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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기장군은 방사선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를 기장과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창조경제의 모

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11년에 세운 기장군복군기념비.

기장군은 1995년 부산시가 낙후지역인

농촌을 개발하기 위한 균형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도농통합시를 도입하면서 부산

에 편입됐다. 복군 당시 기장은 농업, 어

업이 주가 되는 1차 산업 위주로 경제활

동을 했으나 2002년 이후 고속도로 건설,

택지개발, 정관신도시건설, 산업단지 조

성 등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

인의 경우는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했

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타

시군구에 비해 수산업 활동이 비교적 활

발하다.

2001년 이후 장안일반산업단지를 시작

으로 명례일반산업단지, 오리일반사업단

지 등 지역별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지역

기업들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다. 2010년부터 동남

권원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과 연계한 원자

력 비발전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에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장을

세계적인 방사선 의굛과학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2013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2014년 동부산 롯데몰 개장에 따라 기장

군은 관광인프라와 쇼핑관광의 거점으로

과거 1, 2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경제구

조에서 3차 산업인 첨단산업, 관광서비스

산업까지 아우르는 경제구조를 갖추게

돼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

다. 기장의 미래를 밝히려면 무엇보다

중요하게 투자해야 할 곳이 바로 교육이

다. 그래서 지난 95년 민선자치와 더불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

해 나가고 있는 분야 또한 교육이다.

20년 전 유치원 20개,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등 총 37개의

학교가 있는 전형적인 농촌에서 현재

(2014. 12월말 기준) 유치원 30개, 초등

학교 19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등

총 60개의 학교가 운영중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의 오랜 숙원이었

던 기장도서관이 2003년 개관해 지역민

들의 지식을 충족시키고 지역의 정보화

역할에 앞장서 왔다.

이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정관신도

시에 2013년 개관한 정관어린이 도서관

과 2015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정관

도서관을 통해 지역민에게 지식정보 서

비스를 제공하고 독서 수요를 충족할 것

으로 기대된다.

우리군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

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장

학금을 지급했으며 2011년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릮가 제

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금 운영을 해왔다.

장학금은 릫100억 장학기금 조성릮을 목표

로 약 28억6천만원(2014.12월말 기준)이

마련되어 지역발전에 초석이 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

다.

또한 교육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원어민 영어 강사 지원사업,

거점영어센터 운영, 글로벌 청소년 영어

캠프, 해외어학 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

고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올해 4년째 운영중인 기자군민대학,

기장군민어학당에는 수강생 6천600여

명이 수료함으로서 평생교육의 즐거움

을 누렸다.

또한 2012년부터 우리동네 배달 강좌

를 운영해 총 6천300여명이 학습의 공

간적굛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원하는 시

간과 장소에서 강좌를 들었다.

<20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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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3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릫2015년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사업설명회릮가 2월 9일 기장군청 차성아

트홀에서 열렸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1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4개월간 진행된 2014년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경과보고와 2015년

운영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진행했다.

기장군은 지난 2014년 10월 동부산대학

교와 협약을 맺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를 대학교

내 설치하여 위탁 운영해왔다. 아토피굛천

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가시적 효

과를 거두는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장군은 금년 2월부터 1

년간 연장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4명의 전문 영양 상담사가 추

가 채용되어 총 8명의 직원이 온(www.

gijangacfc.or.kr)굛오프라인을 통한 전문

영양상담 서비스와 아토피굛천식 예방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릫아토피

없는 기장 실현릮을 목표로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장군 전체 어린이집굛유치원

208개소(영굛유아 1만1천404명)를 대상으

로 등록신청을 받은 후 기관 당 8회씩 아

토피굛천식 예방관리 방문교육과 대체 레

시피를 이용한 아토피 예방 영양 베이커

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5년 신규로 모집되는 개인단위 대상

자는 아토피 유병률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군과 진단군으로 선별 후 센터에서 3

주간 진행되는 일반 프로그램 및 질환상

담을 받게 되며(기수당 20명 총 160명)

추가적인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

으며 식생활 개선에 따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714-7171)

기장군보건소(709-4794)

복군 20주년을 맞이한 기장군

지방자치행정의새로운지평을열다 기장군은 2015년 릫행복을 여는 인문도

시 기장릮 조성 원년을 목표로 인문학 특성

화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기장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기장군 곳곳에서 언제든지

인문학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인문학을 매개로 군민과 소통하

고 군민은 일상생활에 스며든 인문학을 통

해 삶의 의미와 기치를 발견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북대학교 인

문학술원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크게 인문강좌,

인문축제, 인문체험 등 3가지로 구성되며

인문대학, 인문학아카데미, 인문학 토크콘

서트, 인문학 골든벨, 길 위의 인문학, 군

보 인문학코너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꾸

며진다.

오늘 3월 24일 첫 개강하는 인문대학은

릫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릮이라는 비전에 따라 봄학

기(3~6월) 릫빛의 도시를 그리다릮를 필두

로, 여름학기(6~9월) 릫물의 도시를 걷다릮,

가을학기(9~12월) 릫꿈의 도시를 상상하

다릮의 3학기로 구성된다. 이번에 개강하는

봄학기는 노자(老子)로 미래의 빛을 찾

다, 문명과 조선, 기술과 예술, 윤리전쟁

등 총 8개의 강좌로 개설되며, 3월 5일부

터 11일까지 총 2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

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매 학기 인문대학

의 수료식과 연계하여 평소 군민들이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강신주, 한비야, 박경

철 등 명망있는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관내 인문학의 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을에는 인문축제와 인문체험 행

사도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인들의 생애사를 들어보는 리

빙 라이브러리(사람도서관) 형식의 릫인문

학 토크 콘서트릮, 기장군의 문화와 역사,

인문교양을 재미있게 탐구하는 릫인문학 골

든벨릮, 기장군의 역사적 현장을 워킹투어

를 통해 체험하는 릫길 위의 인문학릮 등이

마련되어 있어 함께 즐기면서 인문학의 맛

에 취해볼 수도 있다.

군보 인문학코너에서는 매달 발행되는

군보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문학 에세이,

군민들의 생활 에세이 등을 4월부터 게재

해 군민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갈 예정

이다.

인재양성과(709-4484)

기장, 인문학으로 꽃피다
행복한 도시를 위한 릫인문학 사업릮 본격 시동

릫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릮 금년에도 활동 이어져

2015년 센터 운영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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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2015년 2월2일자로 지방

행정서기관(4급)으로 승진

및 기획감사실장 직으로 발

령받은 이문도 기획감사실

장<사진>을 만났다.

이 실장은 서기관 승진의

기쁨보다 현안 챙기기에 더

욱 분주하고 직책에 무거

운 책임감을 느낀다. 1977년 10월 기장읍사무소에

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약 40년간 기장군에 몸담

아 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인재양성과

장, 장안읍장, 일광면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긴 시간동안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며 많은 행

정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 기장군정의 중추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감

사실의 장으로서 현재 중점을 두는 부분은?

장안읍에 조성중인 릫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

산업단지릮는 기장을 세계적인 방사선 의굛과학 융합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장 뿐 아니라 부

산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1단계 산업단지 조

성공사는 착공했으며 2단계 의굛과학 산단을 정상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당초

교육시설 용지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안정적

인 사업추진 여건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며 부산

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 기장군은 조직 확대에 따른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다. 개편의 방향은?

기장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금년 15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인구 증가

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제와 인력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 전담팀을 운영해 직원 뿐 아

니라 주민,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한 앞서가고 경험 많은 지자체를 방문, 자문을 받

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 공직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에

게 조언하자면?

요즘 신규 직원들을 보면 옛날과 다르게 똑똑하

고 유능하며 소신도 강하다고 느꼈다.

기장은 도굛농 복합지역이다 보니 행정수요가 매

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타 구청에 비해 업무량도 많을 뿐 아니라 성격도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업이 많다.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타부서나 기관과 협업하는 행정이 많은 만큼 소통

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고 말하고 싶다.

특별인터뷰 - 이문도 기획감사실장

릲행정 업무경험, 기장군 발전 위해 소진할 것릳

고촌LH아파트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2월 10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개최했다.

■ 집에서 5분 동네 도서관, 기장군 28곳 운영

2월 5일과 10일 가화일광타워 작은도서관과

고촌LH아파트 작은도서관이 개관했다. 1995년

기장 최초의 작은도서관인 릫한빛책나눔터릮가 생

긴 이래 금년까지 27곳이 더 생겨 28곳이 운영중

이다. 특히 최근 5년 내 개관한 작은도서관이 23

곳에 달해 최근 일어난 작은도서관 설립 붐을 짐

작케 한다.

