19호 편집을 필두로 수필 동인지룙길룚15

호, 룙수필문학21룚16집, 룙가톨릭문학 25년사룚, 시 동인지 룙시와인식룚14집 등

을 주관하고 10월에는 시낭송회를 한 달 가까이 준비하고 실행 한 뒤 정산까

지 그야말로 눈 코 뜰 새가 없었다. 한 시간 이면 척척 해 내던 일들이 서너

시간 씩 걸리니 일의 진척이 늦어지고 힘들어졌다. 일을 줄여야겠다고 다짐

하지만 주어진 일이니 넘겨버릴 수도 없다. 일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 보다야

나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일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새해 아침 인

양 지금 다시 마음에 다가 온다.

올해 양띠해는 풀을 뜯는 양의 무리처럼 초록 풀밭에서 좀 한가한 시간을

가지며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화목한 모습대로 살고 싶다. 여유시

간을 내어 틈틈이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한 칼럼이나 글들을 모아 산문집을

하나 내고 그동안 써둔 시를 모아 시집을 하나 낼 생각인데 이것 또한 욕심

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난달 무슨 일로 시내에 나갔다가 일이 일찍 마쳐져서 정관 집으로 들어

오기도 그렇고 저녁 만남 시간에 맞추기 위해 시간을 보내느라 고심한 적이

있었다. 참말 할 일이 없다면 아마 하루를 아주 길게 보낼 것 같으나 그 시간

을 메우는 것도 가당찮은 짐으로 다가온다. 쉬엄쉬엄 시간을 잘 다스리면서

을미년의 남은 한해를 보람 있게 보낼까 생각하니 절로 신이 나고 힘이 솟는

다. 서툰 입춘방으로 기장군민과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어본다.

제 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 주간반

- 야간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청소년반, 어머니요리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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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지정국비과정훈련생모집

★근로자직부능력향상훈련생모집

★내일배움카드계좌제

훈련비70％지원 본인30％부담/식비 교통비 별도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100％지원

★일반수강생모집( 주굛야간반 ) 수강료 250,000원

1. 개강 : 상반기 3월 초/하반기 9월 초

2. 교육기간 : 1년과정 (간호조무사교육과정)

3. 지원자격 : 내일배움카드제 카드발급자. 고졸이상

또는 검정고시합격자(실업자,주부가능)

4. 위치 : 기장중학교 정문 롯데리아 맞은편

5. 연락처 : 051) 724-7131

릲
릳 ( 간호조무사과정 )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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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010-7648-7567 기장간호학원

유료광고

임기마을 회관 및 경로당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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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팔경 중에 하나인 취봉산은 해발

587.5ｍ로 철마면의 철마산(604ｍ) 다

음으로 높은 산인데, 이 산의 제일 높은

정상에는 릫달음산릮이라는 산명의 표지석

이 세워져 있다. 기장군민 뿐만 아니라

일부 산을 찾는 등산객과 여행객들까지

도 산의 원래 이름인 취봉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지 달음산(達

陰山, 達蔭山, 達音山)으로 산 이름과 한

자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동안 취봉산의 명칭에 대하여 이론이 분

분하여 사용하기에 혼돈이 초래되고 있

어서 기장관련 고지도와 문헌 자료를 통

하여 산 이름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원래 사용되었던 명칭인 취봉

산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후손들이 마

땅히 해야 할 역사적인 정리 작업이라

생각한다.

조선시대 기장 고지도(古地圖)에 표

기 된 취봉산의 표기 명칭

기장의 릫취봉산릮으로지명이표기된고

지도는 1756년의 릫해동지도(海東地

圖)릮를 비롯하여 김정호의 릫대동여지도릮

등 27개의 조선시대 고지도에서 그 이름

이 릫취봉산(鷲峯山)릮으로 표기된 것이

23개이며, 한자표기가 다르게 릫취봉산

(鷲峰山)릮으로 기록된 것이 3개이고, 지

도상에 산명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 1개

뿐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장관련 고지도 상

에서는 달음산이라는 표기는 찾아 볼 수

가 없고 산의 이름이 취봉산으로 표기된

것으로 볼 때 지금의 릫달음산릮이라고 표

기하는 산의 이름은 근대에 와서 만들어

져 옛 지명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장의 고지도(해동지도)를 살펴보면

지도 중앙부의 릫기우처(祈雨處)릮를 중심

으로 우측에 릫취봉산(鷲峯山)릮이 표기되

어 있고 기우처 좌측에 릫달음산리(達音

山里)릮라는 마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음

(音)자 한자만 빼면 지금의 달산리가 된

다. 그리고 기우처와 취봉산 아래쪽으로

는 기장의 4대사찰 가운데 하나인 릫취정

사(鷲井寺)릮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마면 웅천리 쪽에서 취봉산을

보면 산의 봉우리가 3개가 선명하게 보

이는데 취봉산이라 함은 이 3개의 봉우

리를 포함한 높은 산을 말함이고 그 중

에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린 곳이 기우처이며 왼쪽 즉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능선일부의 산을 달음산

이라 한 것이다. 이는 고지도를 통하여

도 알 수 있지만 차성가에서도 그 이름

과 위치를 분명하게 달리 지적하고 있

다.

문헌자료에 기록 된 취봉산의 명칭 변

경 과정

기장지역과 관련된 문헌자료 가운데

1757년부터 1765년 사이에 각 읍에서 편

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읍지인

릫여지도서(輿地圖書)릮의 산천 조를 보면

탄산, 남산과 함께 운봉산과 백운산 다

음으로 취봉산, 불광산, 앵림산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조 병오

(1786년) 식의 릫기장읍지릮에서부터 최근

까지 기장과 관련되어 연대별로 출간된

읍지 중에 1937년(1910년부터 1937년)

에 발행된 릫조선환여승람릮과 1989년 12

월에발행된 릫양산군지릮에 마지막으로 취

봉산을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92년 2월에 발행된 릫구기장군

향토지(제11절, 223P)릮에는 달음산(達

陰山), 1998년 5월에 발행된 기장향토문

화연구지(271P)에는 월음산(月陰山)에

서 달음산(達陰山)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0년 9월에발행된 릫정관면지(40P)릮에

는 달음산(達陰山)과 월음산(月陰山),

그리고 2001년 8월에 발행된 릫기장군지

(상권, 67P)릮에는 달음산(達陰山)과 월

음산(月蔭山), 2006년 12월에 발행된

릫일광면지(235P)릮에는 달음산(達音山)

으로 기록되어 있다.