기장군은 군민 모두가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단위 문고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문고기장군지부

와 연계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상 공립 공공도서관으

로서 갖춰야 할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동네 곳곳에 자리해 주민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동네 도서관을 일컫는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릫작은도서관 진흥법릮을 공포

하면서 작은도서관 설립이 더 탄력을 받았으며

지금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여부가 거주지역의

조건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주민으로부터 그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린이 공부방 정도로 인식됐

던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 회복

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생활로 삭막하던

지역 사회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 서로의 사정을

돌보는 정겨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

다. 멀리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중대형 도서관 보

다 부담 없이 아이들 손잡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

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 고촌 휴먼시아 동아리 릫꽃촌공예릮와 독서교

실, 방과후 갈 곳 없는 아이들 따뜻하게 보듬어

철마면에 위치한 고촌 휴먼시아 작은도서관은

30여명의 주민들이 번갈아 자원봉사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독서

열기가 항상 릫후끈한릮 도서관이다.

이 곳에 고촌이라는 어감에서 따온 예쁜 이름

의 릫꽃촌 공예(회장 심순희)릮 동아리가 있다. 도

서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됐으며 2014년 3월 결

성됐다. 처음에 회원들은 취미활동과 능력개발

로 공예활동을 시작했으나 도서관이라는 좋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좀더 확

장된 일을 하고자 뜻을 모았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지역아동을 위한 독서교실을 운영중이

다.

릲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 바로 미래를 위

한 투자입니다릳

별다른 재미와 의미 없이 공부방에서 홀로 놀

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점을 발견한 회원들은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보듬어 독서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송정숙 부관장은 릲처음엔 공부방

안을 뛰어다니며 산만한 모습을 보이던 아이들

이 이젠 먼저 책을 꺼내 읽어요. 발표를 시키면

숨기만 하던 아이들이 서로 하겠다 하구요. 안

시켜주면 삐질 정도라니까요릳라며 이런 변화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독서 교실은 매주 화,목 5시부터 1시간 운영되

며 시간 전이라도 도서관과 독서교실에서 돌봄

이 가능하다.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하고 세심한 수업준비에 노

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

교실을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공예, 창의

글짓기, 종이접기, 요리 게임 등의 활동을 시도

하고 있어 아이들은 다방면적인 문화 체험도 경

험한다.

아파트 내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미 입소문을

타 독서교실의 인기는 대단하다.

김경희 관장은 릲독서교실에 20명의 아이들이

활동해요. 차츰 달라지는 아이들 모습에 신이 난

부모님은 도서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설 정도예

요릳라며 릲대기아동까지 있지만 이 아동들을 다

수용할 여건이 되지못해 미안할 뿐이죠릳라고 안

타까워했다. 작은도서관은 기증과 후원으로 운

영되고 있어 모자라는 운영비는 관장 및 자원봉

사자, 주민들의 사비에 기대고 있어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다.

2013년 협성독서왕 선발 및 도서관 독서환경

증진대회 우수상 수상, 2014년 기장군 우수동아

리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아 독서교실에 사용됐

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도서관 운영

진은 정기적인 후원이 있기를 희망했다.

릫꽃촌 공예릮는 독서교실 외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리본아트, 종이공예, 퀼트, 명화그

리기, 연필정밀화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꽃

촌 공예 회원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 인프라가 부

족한 거주 환경이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

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역사회

에 환원, 재능 기부로 활기찬 고촌 마을과 마을

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주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1사(社)1촌(村) 자매결연식 개최
기장군은 지역기업과 마을 간 공감대를 형성

하고 지역의 공생발전을 위한 1사(社)1촌(村)

자매결연식을 2월 12일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연식에는 관내 기업체 대표(표 참조)

와 마을이장, 군수, 부군수, 군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

는 시간을 가졌다.

1사 1촌 자매결연으로 농산물과 기업제품 홍

보 및 교차 판매, 농번기 일손 돕기, 독거노인 가

정 청소 등 봉사활동, 기업체 인력 고용시 결연

마을 인력 우선채용 등 활발한 교

류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써 기업은 농촌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

하고 마을은 기업에 안전한 농산

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

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1사1촌 자매결연은 산업단

지와 신도시, 농촌이 공존하는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활동으로 기업과 주민 간 공감대

형성으로 신뢰굛협력관계가 유지되어 훈훈한 지

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

다릳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시각장애인에게 각종

군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0

일 군보 점자신문을 발행한다.

이 점자신문은 부산시각장애인복

지관에 의뢰해 압인용지 A4크기 책

자형으로 50매 내외로 제작되며 군

정 소식을 비롯해 의회, 주민생활,

문화, 예술, 독자마당 및 실생활에

유용한 건강, 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담는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해 점자

신문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기장군은 점자신문 30부를 인쇄

해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에게 무료로 배달하며 군청 1층 민

원실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점자신문 구독을 원하는 대상 시

각 장 애 인 은 미 래 전 략 과

(709-4074) 또는 부산시각장애인

복지관(338-56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군보 릫점자신문릮 발행

정월 대보름인 오는
3월 5일(목)부터 10일
(화)까지 6일간 일광
면 칠암항에서 마을
안녕과 주민 화합을
위한 동해안 별신굿을
시연한다.

2015년

기장군

풍어제 개최

읍면 기업명 마을명 기업명 마을명

기장읍 금오기전(주) 소정 마을 우신산업개발(주) 무곡마을

장안읍

(주)세동 기룡마을 본촌인터내셔날(주) 개천마을

(주)한텍테크놀로지 월내마을 대양중공업(주) 신리마을

(주)광진윈텍 반룡마을 동명기술(주) 신명마을

효성전기(주) 용소마을 우성단열산업 대명마을

한국웰드텍(주) 상장안마을 (주)승림특수금속 임랑마을

기현정공(주) 대룡마을 (주)디알액시온 길천마을

정관면

(주)성우하이텍 LH아파트4단지 (주)대일 동백마을

서일캐스팅(주) LH아파트5단지 (주)석하 오신마을

고려제강(주)
하이로프공장

강변1마을 양산기공(주) 강변2마을

양성국갤러리 덕산마을

일광면 유성산업 칠암마을 (주)선재하이테크 청광마을

뢾기장군 1사1촌 자매결연 신청기업 및 마을 현황뢿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굛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비용 일

부를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및 수질환

경개선굛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

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의무자

-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공장, 주택 등 제외) 및 경유자

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14. 7. 1 ~ 12. 31

- 후납제이므로 해당기간 중 폐차굛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

서는 운행기간만큼 일할계산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을 확인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5. 3. 16 ~ 3. 31

※ 납기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및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등

- ARS납부(유료): 1544-1414 (2번 과태료등 세외수입 납부)

※ 간단e납부 서비스 안내

1.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납부가능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로 납부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환경위생과(709-4381)

2015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은도서관, 지역의 큰 울타리로 자라다

2015년도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대상자제2차모집

암 종합검진굛 뇌혈관검진 비용 지원
■ 사업내용
- 암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택 1하여 검진 후 그 비용
의 전액 또는 반액 지원

- 검진기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기장군 장안읍 소재)

■ 지원내용
①만 40세 이상 기장군민 중 1975. 3. 2까지 출생하신 분
②3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 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3년 이상 기장군에 거주지를 두고 계신
외국인(2012. 3. 3. ~ 신청일까지 연속 거주)

※ 단, 2010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한번이라도 지원받으신 분
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지원금액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3. 9(월) ~ 3. 27(금) 09:00 ~ 18:00 (토굛

일 제외)

- 신청방법 : 본인 주소지의 읍굛면사무소를 방문 끑 주민등록

원초본(지난 거주 내역이 모두 기재된 것)과 기타 증명서

발급 끑 읍굛면담당자에게 제출

- 외국인 신청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4월 중순 기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후 검진시행
※ 선정자에 한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녹색과학팀 (709-4042~3)

반액지원(40만원) 전액지원(80만원)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1950년 3월 2일까지
출생하신 분)

·만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한부모가족,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유굛
가족)

기장군청에서는 2015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는 사업(신청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Ⅱ. 신청대상
○ 우리군 소재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주택용 건축물에 한하며,

불법건축물 및 창고, 축사, 공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Ⅲ. 세부내용

○ 신청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15일

○ 사업개요 : 신청자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철거)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 지원금액 : 처리비용 중 1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지원금액보다 철거비가 많을 경우 자가 부담 발생함을 유의

예) 처리비용이 4백만원일 경우 : 군에서 336만원을 부담하

고 신청자가 64만원 부담

- 지원금액보다 철거비 작을 경우, 지붕개량비로도 지원

예) 처리비용이 1백만원일 경우 : 나머지 236만원을 지붕개

량비로도 지원함.