취봉산에서 달음산으로 명칭이 변경

된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제강점

기인 1937년도에 발행된 릫조선환여승람릮

문헌에서도 취봉산으로 기록되어 있고

해방 후 44년만인 1989년에 발행된 릫양

산군지릮까지는 취봉산으로 기록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산군지가 발

간된 3년 후인 1992년에 발행된 릫구기장

군향토지릮에서 달음산(達陰山, 鷲峯山賞

春景)이라 기록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

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각종 문

헌자료에 한글로 달음산으로 표기되고

한자는 각기 다르게 쓰고 있는데 2015년

을 기준을 치면 달음산이라 사용한 것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다.

차성가(車城歌)에 기록된 달음산과

취봉산의 이름과 위치

기장지역 무형의 보물인 차성가의 하

북면에는 두 번째 행에 릲울울창창 달음

산(達陰山)은 반공에 솟았는데릳와 마지

막 행의 릲박토구작 나는 거동 취봉산(鷲

峯山)이 솟아있고릳라고 달음산과 취봉산

의 이름과 그 위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백운산의 소학대를 지나서 바

로 달음산이 나오고 예림, 가동, 방곡을

지나 망해정이 있는 중북면 바로 앞에

취봉산이 나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18세기 해동지도와

여타 고지도의 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차성가에서 기록한 달음산과 취봉

산의 위치비정은 정관면 사무소에서 곰

내재를 바라보았을 때 좌측의 청소년 수

련관을 중심으로 한 산이 달음산이고 더

왼쪽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 지역이 취봉

산이라는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기장

의 고지도 상에 표기된 산명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장의 한시에서 나타난 취봉산(월음

산)

취봉산(월음산)과 관련된 한시는 정

관 출신의 송덕영(宋悳永 1889~1942)

선생의 릫삼사당유집릮의 릫삼사당패설권지

일릮에 실려 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일

제에 의해 강제로 침탈당하고 해방이 되

기 10년 전인 1935년(乙亥) 3월 5일에

삼사당이 취봉산의 칼날 같은 바위암반

을 힘들게 올라가 발아래 펼쳐지는 아름

다운 자연경관을 보고 송나라 주자선생

을 생각하며 선생의 시를 차운하여 오언

절구 측기식의 한시를 짓고 제목을 릫등

월음산용주부자운(登月陰山用朱夫子

韻)릮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릲칼날이 세워진 것처럼 높은 낭떠러지는

갈래갈래 걸음걸음을 멈추게 하고 위험

한 것 무릅쓰고 힘써 올라와 보니 눈 아

래펼쳐진 곳 모두가 장관이다네(劒立屬

崖高 百岐步步斷 攀危努力登 游目有壯

觀)릳이 시에서 작자는 이 산을 월음산이

라고 하였다.

시의 제목을 취봉산이 아닌 월음산으

로 한 것은 당시에 어떤 연유가 있어서

산의 이름을 다르게 썼다고 볼 수 있는

데 이는 일제강점기 지은이가 나름대로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산을 작자가 거주하던

곳이 해가 지면 그늘이 빨리 든다하여

릫그늘음(陰)릮자를 써서 달음산으로 불렀

다고 볼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조국이

광복되기 10년 전에 이 시를 지었고 이

후부터 월음산(月陰山) 또는 달음산(達

陰山)이라는 릫그늘음(陰)릮의 한자를 써

서 산의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릫제사

유적지릮로 기록된 취봉산

기장군문화유적분포지도(2005년, 기

장군굛복천박물관)에서 이 지역을 기장

군 용수리 릫달음산유적(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산138-6일대)릮이라 하여 통일신

라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제사유적지로

기록하고 있다. 취봉산(달음산)은 행정

구역상 정관면 용수리에 해당되지만 취

봉산(달음산)에 이르는 길은 대표적으

로 4갈래 길이 있다. 일광면 산수곡마을

에서 올라가는 길과 일광면 원리 상곡마

을에서 올라가는 길과 일광면 상리 광산

마을의 옥정사 뒤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정관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올라가는 길

이 있다. 해발 587.5ｍ의 달음산은 250

여 년 전의 기장고지도에는 취봉산으로

그려져 있고 취봉산 정상의 바로 옆에

기우처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앞서 고지

도에서 확인하였다. 정관면에서 철마면

으로 가는 곰내재 정상 중간쯤에서 동해

안 쪽으로 보면 달음산 정상에는 암반으

로 된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바위 봉우리

가 세 개로 확연히 나누어져 있는데 3개

의 각 봉우리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조

선시대까지 제사를 지낸 흔적인 각종 제

기 편들과 토기들이 지표조사에서 나타

나고 있다.

취봉산(달음산) 지명표기에 대하여

고지도와 문헌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

는데 고지도 상으로는 1899년까지 취봉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문헌자료 상으로

는 이 산의 이름은 한말과 한일합방 이

후 1937년의 기록까지 공식적으로 취봉

산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지

나오면서 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달음산

또는 월음산으로 불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부터 기장의 4대사찰 중에 하나로

취정사(鷲井寺)가 취봉산의 산록에 소

재하였으며 지금은 폐사지만 남아 있지

만 이 사찰이 언제인가는 그 이름을 찾

고 복원될 때를 생각하더라도 이 산 이

름을 취봉산의 처음 이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안읍 좌천지역에서 바라보는 취봉

산은 한 마리의 독수리가 동해 일출의

장관을 보고 두 날개를 활짝 펴고 힘 있

게 창공을 비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양이 바로

취봉산의 기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산의 이름

을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옛 이름인

취봉산으로 불러서 산의 기상을 다시 회

복해야 힐 것이다.

황구 뢾기장문화원 향토연구소장뢿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성료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 지

휘자 김지원) 제12회 정기 연주회가 1월 10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전문단원은 릫when the marchin in릮,

릫swing low sweet chariot릮, 릫mozart rides on릮

등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예비단원과 신입전문단원은 모차르트의 릫장

난감교향곡릮을 연주, 명예단원은 릫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릮, 릫팔수의 휴일릮, 전문단원과 신입전

문단원이 릫함께 천개의 바람이 되어릮를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연주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으로 대중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하는 혼성5인

조 성악그룹 릫오르페우스릮가 초대돼 릫아리랑릮

과 릫마징가/캔디릮,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과

협연으로는 바흐의 릫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릮

을 연주했다.

박승영 단장은 인사말에서 릲지난 일년간 열

과 성을 다해 저희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을

지도해 주신 지휘자겸 음악감독인 김지원 선

생님, 한경민 석은희 선생님과 무대에 서기까

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준 합주단원 여러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후원해 주시고 계신 학부

모님들과 후원자 분들게 감사를 전한다릳고 말

했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지난 2003년에

창단해 올해 12회째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지난해 7월에는 제5회째 기장전국리코더페스

티벌을 주최하기도 했다. 한편 파리 나무소년

합창단, 미국 시카고 칠드런스 콰이어 등 외국

의 유수 음악가와의 협연 등 국내외 왕성한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장 달음산의 명칭 고찰
18세기 고지도(海東地圖)에 표기된 취봉산(鷲峯山)

이슈로 본 시사용어

▲ 클라우드 / 국제신문 2015년 1월 4일자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

하는 관행에 따라 릫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릮로 통한다. 소

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파

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IoT에서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

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는 올해 홈 IoT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된 릫뉴 라이프 크리

에이터릮(New Life Creator)도 IoT에 방점이 찍혀 있

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IoT 서비스로 시장을 선점하겠

다는 것이다.

▲ 반달리즘 / 중앙일보 2015년 1월 5일자

[문화굛예술 및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만행을 말한다.

5세기 유럽의 민족 대이동 때 북아프리카 반달족이 지

중해 연안과 로마를 무자비하게 파괴했다는 헛소문에

서 유래한 말이다]

북한의 소니 해킹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는 추가 사이

버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미 상원 외교위원장

이 지적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현지시

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한 미 정부의 대북제

재 조치에 대해 릲추가 사이버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릳

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 지난달 20일 소니 해킹을 릫반달리즘릮이라고 규정한

것을 겨냥 릲반달리즘은 창문을 깨는 것이고, 빌딩을 폭

파하는 것은 테러리즘릳이라면서 릲북한은 이번에 소니

빌딩 주차장에 폭탄을 갖다놓은 것릳이라고 주장했다.

▲ 산타랠리 / 연합뉴스 2015년 1월 5일자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 시기

(월별)에 따라 증시의 흐름이 변하는 캘린더효과

(calendareffect)의 하나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기

업들의 보너스가 집중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역시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2015년 새해 뉴욕증시는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첫 거래일인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끝났다. 지수별 등락폭은 -0.20∼0.03％에 그칠 정도로

극히 제한됐다. 새해 첫 거래일이라 거래량이 적은 가

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

진 것이다. 연말연시가 속한 지난 한주 성적표도 좋지

않았다. 릫산타랠리릮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

다. 주간 단위로 다우는 1.2％, S＆P500은 1.5％, 나스

닥은 1.7％씩 떨어졌다. 앞선 주까지 이어진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 탓에 쉬어가기 장세가 펼쳐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새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강해진 탓이다.

▲ 미스터리 쇼퍼 / 국제신문 2015년 1월 5일자

[일반 고객으로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사면서 점원의 친절도, 외모, 판매기술, 사업장의 분위

기 등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미스터리 쇼퍼라고 부른다. 내부모니터요원이라고도

한다]

마트 매장 정리 일을 하는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곳에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가공일용

파트를 맡은 그는 잡화, 세제, 제지 등 공산품을 창고에

서 카트에 싣고 매장으로 갖고 와 진열한다. 매번 최소

10~20㎏ 되는 상자를 들고 나르느라 손목과 팔꿈치가

성한 데가 없다. 카트에 싣고 온 물건을 순식간에 정리

한 김 씨가 다시 창고로 향했다. 4~5㎏에 달하는 세탁

세제는 빠르게 정리됐다. 창고로 돌아가던 김 씨에게

고객이 양념장 진열 위치를 물었다. 김 씨는 하던 일을

제쳐놓고 동행해 안내했다. 고객 응대 매뉴얼에 따라

미소를 건네며 배웅인사까지 마쳤다. 릫미스터리 쇼퍼릮

제도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릳고 털어놓았다.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유료광고

감인선원 불교대학에서는 불법의 진리와 불

교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 그리고 우주의 세계

관과 인생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

고자 하는 모든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감인선원은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의 기

장 포교원이며, 주지스님이신 보연스님은 법

주사의 스님으로서 범어사 강원의 강사를 역

임하셨으며, 범어사불교대학, 은해사불교대학,

보문선원불교대학 등에서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신 강사스님입니다.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포교국장을 맡고 있으며 BBS 라디오 부산불교방송(FM

89.9Mh)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0분에 보연스님의 화요법문을 통해 서장 강의를 하고 있습

니다.

□모집정원

굛 제2기 1년 과정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굛 경전반 1년 과정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강의과목

굛 제2기 1년과정 -불교기초교리, 부처님생애,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굛 경전반 1년 과정 - 금강경, 서장 굛 장소 - 감인선원불교대학 법당

굛 시간 - 주간반(오후2시 30분~오후4시), 야간반(오후7시 30분~9시)

경전반(오후2시 30분~오후4시), 야간반(오후7시 30분~9시)

굛 모집날짜 - 2015년 3월까지, 3월 3일 첫 수업 시작

굛 연락처 - 051) 724-1516, 723-2216, 핸드폰 010-9328-1653

대한불교조계종감인선원불교대학학장보연

입춘방무료로써드립니다

기장군에서 활동하는 서예단체 릫묵우

회(회장 최건부)릮는 올해도 입춘을 맞으

면서 어김없이 입춘방을 무료로 나눠 드

립니다.