○ 신청방법 : 처리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기장군청 환경위

생과로 방문접수 또는 팩스(051-709-4389)로 접수

Ⅳ. 유의사항

○ 신청순서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신청

자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일정(현장조사 및 철거

등)에 따라야 함

○ 신청 후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본 사업

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청한 가구에 처리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

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위탁금을 지급하여 한국환

경공단에서 계약한 업체가 직접 철거

환경위생과(709-4388)

2015년 노후슬레이트지붕처리사업안내문
□ 주요 개정내용

- 시행시기 : 릫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

초 신고ㆍ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과세표준과 세율

뢾종전뢿 뢾변경뢿

릫1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룗법인세법룘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릫1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합니다.
※기타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룗지방세법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709-4152)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굛
납부
기한

·확정신고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확정신고
- 개편 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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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세액결정굛경정시, 수정신고, 신
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법인세 세액결정굛경정, 수정신고, 신
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
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
특례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
세 미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 시
⇒ 결정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 지방소득세액에서 가감 가능

·별도 신고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 납
부 세액이 당초 신고 세액의 1/10
미달 시에도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
(*1/10 미달 시 가감 제도 폐지)

신고시
첨부
서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

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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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
세액

10％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2.2％

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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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면 릫읍 승격릮 요구, 각 계에서 목소리 고조

정관신도시 전경.

인구2만 이상, 시가지 인구굛산업종사 가구 비율

릫읍릮 승격요건 이미 갖춰

승격 시 행정 서비스, 도시기반 시설 확충

생활여건 향상될 거라 전망

정관신도시가 급속한 인구증가 및 산업

화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

운데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는 정관

면의 릮읍 승격릮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황규원 주민자치위원장<작은 사진>은 2

년째 위원장을 맡으며 업무 차 면사무소

를 방문하는 일이 잦다. 번호표를 뽑고 서

서 기다리는 민원인으로 가득 찬 민원실,

길게 줄을 서며 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주

민을 보면서 인구증가 추이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릲부산시 전체 인구가 감소추세라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기장군 특히 우리

정관면은 인구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요. 2010년 상반기 2만명을 넘

긴후 2012년 3만명, 2013년 5만명, 지난해

에는 6만4천명을 넘어섰습니다릳

2010년부터 정관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 지역 정치권에서도 읍

승격을 검토해줄 것을 기장군에 지속적으

로 전달해왔다.

읍은 법적 근거(지방자치법 제7조3항)

로 그 대부분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2

만 이상이 돼야한다. 또한 해당지역의 시

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

구비율이 전체인구의 40％이상으로 정관

면 비율은 89.7％(5만7천398명/6만4천

명)를 점유하고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가

99.1％로 법적 요건을 갖췄다.

황 위원장은 이어서 릲정관신도시는 하

나의 브랜드입니다. 정관으로 이사 오는

주민들은 릫정관신도시릮로 이사 왔다고 하

지요. 도시는 생명체로서 태어나서 자라

고 번성을 누리며 때로는 쇠퇴하지요. 기

장군은 개발의 여지가 가장 많고 발전 잠

재력도 높아 앞으로 혈기왕성한 변화굛발

전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

론 대표적인 곳이 정관이죠. 이러한 도시

의 규모에 따라 잘 맞는 옷이 필요한데

릫읍 승격릮이 시급히 필요한 옷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릳라고 말을 덧붙였다.

면에서 읍으로 승격될 경우 교부세 산

정기준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

화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끼쳐 개발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개발투자 여건 개선 등

의 심리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지역발

전 도모와 인구유입 효과, 읍 브랜드 가치

로 군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

된다.

황 위원장에게 읍 승격의 의미와 정관

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릲일부 주민들은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

면 여러 농굛어촌 지역 관련 교육 혜택 등

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실익이 더 많아요. 정관은 앞으로 10만 인

구가 거주할 예정이고 곧 7만명을 돌파합

니다. 그렇게 되면 읍장을 국장급인 4급

서기관이 맡게 되고 인력도 충원되는 등

행정적인 위상도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읍면동 인구가 7만을 넘으면 행정자치부

에서 릫책임 읍면동릮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해 군청 업무인 주민밀착 서비스가

정관으로 일부 이관되는 등 주민에게 희

소식이 많습니다. 조속한 읍 승격으로 이

러한 행정에 대비하고 도시가치를 발전시

켰으면 합니다릳

정영세

재난안전과장

먼저 제1차 행정교류협의회 개최를 통

해 상생발전 차원의 교환근무 제도 첫 실

시에 따른 무주군 방문에 무주군 군수님

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간부공무원, 담당

주무관의 적극적인 준비와 환대에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兩 도시간 재난복구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간 결속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자매결연 도시의 모범적인 모델로 거듭

나고자 무주군-기장군 재난복구지원체계

구축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상호 긴

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재난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형 재난을 조기

수습할 수 있게 됐다.

체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8.25집중

호우 피해 시 복구 지원 및 봉사활동 등

무주군에서 보여준 애정과 정성이 떠올

랐다. 특히 인상 깊었던 인력과 장비, 구

호물품 등 소요예산이 천사(1004)만원,

예산을 미리 맞추어서 지원하기로 한 것

이 아닐텐데 천사같은 마음의 진심어린

지원이 우리군 호우피해 주민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돼 흐뭇한 마음

이 들었다.

오후가 되자 하

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계속되

는 눈에 걱정이 되

었지만 무주군에선

신속하지만 여유있

게 대처하는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드문드문 상가주민

들이 집 앞의 눈을 쓸고 있는 모습에 무주

군 관계자는 큰 도로에는 제설차량이 동원

되고 읍내도로 및 자기 집 앞은 지역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다. 자발적으

로 설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주민들

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1996년 7월 무주군과 자매 결연을 맺

은 후, 기장군은 일편단심으로 무주군 외

는 타 자치단체와 아직까지 자매 결연을

맺은 바 없다. 이는 기장군이 갖는 무주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 생각이 든다.

무주군의 각종 시책과 사업 현장, 직원들

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등을 가슴에 깊이

담아 다음 교류 방문 시 나도 정성과 열

정을 다해 맞이하기를 스스로 약속한다.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자매결연도시기장에 릲무주특산품이왔어요릳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깊은 우

정을 쌓아가고 있는 기장군과 무주군의

최근 두 도시 간 교류 활동이 활발하다.

무주군은 설을 앞두고 2월 14일부터 16

일까지 정관 윗골공원에서 2일, 기장군청

로비에서 1일 총 3일에 거쳐 릫설맞이 반딧

불 농굛특산물 직거래 장터릮를 운영해 청

정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굛특산

물을 판매했다. 무주군 관내 20여개 농가

및 업체, 영농조합이 참여하는 직거래장

터에서는 한과, 사과 등 다양한 제수용 특

산물과 천마와 머루와인, 벌꿀, 더덕, 인

삼 등 선물용 농굛특산물류 총 35품목의

상품을 판매했다.

행사 중 시중 가격보다 10％ 이상 저렴

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의 호응을 얻

었으며 주민들과 기장군 공무원은 평소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머루와인이나 곶감

등 타 지역 특산물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현장에서는 시음

굛시식회가 진행, 소포장으로도 판매, 카

드결재, 택배주문도 가능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곶감을 판매하기 위해 기장군을 방문한

이용식 씨는 릲자매결연 이후 20년간 기장

을 종종 방문했는데 이렇게 우수한 곶감

을 가지고 오니 더욱 반갑다. 또 기장 소

비자를 직접 만나니 더욱 친근감을 느끼

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무주 농특산물도

많이 이용해달라릳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릲직거래 행사를 통해 자매

결연 도시와의 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무

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고

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릳고 말했다.