날짜 : 2015년 2월 3일 화요일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기장군청 로비

릫 릮
기장장애인복지관 벽화작업 눈에 띄네

기장장애인복지관(정관면용수리소재)에서

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릫하얀 도화지 위의 작은교실릫 일환으

로 미술 교육과 벽화작업을 진행했다.

지역내특수학급장애청소년들은1월 5일부

터 16일까지총 10일간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미술교육을받았으며 교육내용을 토대로 임랑

해수욕장 방파제에 릫물고기 세상릮이라는 주제

로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완성했다.

프로그램을 지도한 이현정 강사는 릲매년 장

애청소년과 벽화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

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

로 작업을 끝까지 임해줘서 아이들에게 고맙

다릳고 말했다. 또한 릲벽화라는 외부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된 것 같다릳고 말했다.

기장장애인복지관은 벽화작업을 위해 재능

기부 하실 분이나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벽을

제공해주실 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기장장애인복지관

727-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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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면 출신 가수 릫진호(본명 박진호)릮가 작

년 5월 첫 음반을 발표하고 공연 요청 쇄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나이 60세. 인생의 마지막 꿈에 도전한

다. 음반에는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직접 작사

작곡한 9곡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곡은 릫빈지

게릮, 릫내안의 너를 찾아서릮, 릫천상편지릮 등으로

구수한 음색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대중에

게 다가서려 한다. 특히 릫천상편지릮는 먼저 세

상을 떠난 누이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

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끼로 노래실력

을 인정받으며 가수의 꿈을 끼워왔다.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로 여러 차례 방문, 도전을 시

도했지만 경제 여건이 걸림돌로 작용해 가수

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느 유명

가수 못지않았다.

방곡리(덕전마을)에서 30여 년간 이발소를

운영해 오면서도 늘 기타와 피아노를 곁에 두

고 노래 연습과 작곡 공부 등 한 순간도 가수

의 꿈을 버린 적은 없었다.

2013년부터는 본격적인 작사 작곡에 돌입했

다. 60년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집 앨

범에 작사 작곡을 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릫빈

지게릮는 어릴 적 기억들을 회상하며 서정적인

가사로 다가온다.

릫천상편지릮는 너무나도 애절하다. 누이동생

을 먼저 떠나보냈다. 그리고 그 누이동생의 딸

이 시집을 간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다. 그날 더

욱 애절한 마음에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며 부

른 노래이다. 릲내 안에 너를 찾아서릳 릲훨훨릳 또

한 모두가 그의 60년 인생을 추억하며 가사로

옮긴 것이다.

하나 둘씩 박진호의 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세상 욕심 내려놓고 살면 보다

좋은 삶을 살 거라는 내용이다. 진호의 목소리

또한 60년의 내공이 쌓여져 트로트에 딱 맞는

목소리로 보이스 또한 구수하다.

이후 1년여의 기간동안 서울의 음악 스튜디

오를 내 집 드나들듯이 다니며 작업에 매진했

다.

보통의 무명가수가 음반 한 장을 내려면 적

어도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지만 진호의 경우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작사 작곡을

모두 본인이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란다.

그는 릲음반을 내고 가수로 데뷔한 만큼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릳이라며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출연

해 노래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호는 소외된 이웃에게 힘과 위안을 주는

노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그의 노래는 유튜브, 소리바다, 멜론, 벅스뮤

직 등에서 릫진호 1집릮을 검색하면 들을 수 있

다.

또한 음반사와 계약을 통해 인터넷 음반유

통사,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그의 음반을 구입할 수 있다.

진호 010-8753-3828

굩

뢾시작 노트뢿

갈수록 사는 일이 허망하다. 한마디로 죽을 쑤는 기분이

다. 무엇하나 쨍하는게 없다. 아침이면 눈뜨고 저녁이면 눈

감는다. 그 많던 감탄사와 충만들 어디로 가 버렸는지 찾을

길이 없다. 시에 입문했을 때 생은 한마디로 사금파리였었

다. 어떤 의미를 입히냐에 따라 이리 반짝 저리 반짝 참으

로 신세계였었다. 그러던 시간들이 부쩍 늙어 버렸다. 신생

이란 어느 동네 이야기인가 한다. 위 시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들꽃도 나무도 하늘도 모른다 할 정도로 아사 직전에 내

몰린 나의 시간들.

하여 나는 지금 다시 초년생이 되어 반성문을 쓴다. 초록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픔과 고통 절망과 조우하려

고 한다. 깊이깊이 속죄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새로이 한

잔의 차와 음악 또한 희망을 가열차게 열망해야만 하는 것

을 나는 안다.

문예한국 등단(2000년), 부산시인협회회원, 기장문인협

회회원

기장문예

반성문

정을필

■ 정관면 출신 가수 릫진호릮 첫 음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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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예가 박태만 갤러리 릫시우담릮 오픈

서예가 효원 박태만(기장읍, 53세) 선생이

롯데쇼핑몰 1층 엔젤리너스 커피 전문점 옆에

갤러리 릫시우담릮을 열었다.

이곳 릫시우담릮에는 박 선생의 서예, 전각 작

품 등이 상설전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장서

인(藏書印), 인감도장, 실용도장 등 고급 도자

기 도장을 사용, 효원이 직접 전각 작업을 한

다. 전각, 서예 작품은 15만원부터, 수제도장

은 5만원부터 판매한다.

효원은 서예 인생 40여년의 경력으로 당대

최고의 명필로 뽑히는 故 여초 김응현에게 사

사했다.

한편 효원은 2013년에 3번째 개인전인 릫묘

법연화경 대사경전(妙法蓮華經 大寫經展)릮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었는데 전체 폭

150m의 이르는 세계 최고의 대작으로 알려졌

다.

전국휘호대회 초대작가, 상문서회 회원, 동

방연서회 회원, 국제서법연맹 한국회원, 한국

전각학연구회 회원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본 고베 초대 개인전, 중국 강소성

문화국 초대전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전화 시우담 901-2355,

박태만 010-5499-3067

롯데쇼핑몰 1층 수제도장, 서예소품 전시

2014. 12. 15(월)~2015. 2. 14(토)

부산광역시기장군복군 20주년을맞이하여

우수사진작품을확보하고, 기장군홍보및행정자료등으로

활용하기위한 릫기장군복군 20주년기념옛사진공모전릮을

개최하오니관심있는분들의많은응모바랍니다.

접수마감

구분 시상금 작품수

금상 50만원 1점

은상 30만원 2점

동상 20만원 3점

입선 2만원상당상품권 예산범위내선정

공모주제

옛 기장의 역사와 정취가 담긴 향토 자료적

가치가있는개인소장사진

▷기장의옛모습을배경으로촬영한사진

▷기장과관련된인물,풍경,풍속등이담긴사진

▷ 기장의발전상,지역적굛시대적특색을잘나타낸사진

응모자격 :대한민국국민누구나

출품수 : 1인당 5점이내

작품규격 :제한없음(원본또는스캔본)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스캔 후 출품

자에게반환가능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작품제목, 촬영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정확히명기할것

접수기간 : 2014. 12. 15(월) ~ 2015. 2. 14(토)

※당초 : 2014. 12. 15(월) ~ 2015. 1. 14(수)

접수방법 :방문또는우편접수

접수처 :우)619-906 부산광역시기장군기

장읍기장대로 560기장군청문화관광과

입상발표및시상

▷선정기준

-공모주제의적합성,군홍보자료로서의활용성

-역사적자료로서의가치성

▷ 발표 : 2015. 3. 3(화) 예정, 개별통지 및

군홈페이지게재(※변경가능)

※ 선정작의 수는 공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

합한작품이없을경우수상작을선정하지않을수도있음

문화관광과(709-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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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테라스 4층 바다향 별관에서 이 곳

정관지역에 사는 삼, 사십대 여성 15명이

모여 역사 동아리회 릫흐름서원릮 창립총회

가 1월 14일 열렸다.

총회가 끝난 후 본 기자는 이 날 초대회

장으로 선출된 안미영(한진해모로 거주)

씨로부터 역사동아리회가 결성되기까지

의 과정과 앞으로 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 동아리 회원 대부분이 처음에는 지

난해 9월 기장군민대학내의 체험문화학습

지도사 과정에 참여하여 약 3개월 동안 같

이 한국사를 배우기 시작한 분들이다.

그들은 한국사 이론과 문화 유적지나

박물관 등 체험 수업을 병행했는데 교육

기간이 끝나자 이제까지 터득한 지식과

서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할 계획으로 역

사 동아리를 만들게 됐다.

안 회장은 릲그동안 배운 것을 혼자만 알

고 있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정관 지역에 살

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

서 결성했어요릳라고 말했다.

동아리회 명칭을 릫흐름서원릮으로 정한

것은 역사는 시간의 흐름으로 만들어졌고

옛 선비들이 서원에서 공부하였듯이 동아

리 공부모임 자체가 하나의 서원이 되어

그 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선비정신까지도

본 받자는 취지로 회원 공모에 의해서 정

해졌다.

그리고 회의 조직으로는 고문과 자문위

원 약간 명을 두어 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고 회장 산하에 총무부, 학습부, 홍보부,

교육부 등 4개 부서를 두어 부서별로 과제

가 주어지면 각 부장이 부서 내에서 역할

과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서기는 회의 전

반적인 기록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역사 동아리의 학습지도는 재능기부차

원에서 장안제일고 한국사 담당 조진섭

교사와 체험문화학습지도사 정진화 교사

가 지도 해 주기로 해서 연간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연중 학습활동의 첫째는 회원 모두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

는 것인데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공부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반은 동원2차

커뮤니티룸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

터 정진화 교사의 릫흐름으로 보는 역사수

업릮이 진행되고 중급반은 매주 수요일 오

전 10시부터 조진섭 교사의 지도로 학습

이 이루어진다.

학습활동의 둘째는 역사탐방활동으로

매 홀수 달에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 견학

이 이루어지며 셋째는 역사관련 독서와

시청각 수업으로 매 학기별 릫징비록릮 릫열하

일기릮 등 역사도서를 선정해 책을 읽은 후

독서발표회를 갖고 릫국제시장릮 릫광해릮와 같

은 역사관련 영화를 함께 감상한 후 토론

회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

동인데 역사관련 노래를 선곡하고 이야기

를 엮어 연습한 후 경로당이나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위문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3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으로

모두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

모들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역사를 바르

게 알고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바른 역사

관을 심어 줄 수 있다.

자식을 기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

야 하는 주부들이 시간을 만들어 역사에

대한 지식을 쌓고 역사탐방을 통해 민족

의식을 고취하며 나아가 배운 것을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 활동으로 보답하겠

다는 의지가 매우 돋보였다.

앞으로 회원 모두가 릫흐름서원릮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평생학습이 꾸준히 이루

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고정택 명예기자

릫기장사람들릮과함께하는 실종자찾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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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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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애

(당시 만 56세, 여)

실종일자 : 2014. 12. 15 (월)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

암로 91-5

신체특징 : 정신장애 2급, 스포츠

형머리, 슬리퍼, 대인기피

강진주

(당시 만 16세, 여)

실종일자 : 2014. 8. 20 (수)

실종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신체특징 : 키164cm, 체중 50kg,

긴생머리

김경아

(당시 만 5세, 여)

실종일자 : 1986. 2. 5 (수)

실종장소 :강원도 태백시 극장 앞

신체특징 : 키120cm, 종아리에 화

상흉터가 있음

전은희

(당시 만 5세, 여)

실종일자 : 1973. 7. 1 (일)

실종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신체특징 : 키120cm, 체중15kg,

둥근 얼굴형, 동그란 눈, 탈장증상

이 있었음

윤영미

(당시 만 4세, 여)