조경래

교통경제과장

따뜻한정이가득한무주군

※ 1월 29일~30일 기장군-무주군 제1회

행정교류협의회 개최에 따른 간부 공무

원 교환근무에 다녀온 재난안전과장, 교

통경제과장의 소감문을 일부 발췌하여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군과 무주군이 동서의 화합과 행정

교류, 서로의 장점과 모자람 주고받으며

기쁨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자매의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됐다. 양군의 우호를 증진

하고 상생발전 하고자 2014년 11월 릫행정

교류협의회릮를 개최했고 교류의 일환으로

군 간부공무원 교환근무를 위해 1박 2일간

무주군에 다녀왔다.

무주군에는 릫호롱불 마을릮이란 곳이 있

다. 문고리가 얼어붙은 추위에 호롱불 아래

서훈훈한정을나누던아름다운시절의정

겨움을다시찾고자만든이마을에는 8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이 인근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협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대기업과 5년째 자매결연

을맺고활발하게활동중인데기업의임직

원과 호롱불 마을 주민 개개인별로 인연도

맺고있어물질적인도움뿐만아니라따뜻

한 정이 함께한 자매결연 모습이라야 말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듯했다.

우리군도 2월 12일 23개 기업과 마을이

1사 1촌의 결연을 맺었다. 이를 계기로 기

업과 주민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와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뿐만아니라 훈훈한 분위기까

지 조성된다면 산업단지와 신도시, 농촌이

공존하는 기장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화가 가져오

는부와편리함이야

말 할 필요가 있겠

느냐만은 좋은 공

기,깨끗한환경,인

심 좋고 사람 냄새

나는 세상도 좋을

듯하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콘크리트 깨기

사업이 벌써 시작되었다. 인간이 편하기 위

해만든인공물은지금당장은살기가편하

지만 미래엔 죽음의 늪이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자연을 밑천삼고 시냇물을 덮어씌우

고손으로비벼서먹고나누는농촌이훗날

엔 각광 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끝으로 방문 시 환한 웃음과 성의를 다

하여 저희를 맞아주신 무주군 군수님과 부

군수님, 간부공무원, 관계자 모든 분께 감

사드린다.

무주군-기장군의우정은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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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금

△소정1리마을 100,000원 △원죽1

구마을 100,000원 △두호마을 200,000

원 △일광면 청광마을 100,000원 △일

광면 생활개선회 100,000원 △철마면

주민자치위원일동 500,000원 △철마면

새마을가족일동 300,000원 △일광면

이동마을 100,000원 △동부산농협삼성

지점 64,470원 △(주)코리아랙스

100,000원 △일광면 칠암마을 100,000

원 △일광면 대리마을 100,000원 △일

광학리여자경로회 100,000원 △일광면

하리마을 100,000원 △느티나무어린이

집 514,000원 △정관새마을금고

575 ,3 3 4원 △씨피시스템(주)

2,000,000원 △신정고등학교학생일동

742,760원 △익명 1000,000원 △김형

표 700,000원

■ 성품

△대상학원 떡국떡 10박스 △한국수

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백미10

kg 700포 △바른정형외과 백미10kg

20포 △대광그린스톤 백미20kg 100포

△신일호 백미20kg 7포, 백미 10kg 15

포 △익명 빵 60개

보건소 소식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이상 성인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

간암
만 40세이상 성인 중

고위험자
1년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이상 성인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유방암 만 40세이상 성인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30세이상 성인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직장
가입자

24,280
(25,870)

47,165
(50,254)

67,466
(71,885)

75,867
(80,836)

80,471
(85,742)

84,851
(90,409)

89,521
(95,385)

94,100
(100,264)

98,557
(105,012)

102,078
(108,764)

지역
가입자

3,571
(3,805)

26,513
(28,250)

57,497
(61,263)

71,317
(75,988)

78,397
(83,532)

84,258
(89,777)

90,369
(96,288)

97.779
(104,184)

103,894
(110,699)

108,758
(115,882)

※ 국가암무료검진을 받으셔야 암 진단시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가

능합니다.(저소득층 제외, 2년내 진단)

※ 무료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합니다.(우

편통지)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

과기준 하위50％인 자

▶ 올해(2015년) - 주민등록상홀수년생대상(2년주기검진인경우)

⇒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합니다(우편으로

통지)

○ 검진종목 :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대상자별 검진항목은 상이함

○ 검진비용 : 국가암무료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없음

○ 검진주기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표 수령→안내된 검진기관

에 예약→ 예약된 일자에 검진실시

○ 검진 시 지참물 : 암검진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예방의약계(709-4832)

□ 운영 개요

○ 기간: 2015. 2. 2 ~ 11. 20

○ 장소 및 대상 : 관내 마을경로당 168개소, 관내 경로당 어르신

전체 ▷2,000여명

○ 내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상담

- 뇌졸중, 고혈압, 당뇨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수첩 배부

- 허약노인 신체활동 강화 및 낙상예방을 위한 건강체조 교육 등

○ 방법

- 경로당별 총 3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 사후관리

- 주 4회(월, 목 : 기장읍, 장안읍 / 화, 금 : 기장읍, 일광면, 정

관면, 철마면)

- 경로당 1회 방문시 오후 2시~4시까지 2시간 운영

○ 강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7명▷담당지역별 마을경로당 프로그

램 운영

건강증진계(709-4824)

□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으로 다음의 안질환 및 소

득기준을 충족하는 분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을 안과전문의로부터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백내장은 눈시력이 0.3이하인 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

담액 기준 이하인 경우

룆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대상자 2015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룇

(단위：원)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의료급여수급자는 소

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문의가능)

건강증진계(709-4824)

□ 호스피스완화돌봄 서비스 개요

○ 기간 및 대상 : 연중, 말기암환자 및 비암성 생애말기 환자와

그 가족

○ 내용

- 신체적 간호 : 기본건강관리, 영양및운동지도, 통증관리등

위한 가정간호 연계

- 정서적, 사회적, 영적간호 제공

- 임종간호 : 장례에 대한 안내 및 상담,병원연계,요청시 성직

자 연계등

- 호스피스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참여등

○ 방법: 센터 완화돌봄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계(7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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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과 기장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미라)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아교

육기관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장군 어린이집연합회는 2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800

여명의 어린이집 원장, 교사가 참석한 가운

데 릫아동학대 청정지역 기장군 건설릮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실

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아동학대 특성과

유형 사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육교직원 아

동학대 근절 결의문을 낭독하며 결의를 다

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 기장군수, 군의원, 시의원, 기

장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정용 기장경

찰서장은 릲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

하는 보육교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최근 발

생한 사건들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누구보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우

리는 열심히 근무하는 교사를 응원하고 있

으니 조금 더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

살펴 달라릳고 말하며 어린이집 종사자의 노

고를 격려했다.

한편 기장군은 기장경찰서 여성청소년팀

과 연계해 1월 28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집 50여개소를 방문해 아동학

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CCTV설치 어린

이집의 CCTV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해문 사무총장이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2월 24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열띤 강의를 하고 있다.

철마면 고촌 출신인 한-아세안센터 정해

문 사무총장이 2월 24일 기장군 공무원, 읍

굛면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릫세

계속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마음가짐릮이라

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의미와 현 주소에 대한 화두를 던지

며 강의를 시작한 정 총장은 외무부 공무원

으로 일하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삶의

철학, 우리의 마음가짐을 흡입력 있게 풀어

놨다. 특히 정 총장은 지난해 12월 부산에

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국민

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끼기에 충분

하다고 전했다.

강연 후 정 총장을 만나 기장군과 대한민

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고향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아세

안센터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바쁜 일정

을 소화중인데 이번 강연의 의미는.

릲오랜만에 고향인 기장을 찾아 오히려 위

안과 힘을 얻고 돌아간다. 기장의 발전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뿌듯하고 반갑지만

또한 언제와도 푸근한 곳이기도 하다. 옛

추억에 잠시 잠기기도 했다릳

- 일부 가족들이 고향에서 지낸다고 들었

다. 종종 지역 소식은 전해 듣는지. 세계를

누비지만 고향에 대한 관심도 많을 듯한데.

릲물론이다. 기장에 관한 소식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며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 부

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기

장의 인근에서 개최되어 그 자체로도 기뻤

다. 행사 당시 정말 많은 외국인이 방문했

는데 이 분들이 기장에 들러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기장은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대한민국

최초 원전 가동, 세계적인 기업인 박태준

생가가 있을 뿐 아니라 부산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해 개발한다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하다. 지금은 릫브랜

드 파워릮 시대다. 전문가와 여러 기관과 머

리를 모으고 힘을 합쳐 브랜드 파워를 발휘

할 협업 행정이 필요하다. 나도 업무를 진

행하면서 협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릳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언제나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은데 이러

한 점은 많은 지역민에게 공감이 된다. 또

한 기장은 릫대한민국 교육1번지릮를 조성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언을 하자면.