실종일자 : 1980. 2. 1 (금)

실종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신체특징 : 키100cm, 체중16kg,

흉터가 턱에 작게 있어서 잘 안보임

윤호연

(당시 만 2세, 여)

실종일자 : 1980. 2. 1 (금)

실종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신체특징 :키 80cm, 14kg, 엉덩이

에 아토피가 심했음

손예진

(당시 만 17세, 여)

실종일자 : 2013. 7. 19 (금)

실종장소 : 충남 당진군 무수동7

길

신체특징 : 손가락에 사마귀 있음,

165cm, 쌍꺼풀 있음, 뻐드렁니, 키

165cm

박수진

(당시 만 15세, 여)

실종일자 : 2004. 10. 9 (토)

실종장소 :충남 천안시 성황동

신체특징 : 키157cm, 인중과 왼쪽

무릎에 흉터, 시력이 나쁨, 치아교

정(6학년때), 검정 곱슬단발머리

이태성

(당시 만 0세, 남)

실종일자 : 1984. 6. 1 (금)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신체특징 :착의불상

동화구연으로함께추억만들어

독자투고

여름 한더위가 거

의 끝나가던 8월의

어느 날, 시내버스에

서 바라본 바깥풍경

중 플래카드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다. 사

회복지관에서 동화구

연 지도자 과정 강의가 있다는 것이다. 지

도자 과정이라는 단어에 내가 할 수 있을

까 싶어 망설여졌지만 첫손주가 생겼던 9

년 전, 동화구연을 하고 싶다고 꿈꾸었던

적이 생각났다. 릫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

작해 보는 거야릮 마음먹고 다음날 사회복

지관을 방문해 등록했다.

강의가 시작되고 14명의 수강생 중에

나는 나이가 제일 많았다. 최근 들어 금방

깜빡깜빡하는 습관, 냉장고 문을 열어놓

고도 머뭇거리는 일상 속에 릫내가 과연 이

수업을 해낼 수 있을까릮하는 걱정이 있었

지만 릫시작이 반이다릮, 혹은 릫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릮라고 나를 다독거렸

다. 처음엔 짧은 동화라도 한 편을 외워서

동작과 표정을 동원해 재미있게 구연해

낸다는 게 참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강의가 나의 기억력과 잠재력을 자극하기

엔 충분했다. 너무나 적극적인 선생님의

강의부터 30-40대 젊은 수강생들의 번쩍

거리는 아이디어나 끼를 보는 것, 최근에

경험하지 못했던 동화속의 정서에 빠져보

는 것까지 모두 소소한 나의 행복에 한몫

을 하기 시작했다.

17주굩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

갔는지도 모르게 재미있게 훅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몇 편의 동화와 동요들, 몇

점의 교구들을 팀별로 만드는 작업을 거

치면서 잊고 있었던 우리 어린 날의 정서

를 떠올렸다.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교구

의 색채와 아이들의 감성을 훔쳐보며 조

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내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는 올해 환갑을 맞

은 할머니지만 젊은 날에도 자주 가지 않

던 도서관을 다니며 아름다운 추억을 가

지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 아름다운 추억에 봉사라는 경험

의 옷을 입혀 멋진 노후를 보내고 싶다.

지난 12월 29일 기장복지관관장님으로

부터 지도자 수료증을 받았다. 두근거림

을 동반한 설렘을 느끼며 모두가 해냈다

는 기쁨의 시간을 만끽했다.

지난 12월 30일 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재능봉사를 나갔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나름 자신감을 갖게 해준 시간

이었다. 함께 수료한 12명의 선생님들은

2015년 1월 5일부터 뢾무지개 동화구연뢿이

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만나 스터디하는 모임으로 동화구연에 대

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모임이지만 지금과 같은 열정, 노

력이라면 많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를 스스로에게 해본다.

이런 강의를 주선해주신 기장사회복지

관과 열정적으로 우리를 지도해주신 이소

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손순희(기장읍 대청로)

2015 여러분의재능을나눠주세요

2015년 장애인의 직업훈련과정 중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

발능력(취미활동)의 활동을 함께 해주실 다양한 재능나눔 자원

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활동기간

○ 기간 : 2015년 3월 ~ 11월 진행(연중 모집)

○ 요일 : 매주 수요일

○ 시간 : 2시간(15:00~17:00)

2. 봉사활동 내용

○ 음악(풍물/악기연주), 한문, 서예, PoP예쁜글씨, 종이접기,

바둑, 요가, 게이트볼, 줄넘기, 외국어 등

3. 기타 문의 및 참여신청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산단5로 54(달산리)

○ 연락처 : 051)726-0342 E-mail : chs321@kead.or.kr

○ 홈페이지 : www.kead.or.kr/busan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726-0342)

명예기자의 눈

정관역사동아리회 릫흐름서원릮결성

기장효(孝)사랑
노인요양센터

섬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노인복지시설

최우수 1등급시설(재가)

1급 요양보호사가정방문센터
방문요양굛방문목욕전문기관
중풍굛치매굛노인성질환전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051-724-3232

010-5311-1779
기장군 교리주공상가소재 전국최우수 기관

유료광고

2015년 2월 2일(월요일) 제 228호

릫새해가 되면 주로 듣게 되는 한 해의 결심 혹은 목표는 금연, 다이어트, 가족과 많

은 시간을 보내자 등이다.

이와 더불어 꼭 빠지지 않는 결심이 건강검진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서 나의,

가족의, 부모님의 건강을 보살펴드리기 위해 건강검진을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된

다. 과거 의료가 발견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의 의료는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이 때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이 영상의학적 검사이다.

영상의학적 검사라고 하면 흔히 흉부 X-선 검사, CT 등과 같은 X-선을 이용한 검

사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건강검진 시에 접하게 되는 또 다른 검사로 초음파검사가 있

다.