릲기장군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대 적합한 인재 만들기에 주력한

다는 것은 익히 들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차체에서도 벤치마킹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 인적자원이 국력인 국가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또한 학생들도 학창시절

부터 글로벌네트워크를 쌓으라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밖으

로 나가야 한다. 특정 나라에 집중하지 말

고 여러 나라로 진출해 국가 장래를 밝히길

희망한다릳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릲0.1％의 가능성이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를 책임질 다

음세대에게 전달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릫자

신감릮이다. 자신의 꿈과 긍정의 힘을 믿고

실패하고 도전하면 습작을 거쳐 걸작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인연을 중시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역시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릳

정 사무총장은 1952년 기장 고촌에서 태

어났다. 부산 동래고를 나와 1976년 서울

대 무역학과를 졸업해 외시 10회로 외무부

에 들어갔다. 1981년 주 싱가포르 2등서기

관으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 주 LA영사,

주 나이지리아 참사, 주 미국 참사, 주 오스

트리아 대사관 공사를 거쳤다. 2004년 그

리스 대사, 2008년 태국 대사를 지내고

2012년 한아세안센터 2대 사무총장에 취임

했다.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명사초청특강 열어

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인성교육…아동학대 예방 노력

어린이집 교직원 대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장군, 경찰과 연계해 어린이집 특별점검도

릲세상은 꿈꾸는 사람에게 도전을 허락한다릳
기장군은 한국폴리텍VII 동부산캠

퍼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고

용노동부 주관 릫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릮 공모에서 최종

선정, 국비 126백만원을 지원 받게 됐

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2월 9일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한국폴리텍VII 동부

산캠퍼스와 지원약정을 체결해 본격

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예

정이다.

릫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릮

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및 인

적자원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와 비영

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능

력개발,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

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

는 공모 사업이다.

기장군은 한국폴리텍VII 동부산캠

퍼스 내 용접배관 등 교육과정을 개

설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해 관내 산업단지에서 필

요한 맞춤형 인력 취업에 초점을 맞

춰나갈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일자

리 창출과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릳이라고 기

대했다. 교통경제과(709-4394)

릫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릮 선정

희망2015나눔캠페인, 설명절맞이

이웃돕기 성금굛품 기탁현황

기장군은 제 96주년 3굛1절 및 광복

7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릫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릮을 추진했다.

국기게양률을높이고효과적인태극

기 선양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부군수

를 단장으로 릫태극기 사랑 추진단릮을 구

성하는 한편 태극기 선양 의지와 자율

참여 분위기가 높은 모범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주민들과 함께 국기게양 운동

확산에 나섰다.

또 읍면별 주요 도로변이나 청사 주

변 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지정되어

있는 모범거리 2개소를 점검했다. 관공

서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에 태극기 판

매소 설치굛운영을 활성화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국기와 가깝게 접할 수 있

는 여건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기장군홈페이지를통해태극

기 이미지 표출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릫태극기 부실게양 신고릮메뉴를 신설

해 평소 오염이나 훼손된 태극기를 신

속하게 조치, 국기 선양 조례를 제정하

는 등 국기게양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

침이다.

기장군은 주요군정과 유익한 공지사

항을 다양한 채널로 전달해 군민과 보

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매월 뉴스 영

상을 제작한다. 2월부터 시작한 군정뉴

스는 기장군 홈페이지 기장소개뢿 큰기

장뉴스뢿 군정뉴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

으며 방송시간은 약 10분 내외다. 군정

과 공지사항 뿐 아니라 영상자료도 포

함하고 있어 생생한 군정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장군은 뉴스영상 제작과

함께 릫온라인 군민필진릮운영을 통해 지

역소식을 발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기장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릫나라사랑태극기달기운동릮대대적전개

릫군정뉴스릮로 주요군정을 한눈에

과 정 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비고
파워포인트 4.6 ~ 17 (10일간)10:00 ~ 12:00 25 월~금(10시간)
사진꾸미기 4.20 ~ 24 (5일간)10:00 ~ 12:00 25 월~금(10시간)

ITQ이지포토 기초 4.27 ~ 5. 1 (5일간)10:00 ~ 12:00 25 월~금(30시간)
ITQ이지포토와
같이 접수

○ 교육일정

※ ITQ이지포토 기초는 ITQ이지포토와 연속된 프로그램으로

같이 접수받습니다.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 접수기간 : 2015. 3. 2(월)오전 9시부터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

보화교육

민원봉사과(709-4301)

룗 룘

○ 2011년 9월 15일전국적정전으로인하여승강기갇힘고장이다수발생하

여 많은 승객이 갇혔으나, 경비ㆍ관리실 직원 등이 정전현장에 투입되어 인

터폰을 받지 못해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 사회적 문제

가되었습니다.

○ 이에 대단위 정전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건물 관리자 등과 인터폰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업체 등에게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와 비상등의 밝기를 강화하도록 룗승강기 검사기준룘을 개정하였습

니다.

○ 관련 업체 및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릫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www.kesi.or.

kr)홈페이지 - 고객참여마당 -비상통화장치 설치 업체릮에 게시하여 적정한

제품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015년 3월 15일이후승강기정기검사시비상통화장치가설치되어있지

않으면해당승강기는불합격처리되며운행정지될수있습니다.

교통경제과(709-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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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종합사회복지관,

릫떡국 한 그릇 정 나눔릮 행사 개최

사할린동포들이 룗떡국 한 그릇 정 나눔룘 행사에 참

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맞이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 11일 민족고

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정관휴먼시아 1단지경로

당에서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릫떡국 한 그릇 정

나눔릮행사를진행했다.이번행사는새해를맞아

사할린동포들이따뜻한명절을보내기바라는마

음으로 기획됐으며 사할린동포 62가구에 떡국

떡(1kg)을 지원하였다. 행사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사할린동포에게공유하는의미있는기회

가 됐다.

행사는 떡국의 유래와 숨겨진 의미에 대한 설

명을 시작으로 가래떡 썰기와 떡국 만들기 체험

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이

직접 자른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지역 어르

신과함께따뜻한떡국을맛보았으며정미숙무용

단의 한국무용 및 대동춤 축하공연으로 행사 분

위기를 한층 더 흥겹게 했다. 무용공연을 보는

즐거움과 함께 직접 대동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도 가졌다.

사할린동포 회장은 릲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고향 같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릳며 릲그동안 명절에 다

소 소외되었던 사할린동포들이 지역주민과 함

께 어울리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릳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사할린동포를

위한웃음치료,노래교실,문화체험활동등다양

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기장종합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051)792-4730으로 하면 된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완료

일광노인복지관에서 모집한 릫노인사회활동지원 사

업릮이 관내 어르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장군 관내 어르신들 관심 뜨거워

일광노인복지관(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에서

는 지난 1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구,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총 390명의 참여

자를 모집했으며 지원자가 500명이 넘어 어르신

들의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대한참여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015년부터노인일자리사업의명칭은 릫노인사

회활동지원릮으로변경됐으며참여자격은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

하다. 특히 올해는 릫노-노케어릮등 생활지원 서비

스가 강화되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취약노인

가구를 2인 1조로 방문하여 안부 및 말벗서비스

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일광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통해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되는 공익형

사업을 확대하여 3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

는데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교통지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장애인돌봄지원,

보육교사도우미, 숲 생태해설 등의 사업이 있

다. 참가 어르신은 주당 2~3회, 월 30시간 활동

에 참가하면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일광노인복지관에서는 2월부터 12월까

지 연중으로 진행되는 지원봉사활동(노노케어)

과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 12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활동 프로그

램 종류는 아이사랑, 도서관 관리지원, 우리마을

벽화그리기, 복지시설 관리지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청소년 보호지원, 장애인 돌봄지원, 지역

아동센터 연계지원, 1-3세대 강사파견, 노-노교

육강사파견,숲생태해설,보육교사도우미사업

이 있다. 일광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

한 문의는 051)792-4870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전경.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3월로 접어들자 겨우

내 움츠렸던 일상에서 벗어나 스포츠를 즐기며

봄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기장군국민체육센터는 전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

을 개설하는 등 다방면에서 기장군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는 유아굛어린이굛성인들

을 위한 수영 강습과 헬스뿐만 아니라 에어로

빅, 요가, 방송 댄스, 필라테스, 다이어트줄넘기,

스텝박스, 배드민턴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 전국 출산

율 1위인 정관 신도시의 특색을 고려한 임부 수

영 교실이 신규강좌로 개설되어 운영된다. 임부

수영 강좌는 수중이완요법을 통해 임신기간 동

안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고, 임

부의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태아의 성장굛발육

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 달 접수기간부터

임부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강습은 센터 이

용률이 저조한 12시~14시 시간대를 활용하여

주 2회로 운영되고 강습비는 월 2만5천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임신 20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좌 신청

시 유념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강습 외에 기장군국민체육센

터가 기장군민에게 사랑받는 이유로 관내 유치

원을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 체험 연계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올해 역

시 다가오는 4월부터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물놀이 체험학습 대관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릲기장군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용 회

원과 신규 회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연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전

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www.

gijangcmc.or.kr) 또는 전화 051)792-4770으

로 하면 된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릫2015년룗청소년운영위원회 通룘신규위원릮 모집
(통)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15년 3월 4일부

터 3월 18일까지 15일간 릫2015년 룗청소년운영

위원회 通(통)룘 신규위원(7기)릮을 모집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청소년활

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

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 설치된 청소년자치

기구로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고 기관

내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기구이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17세~24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청운위로 활동하게

되면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전반에 참여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타 청소년기관의 청운위 위원

과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운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활동

증명서와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

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에

게는 시장 및 도지사 표창으로 우수활동청소

년 수상 및 국제교류에 추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청운위 신규위원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youth.

gijangcmc.or.kr)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

아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 1차 서류심사결과는 3월 23일 홈

페이지 게재 및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2015년

청운위 신규위원 모집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

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051)792-4735으로 연

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물놀이 체험 등 관내 연계 사업 활성화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2월 12일 YK베이스볼의 후원으로 주간

보호센터 대상 어르신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릫청소년수련관 국가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릮

참가 학교 모집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 릫동화야놀자릮 모집안내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모집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구분 1박 2일 2박 3일 캠프형 비고
초등학생 24,000원 41,000원 20,000원 인증
중학생 25,500원 44,000원 20,000원 인증

고등학생 25,500원 44,000원 20,000원
성인 - - 20,000원 인증

인증번호 인증 프로그램명 참가대상
542호 청소년가족 우주과학캠프 청소년(초등4학년 이상)이 포함된 가족 1박2일 캠프
629호 청소년가족 흙사랑캠프 청소년이 포함된 가족 1박2일 캠프
2444호 달음산 해찬솔 초등학생 1박2일 수련활동
2732호 청소년 환경사랑캠프 초등학생 대상 2박3일 수련활동
2818호 정정당당 중학생 대상 1박2일 수련활동
2819호 달음산 숲체험 초등학생 대상 1일 정기형
3298호 달음산 해찬솔2 초등학생 대상 2박3일 수련활동
3299호 애니야 사랑한Day 초등학생 대상 1일 정기형
3361호 정정당당2 중학생 대상 2박 3일 수련활동

강좌명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요금

임부 수영교실 13:00 ~ 13: 50 수, 금 20명 1 25,000

기장군국민체육센터임부수영교실신규강좌개설

○ 모집기간 : 연중상시

○ 이용대상 : 청소년, 가족

○ 주요내용 : 아쿠아림픽, 공동체 협력활동, 오리엔티어링 등 자연 속 공동체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성장 도모

○ 활동비(1인)

○ 청소년수련관 릫국가인증수련활동 프로그램 9종릮 운영현황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

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어교실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5. 3. 2 ~ 12. 11(10개월)

○ 장 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강의실 및 정관지역(장소미정)

○ 대 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 내 용 : 정규과정(1단계~4단계), 심화과정(5단계, Topik대비반)

○ 교 육 비 : 무료

※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센터 회원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강좌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부(의사소견서 첨부)

○ 강좌기간 : 2015. 4. 1 ~ 4. 30

○ 신청기간 : 2015. 3. 27 ~ 3. 31 05: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

○ 내 용

기장군국민체육센터(792-4770)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

원 제도의 활동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자 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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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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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원 기 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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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공단 행사기장군국민체육센터 릫임부 수영교실릮 강좌 신규개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월 14일 다문화가족 부모-자

녀와 함께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을 방문하여 뮤지컬 릫미운오리새

끼릮를 관람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월 17일 설 명절을 맞아 기장관내

에 거주하는 저소득 및 위기가정 대상자 70명을 대상으로 릫명절

음식 나눔행사릮를 실시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기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2월 14일 릫너랑나랑릮 설맞이 행사를 진

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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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이 릫태풍의 생성과 이동릮을 체험하고 있다.

우리에게 기상정보가 필요한 순간은 무

척 많다. 외출할 때, 여행을 계획할 때, 제

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킬 때 등 어떤 결정

을 내려야 할 때 기상정보는 매우 요긴하

게 활용된다. 이렇듯 우리는 날씨와 밀접

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으며 기상정보는 삶

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

들어왔다. 이에 3월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기상청을 찾았다.

동래구 충렬대로에 위치한 부산지방기상

청(청장 김영신)은 1904년 부산측후소로

창설된 후 2002년 현재 위치로 청사를 이

전하고 대기를 관측하고 예보하며 기상굛기

후 정보를 생산, 연구하고 있다. 부산지방

기상청은 부산, 울산, 대구와 경상남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획운영팀, 관측

예보과, 기후과 등 2과 1팀과 대구, 창원,

안동, 울산, 포항, 울진, 진주, 거창, 통영,

구미, 상주 등 11개 기상대를 두고 140명의

직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기상재

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기상청이 현 청사로 이전하기

전 근무지였던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부산

기상관측소는 1934년에 만들어진 특이한

건축 양식으로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51

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재도 활발히 관

측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자

료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

고 비교연구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

로 부산지방기상청의 자랑거리이자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청은 365일 국내외의 하늘과 땅, 바

다, 우주를 관측한 기상자료와 현재의 기

상상태,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예

보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더해 일기

예보를 생산한다. 통상 예보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수치예보모

델의 성능(40％), 관측자료의 정확성

(32％), 예보관의 능력(28％)이라고 말하

는데 슈퍼컴퓨터는 방대한 관측 자료를 정

확하고 빠르게 분석해 수치예보자료를 생

산한다.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매일 여섯 차례,

날씨가 나쁠 때는 수시로 전국 기상관서와

본청과의 예보토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한

다. 예보관이 각 지역별, 시간대별 데이터

를 사전에 분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최종

자료가 만들어 진다.

이렇게 생성된 날씨정보는 4시간 이내의

초단기예보, 3일간의 동네예보와 향후 10

일간의 중기예보, 1개월과 3개월의 장기예

보와 태풍, 폭염 등의 특보(주의보굛경보)

로 제공된다. 하지만 기상정보는 유통기한

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날씨는 가변적이어

서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약

속이나 계획을 실행하기 전 가장 최근의

기상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당

부한다.

기상청의 업무를 일기예보로만 생각하

는 것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를

보는 것과 같다. 관측과 예보라는 튼튼한

뿌리에 기반을 두고 지진굛화산, 기후변화,

기상굛기후산업, 수문기상 그리고 우주기

상까지 업무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기상업무는 농수축산업, 환경, 국방, 보건,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상기후정보를 더하여 지역의 농업용 토

지에 가장 알맞은 작물을 선택할 수도 있

다. 기상기후정보가 타 산업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생기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기상기술을

지원하고 세계 각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의 기

상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기상 관측의 역사와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부산지방기상청 홍보관은 기상관측장

비, 토네이도 모의발생기, 강우실험장치,

기상캐스터 체험관, 태풍의 생성과 이동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

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오전9시~

오후6시까지며 견학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

체는 누구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지역민의 편

의와 지역산업에 맞는 특화된 기상 서비스

를 끊임없이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

장군의 경우 미역, 다시마 특구로 관련 산

업이 활발한데 이를 위한 릫맞춤형 해양기상

기후정보릮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온, 입식,

양성, 건조, 수확지수 등 생산지원을 위한

기상지수를 만들어서 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http://

busanyangsik2013.howweat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굛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에 힘쓸 터

김영신

부산지방기상청장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기상청장 김영신입니다.

흔히 3월을 봄의 시작이라 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기장군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하면 릫입학릮과 같은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설렘, 기대감

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3월은 어떤 의미를 지닌 달

입니까?