초음파는 말 그대로 음파의 일종이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대의 음파보다는 조

금 더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로 초음파검사는 바로 이 음파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검사이다. 소리의 파동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음파검사 중에서도 복부 초음파검사는 복부검사의 기본이 되는 검사로 어느 곳에

서 검진을 받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검사이다. 복부 특히 상복부에는 고형장기가

몇 개 있는데 이것이 복부 초음파의 주요 대상이다. 즉 간, 담낭, 신장, 비장, 췌장이

그것들인데 초음파로 잘 볼 수 있는 장기들인 것이다. 검사 전 준비사항으로는 검사

전에 보통 6~8시간 이상 금식을 하는데 이는 장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담낭

을 검사하기 좋게 팽만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복부 초음파를 할 때 검사자가 장비를 계속 조절하고 탐촉자로 압박을 하면서 몸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면서 검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호흡을 조절하고

때로는 검진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는 검사자가 검진자의

몸 구석구석을 빼 놓지 않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초음파검사에서는 젤리를 사용하는데 이는 탐촉자와 피부사이의 공간(공기)을 없애

주어 초음파가 몸속으로 잘 들어가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환

자의 체표면 위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여 검사를 수월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셨던 분께 릲지난 번 검사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

셨어요?릳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릲지방간이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물혹이 있습니다. 담

낭용종, 담낭결석이 있습니다릳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렇다. 위에 열거한 소견들이 복부 초음파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소견들이

다. 그러나 이 소견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어서 대부분 추후 초음파검사 등을 통

해 변화여부를 관찰만 해도 되는 것들이 보통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종양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소견들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 및 치료로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복부 초음파검사의 장점은 접근성이 용이한 장비로 실시간으로 정확한 검사를 시행

할 수 있고 검사자의 역량에 따라 추가 검사나 시술로의 전환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초음파는 음속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현재 진단용으로 나온 초음파 장비에

서는 생물학적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영상의학적 검사들과 달리 임산

부도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검진자들이 걱정하는 검사와 동반된 통증이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복

부 초음파검사는 대부분의 검진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검사 전 8시간 정

도 금식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제외하면 복부초음파검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고통

이 없다. 병원과 검진,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

길 바란다.

의학칼럼

건강검진복부초음파검사알고받읍시다

리권회원모집안내

태권도의 동작을 기본으로 복싱과 댄스가 적절히 결합된 운동

으로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지

막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몸을 완전히 릴렉스 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까지굩 절대 놓치지 마세요굩

○모집기간 : 2015. 2. 1 ~마감시까지 (평일 근무시간)

○일 시 : 2월 ~ 3개월간

○요 일 : 매주 화, 목 오전 10시 ~ 11시

○장 소 : 신정태권도(동일스위트 건너편)

○회 비 : 4만 5천원 (3개월) -월 1만5천원

○대 상 : 기장군민 누구나

○접 수 : 기장군생활체육회 721-5333(전화접수)

기장에서마음의보물을찾다

독자투고

기장에 이사 온 지 24년째다. 비록 물질

에 큰 도움은 없었지만 보석보다 귀한 마

음의 부유함을 얻었다. 세월이 한참 흘러

달력을 보면서 34년 전후를 되돌아보게

된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마음과 혈기왕성한 체력이 있었다. 그렇

게 자기 자신을 뒤로 던져버리고 강철도

녹일 수 있는 자부심으로 15년간 쉴 틈 없

이 식당을 경영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내 육신도

한계가 왔다.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어깨 인대가 거의 다 끊어져 수술

을 받았다. 일곱 시간동안의 긴 수술 후에

는 울먹거리는 가족들과 주위 환자들의

안쓰러운 표정만이 어렴풋이 보일뿐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보조기를 한 채 보름 만에 병원 문을 나

왔다. 난생 처음의 수술과 입원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나는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까. 부족함이 습관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

이 필요하고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야 한

다는 걸 생각해보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느

꼈다.

마음의 용기와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

다는 것을 새삼 떠올리며 이번 수술은 좋

은 생각과 또 한번 주위를 둘러 볼 수 있

는 계기가 되었다.

쾌적한 환경, 청정기장굩 자연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는 아름답고 공기 좋은 기장

에서 큰 지병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나마 기장에 살았기에 지금

까지 별 탈 없이 버텨온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가게도 문을 내리고

회복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금 새

출발 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하루

하루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에 글을 쓸 시간

도 생겼고 아픔이 있었기에 건강이 최고

의 보물이라는 걸 군민 여러분께 꼭 전하

고 싶다.

여러분, 오염 없는 공기 좋은 기장에서

대대손손 뿌리박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최성희(기장읍 대라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

안상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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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시장서맘껏 릫인생릮을논하라

제228호 2015년 2월 2일(월요일)

릲주차장 확충, 시장 활성화 위한 마중물이죠릳

상인교육장굛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 위해

관공서굛상인굛고객 관심 달라

릲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추가

건립이 절실했죠. 군 전통시장 담당자와

말 그대로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어다

닌 결과 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쓰일 국

비를 확보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산물 특화 시장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잡으려면 버스 주차장이

필요합니다릳

기장시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총책

임을 4년째 맡고 있는 송인선 회장은 한달

의 최소 반 이상은 시장업무를 위해 뛰어

다닌다.

각종 교육과 회의에 참석하고 다양한

시장업무를 보기 위해 생업과 가정은 포

기할 정도라고. 지난 10월 부산시장이 릫부

산 구군 현장방문릮의 일환으로 기장시장을

방문해 송 회장과 관리자와 함께 점심식

사를 하며 현안을 논의 할 당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릫가정은 평안하신지릫였다고

털어놨다.

2011년 주위의 권유로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시장건물 상인과 난전 상인 간 첨예

한 갈등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말하

며 송회장은 릫상생릮을 택해 특유의 부드러

움과 끈질긴 설득으로 보름 만에 어느 정

도 갈등의 매듭을 지었다. 이후 대형마트

가 생길당시 택한 방법도 역시 상생. 릲기장

에서 어떻게 시장사람만 살 수 있겠습니

까? 다 같이 잘돼야 시장도 잘 되죠릳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송 회장의 말이 진심으

로 다가왔다.