기상청의 경우 3월은 국제적 기념일인 릫세계기상의 날릮이

포함된 달입니다. 그 시작은 1961년 3월 23일 세계기상기구

(WMO)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릫세계기상의 날릮은 기상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매년 릫주제릮를 정하여 세계 각국의 기상기관이 기상지식과 사업의 사명을 널

리 알리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릫기상과 기후-청소년의 참

여로부터릮를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기상과 기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행사로 이뤄졌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릫기후변화 대응, 기후과학과 함께릮로 부산지방기상청 역시 군민 여러

분과 함께 할 각종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기상굛기후변화를 좀 더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릫기상기후 사진전릮을 오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릫부산시민공원릮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기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기상청 홍보관

에서 릫기상과학체험 열기(릫열릮려라 릫기릮상교실)릮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상, 날씨가 우리 삶 속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일부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최고 인기 검색어 1

위로 꼽힌 것이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릫날씨릮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

이 날씨를 보고 느끼고 날씨 덕에 웃고 날씨 때문에 속상해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과거와 다른 이상기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빈번한 이상기상은 군민 여러분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소중한 생명과 재

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부산지방기상청의 임무라고 생

각합니다. 이에 부산지방기상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부산굛울산굛경

남지역과 대구굛경북지역의 예보와 특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편의와 지역산업에 맞는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장의 특산물인 릫미역릮과 릫다시마릮 생산 지원을 위한 릫맞춤형

해양기상기후정보릮서비스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상청의 목표는 릫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

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릮입니다. 국민 생활 중심의 기상정책을 펼치고 기상기후 빅

데이터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기상 산업도 육성 시킬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릫기상정보릮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상정보는 예측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군

민 여러분께서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항상 가장 최근에 발표된 기상정보

를 다시 한 번 확인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릲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릳
관측예보에서빅데이터까지…특화된기상서비스제공

부산지방기상청에서 전국 기상관서와 본청과 예보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구 대청동에 위치한 부산기상관측소에서 직원이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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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 일광타워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2월 5일 개최됐

다. 기장군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참석해 개관식을 축하하고 마

을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원 동정

농업경영인 기장군연합회 제9대, 제10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농업기술센터에서 2월 10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

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 이동명 이임회장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문진웅 취임회장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새마을운동 기장군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이취임식이 군

청 대회의실에서 2월 6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 이임하는 구광웅 지회장과 최영

애 부녀회장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취임하는 정태우 지회장, 이

교탁 협의회장, 정순옥 부녀회장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서병수 시장은 2015년 2월 2일 김정우 기

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구굛군의회 의

장을 초청해 수영구 소재 시장공관 열린행사

장에서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구

굛군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소통강화를 목적으

로 이뤄졌으며, 부산시에서는 서병수 시장 외

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 자리하여 각 구굛군 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 중에도

초대에 흔쾌히 응한 의장들에게 감사의 인사

를 전하고, 민선6기를 맞아 부산시가 계획하

고 추진중인 여러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는 기초자치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

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꽃이자 민의의 전당

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날 만찬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임

을 밝히며 이를 통해 부산시와 각 구굛군이 갈

등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

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전

했다.

서 시장의 환영사와 구굛군의회 의장협의회

천만호 회장의 답사에 이어 진행된 만찬간담

회에서는 각 구굛군 의장들의 건의와 제안이

잇따랐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은 최

근 안전문제로 주민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해

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주민불안 해소, 동부산관

광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조기 확충,

기장굛철마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

구했고, 이에 대해 서 시장은 건의사항 해결

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 지역주

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통과 홍보에 힘쓸 것

을 약속했다.

부산시와 기초의회 간 소통의 자리 마련
릫의원릮은 릫의회릮를

중심으로 활동해야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이 곳

기장에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군의원에 당선된 군의원 이현만입

니다.

여와 야가 조화롭게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아름다운 경쟁을 하

여, 군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라는 군민의 명령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의원님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 계획굛방향이 있는지

- 그동안 의원들이 주된 업무로 생각해 왔던 행사장 방문이나 인사에

서 탈피하여 의회에서의 정책연구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의원이면 의회 중심

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은 의회입

니다. 현장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군의 현안업무를 의회 내에서 토의하

고 해결방안을 돌출해야합니다. 그것이 의원이 해야 할 첫 책무라고 생

각합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 현재 기장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해수담수화 수돗물 보

급입니다. 해수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을 포함한 용해물질을 제거한

뒤 순도 높은 음용수 등을 얻어내는 물처리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일반 수돗물을 크게 웃도는 물 값, 낮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

습니다. 해수담수화 시설로 생산한 물은 일반 수돗물보다 가격이 배 이

상 비쌀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해수담수화 시설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물을 재가공하기 때문

에 전력비, 약품비 등이 일반 상수도 시설보다 배 이상 많이 듭니다.

200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입해 생산한 물을 비싸게 사 먹어야 한

다는 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기장군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릫화장실 옆에 지어진 우물을 아무

리 깨끗하다 해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나릮입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보

급은 군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로 군민적 동의가 없는,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해수담수화 수돗물 보급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

니다.

무상급식은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원

칙입니다. 교육과 보육,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몫입니다. 특히 교

육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이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학교는 입시교육이 아닌 진로교육과 취미교육이 선행되어

야 올바른 교육의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정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눈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의회에 머슴이 되려고 왔는데, 내빈소개에 제 이름이 불려 질

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정치인들을 모시지 마시고 부리십시오. 기장군민 여러

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으로도 더욱 의정활동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구굛군의회의장협의회만찬간담회개최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배성우 명예기자 사진제공.

2015.1.9.경기도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로 인명피

해 130명 발생, 2015.1.13.양주시굛남양주시 아파트 화재로 인

명피해 10명 발생 등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

나 공동문화굛안전의식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인

명굛재산피해 발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소방서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APT 소방굛대피시

설 사용법 등을 소방관에게 배우는 APT 위기탈출 넘버 원굩

맞춤형 소방체험교육등 안전한 우리 아파트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족과 다함께 소방체험교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연 중

□ 교육장소 : 귀 아파트 원하는 장소

□ 교육대상 : 아파트 입주민 누구나

○ 가급적 3세대 이상 신청 또는 아파트 단체

○ 반상회, 동대표 굛 주민회의 시 출장교육 환영

□ 교육방법 : 출장 교육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신청

□ 신 청 처 :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760-5164, FAX 760-5179)

기장소방서(760-5164)

APT 위기탈출 넘버원굩
룙맞춤형 소방체험 교육룚 안내

시 험 명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고

시 험일 시
합격자
발 표

상반기수렵
면허시험

4.13(월) ~ 4.15
(수)(4.13 ~ 4.19)

4.29(수)
5.9(토)11:00

~ 11:50
5.19(화)

하반기수렵
면허시험

8.10(월) ~ 8.12
(수)(8.10 ~ 8.16)

8.26(수)
9.5(토)11:00

~ 11:50
9.15(화)

시 험 과 목 시험방법

①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② 야생동물의 보호굛관리에 관한 사항

③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④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 택 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룗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룘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시험시행 일정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나. 시험시간 : 50분(40문항)
다. 면허종류
○ 제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제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

구를 사용하는 수렵
라. 합격자 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

go.kr) 시험정보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

속하거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
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문의 (☏070-4012-6103~4)
○ 접수시간은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 ~ 21: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

(051-888-19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공지굛공

고)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015년도부산광역시수렵면허시험시행계획공고기장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훈련생모집

⊙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공고 ⊙

▶ 접수기간 : 2015. 3. 2(월) ~ 3. 20(금)

▶ 모집대상 : ① 취굛창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 ② 취약계층 및 고용

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우대

▶ 접수장소 : 기장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센터비치, http://www.gijang.

go.kr) 구직신청서, 신분증 사본, 해당증명서류 사본(해

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 본인부담금 10만원 : 수료시 5만원 1차 환급,

교육 종료 후 1년 이내 취굛창업 시 5만원 추가 환급)

▶ 취약계층은 증빙자료 제출시 본인부담금 면제

▶ 직업교육 훈련 교육과정

선착순 접수가 아닌, 서류심사굛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 우대조건-취굛창업의지가 강한 분 (자동차부품 조립원과정은 결혼이민여성)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프로그램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장소
교육비

(본인부담금)