기장시장은 2월 말 시장 본동 건물 내

상인교육장이 마련돼 상인에게 필요한 친

절 서비스 및 고객만족, 점포경영 노하우

등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에도 재난안전 방송시스템, 화재 방범용

CCTV 설치 등으로 안전 환경 조성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송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시장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릲기장시장은 매력 있고 특색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을 주시면 문

화관광형 사업 시행으로 시장의 장점을

살려 발전시킬 자신이 있습니다릳

명절대목 장사로 1년 버텨온 거 아닙니꺼

생선을 만지는 주름진 손 마디마디에 어머니의

인생이 담겨있다.

기장시장 한 점포에서 제수생선을 판매하는 김

옥순(78) 할머니는 50여년간 제수생선 등을 판매

하며 1남 4녀를 키웠다. 집안경제를 책임지며 자녀

출가 비용도 감당했다.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가 일

을 도맡아 하지만 늘 자리를 지키며 단골 손님을

챙기는 건 역시 터줏마님 할머니. 지금은 단골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택배로 주문하는 손님도 많다

고. 릲제수고기를 팔다보니 명절대목 한철 장사로 1

년 살림 마련하지예. 생선가격이 변동이 많은데 그

때마다 못 올리지만 우짜겠노. 이래 자식 키우매

살아왔으면 됐지릳 인터뷰 도중 손님이 물건을 사니

아들이 얼른 들어다가 도착지까지 배달해준다. 가

게를 가득채운 비린내가 더 진한 삶의 냄새로 다가

온다. 치열한 삶과 무수히 많은 손님을 만나며 나

눴던 정이 더해져서 일게다.

신선도 책임지니 단골이 저절로 생기지예

기장시장을 찾는 대표 먹을거리로 회를 빠뜨릴

수 없다. 신선한 횟감은 시장의 큰 자랑거리다. 35

여년 전 부식 장사부터 시작해 현재 회센터에서 횟

집을 운영하는 전하선 씨(68)씨는 횟감의 신선도

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남편의 월급으로 2남 1녀를 키우기에 빠듯한 살

림살이었지만 시장에서 생긴 수입으로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했다. 영업 비결을 물으니

신선한 횟감을 깨끗하게 손질해 정직하게 판매하

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비결이겠냐며 멀리서도 손

님이 때마다 찾아줘 공급 회전이 빠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누구인들 처음부터 미끌거리는 생선을 집어들어

탁굩탁굩 칼로 내리치는 손질이 익숙했을까. 생을 연

장하려고 펄떡펄떡 뛰는 생선들의 요동과 비릿한

공간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는 주인의 손길

에 왠지 모를 삶의 강인함을 느낀다.

푸짐하고 인심좋게…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지요

점심때가 지난 듯 했으나 여전히 식사중인 손님

들로 식당 마루는 가득 찼다. 기장시장 건물 2층에

서 초장집을 운영중인 김학순(64) 씨는 릲점심때가

따로 있냐며 손님이 오는 그 시간이 다 식사시간이

지릳라며 식당주인다운 면모를 뽐냈다.

6년 째 식당을 운영해 지금은 배테랑의 모습이지

만 처음 3년 동안은 음식장사다 보니 많이 고전했

다. 식자재비, 인건비를 맞추기도 빠듯했지만 지금

은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해 좀 더 푸짐하게 손님

에게 대접할 수 있게 됐다. 김 씨의 후한 인심과 맛

에 반해 지금은 울산, 사상, 김해 등 각지에서 많이

찾아온다. 초장집에서 회만 먹을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시라. 시장에서 갈치를 샀다면 갈치구이가, 오

징어를 샀다면 오징어회가, 동태를 사면 동태탕이

요구대로 입맛대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초장집의

큰 장점. 주부로서, 식당운영자로서 그동안 축적된

김 씨의 손맛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30년 장사 자식 키우고 이렇게 건강하니 릲보람입니더릳

릲싱싱한 게 맛있어요. 싸게 드릴게요릳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히 말을 붙이지만 발길을 붙잡기

는 쉽지 않다. 나긋나긋한 표정과 남녀노소를 아

우르는 거친듯 다정다감한 말투. 좌판에서 장사

하는 상인의 필수요건이지만 쉽지 않다. 30년째

기장시장에서 오징어, 숭어를 팔며 이 모든 것을

구현하고 있는 노금희(58) 씨를 만났다. 노씨 부

부는 매일 새벽 5시 반 민락동에 가서 오징어를

경매 받아 시장에 도착하면 9시에 이른다. 소비자

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윤은 적게 남기고 싱싱한

오징어를 판매한다. 대화 도중 오징어는 물을 뿜

으며 계속 빨간 대야 밖 세상으로 탈출을 시도한

다. 오징어가 떨어질 때 쯤 노 씨 남편이 얼른 인

근 물차에 있던 싱싱한 놈들로 다시 채운다. 날씨

에 아랑곳 않고 매일 장사하려면 체력소모가 클

터. 다행이 크게 아픈데 없다며 건강하고 자식을

건사한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만지던 미역이 직업이 됐네요

시장건물 입구. 기장의 대표선수 미역, 다시마,

멸치 등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는 최민봉(46) 씨의

가게에 들어서면 주인의 미소와 상냥한 말투가 유

난히 손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 7여년째 건어물 영

업을 하고 있는 최 씨는 우연찮게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내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과 릫상인릮의 자부심도 늘 느끼고 있다.

이전에 각종 판매업을 하며 자연스레 몸에 베인

친절과 서비스는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정에 그녀

만의 서비스를 더했다. 최 씨의 고향은 기장 대변.

지금도 부모님은 미역 다시마 작업을 하고 있어 최

씨의 가게에 물건을 납품한다. 자랄 때부터 지겹도

록 보고 만졌던 미역이 그녀의 직업으로 연결고리

를 맺었다. 릲시장이라는 공간에서 일하는 게 점점

재미있어져요. 주민들도 가까운 곳에 이런 우수한

시장이 있다는 것이 복이구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처럼 느껴져요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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