도시농업
활동가 과정

4.27-7.3
월,수,금

09:00~13:00
24명

농업기술
센터

10만원

급식조리사
과정

5.4-7.14
월 ~금

10:00~14:00
24명

해운대직업
전문학교

10만원

경리회계
사무원과정

4.29-6.25
월 ~ 금

9:30~13:20
24명

부산기장
직업학교

10만원

자동차부품
조립원과정

4.6-4.24
월 ~ 금

10:00~13:50
20명

폴리텍7대학
(동부산캠퍼스)

10만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장군청 1층)

취업상담T.051-709-5354~7 / 집단상담 T.051-709-5358~9 / Fax. 051-709-5352

발의(제출)
○ 군수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

본회의 ○ 회기결정 등

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

본회의 심의 ○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이 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군수

에게 이송

공 포

○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군수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
일 경과 후)

예산안 편성
굛제출(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에 제출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의회는 군수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
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
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
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예산안 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예산안 이송 ○ 의장굛군수(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확 정

승인요구
(군수)

○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
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
사의견서 첨부, 군의회에 결산승인
요구(6/30 한)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회 심사

○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 검토보고, 질의굛답변, 찬반토론, 의결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타당하

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심의굛의
결굛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조례제정굛개정 및 폐지(입법기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

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기장군 조

례는 기장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제굛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내용에 따라서

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

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군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조례제정 절차

○ 예산안의 심의굛확정 및 결산의 승인

- 예산안이란 기장군의 한 해 동안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다. 군수가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굛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도록 한다.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

의와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예산안처리절차

○ 결산승인절차의회상식 -의회주요기능



08

릫강아지똥릮권정생선생문학의향기를따라서

작은 사람 권정생

단비 / 이기영 글

릫몽실언니릮를 아시는지? 90년대

초에 방송드라마로 제작되었고 나

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서두를 떼면서 물어보긴 했

지만 실은 나도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단지 릫몽실언니릮라는 단

어가 영 낯설진 않은 정도다. 릫강아

지 똥릮은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강아지 꿈도 강아지 꽃도 아니고

릫강아지 똥릮이다. 너무나 하찮아서

뒤돌아보지도 않을, 사람의 그것도

아닌 강아지의 똥이다. 하지만 권정

생이란 사람은 강아지의 똥을 민들

레를 피워내는 소중한 거름으로 바

라보았다. 릫거꾸로릮라고 말할만한 시

각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보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지나쳐

보기 쉬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관

으로 제대로 된 현상을 보여준다.

요즘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릫하

모릮 릫이모릮씨 등의 릫비틀어 보기릮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릫비틀어 보

기릮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태어나

어렵게 살던 권정생은 일본의 세계

대전 패망으로 맞이한 광복으로 어

린 시절 고국으로 돌아온다. 삶의

바탕이 전혀 없는 고국 땅에서도 극

심한 가난은 계속된다. 어쩔 수 없

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떨어져 살며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 쳐 보지만 육

이오 전쟁과 화폐개혁이라는 불가

항력적인 난관을 맞는다. 어머니와

그의 고단한 노동의 대가가 종이조

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할 어려운 와중에서도 배

움의 끈을 놓지 않고 남들이 중학교

를 졸업할 나이에 초등학교를 졸업

하게 되며 이것은 그의 공식적인 최

종학력이 된다.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은 그 꿈을 접게 만든다. 게다가 십

대 후반에 찾아온 결핵은 힘든 생활

을 더욱 힘들게 하며 평생을 병고로

시달림을 당하게 한다. 그나마 살고

있던 단칸방도 소작농을 하던 아버

지의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고 안동

근교 시골의 작은 교회 문간방에서

종지기 생활을 십년 넘게 하게 된

다. 전쟁과 가난과 병고라는 지독한

경험들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 진솔

한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고 또한 아

무나 도달하기 어려운 그만의 문학

적 가치관을 정립하게 만든다. 종교

적인 편견도, 정치적인 사상도 그의

인간적인 가치관에는 훨씬 못 미쳤

다. 전쟁이 만들어낸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적대관계도 그에게는 그저

따스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습

으로 보였고, 속임수를 쓰는 부자보

다는 착하고 가난한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하였다. 가난과 병마와

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그의 붓은

끊임없이 세상의 향해 그의 마음을

전해주고 마침내 여러 권의 단행본

으로 엮어지기도 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마을 청년

들과 함께 손수 지은 열 평이 채 못

되는 흙벽집이 조탑리 교회 뒤 언덕

배기에 생겼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고, 창만 열면 바라 볼

수 있는 오롯한 그만의 산과 들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누림도 과분하게 여기며 집 지은 후

서너 해가 지나서 들어온 전기가 있

어도 5촉짜리 전구 하나로 살았다고

한다. 주변에서 들여놔준 텔레비전

도, 지인이 달아준 전화도 어색하고

짐스럽기만 했나보다.

오죽했으면 친구가 사다준 작은

냉장고를 다른 곳에 보내버렸을까.

그가 세상을 떠날 즈음 통장에는 10

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었다고 한

다. 하지만 그는 청빈하게 살았다.

세상 어떤 수도자보다도 근검하고

성실하게 살며, 병마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동화들이 가져다 준 그 돈은

세상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

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쓰여 지기

를 간절하게 소망하여 유언으로 남

겼다고 한다. 릫작은 사람릮 권정생은

이렇게 성자처럼 살다가 천사처럼

떠나갔다.

박태만 서예가

학생들이 영화촬영을 하고 있다.

칠암초,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해

일광면 박영준길에 위치한 칠암초등학교

(교장 허성만, 이하 칠암초)에서는 전교생 92

명 모두가 영화감독이자 배우다. 직접 시나리

오를 쓰고, 연기하고, 장면을 담아내고, 촬영

한 영상을 확인하고 편집 하는 일까지 일인다

역을 소화해내는 작은 영화예술인들이다.

칠암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 후원하는 릫2014년 예술꽃 씨앗학교릮

로 선정돼 전교생에게 영화예술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

행하는 이 활동은 전문 강사 운영, 교육기자

재 구입, 영화예술 활동 등을 위해 4년간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만큼

효과가 뛰어난 것은 없다. 영화, 영상 등 예술

을 보고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도

마찬가지다. 이에 칠암초에서는 학생들이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

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

영화예술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영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으

로 주 1시간(연간 34시간) 1~6학년 모두에게

실시하며 전문 강사에게 기초이론 학습, 시나

리오 연습, 콘티작성법, 영화 촬영법 등 영화

를 제작하고 분별하는 법을 배운다.

허성만 교장은 릲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미루는 현재의 교육에서 지금 이

순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영화예술교

육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이 곧 놀이가 될 때

교육적 효과도 극대화 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 1주일 동안은 영

화수업 집중기로 학년별로 영화예술 동아리

를 개설해 학기 중에 배운 내용을 심화학습

했다. 또한 2박 3일간 실시된 여름 영화 캠프

에서는 학기 중에 배운 영화관련 지식을 활용

해 학년별 학생들의 현재 수준에 맞는 작품을

만들었다. 9모둠으로 구성해 각 모둠마다 칠

암초등학교의 유래, 컨닝과 갈등 그리고 해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

제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영화를 촬영했다. 학

생들은 릲처음 해본 거라서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어요릳라며 강한 흥미를 나타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괜찮은 작품들을 만들어 냈

고 마지막 날에는 완성된 작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공개 상영회도 개최했다.

영화예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성취감과 협동의 기쁨

을 배웠다. 또한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

의 세계를 경험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영화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생각을 표현해야 하고 콘티를 그리기 위

해서는 미술적, 공간적 감각이 필요한 종합예

술인만큼 통합적 지식을 사용하게 되어 학습

능력 또한 신장됐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 월 2회 학부모와 지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학부모 영화 동아리 운영은

영화예술에 대한 관심 증가, 공동체 의식 강

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칠암초의 2014년 영화예술교육 활동 모습

은 릫칠암 영화학교, 영화의 씨앗을 심다릮라는

제목의 다큐로 제작됐으며 매년 교육의 전 과

정을 촬영해 학생들의 영상예술교육을 통한

성장을 카메라에 담을 예정이다.

올해는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한층 더 깊은

활동과 영화를 교과에 접목해 영화논술, 영화

음악, 영화미술 수업도 구상하고 있다. 씨앗

을 심었으니 이제는 싹을 틔울 차례다.

기장군에 만들어진 작은 충무로

릫장안윈도우즈릮학생들이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어 작문과 회화실력을 동시에

부산장안고등학교(교장 김혁규, 이하 장안

고)는 1년마다 학교의 주요 행사를 담은 신

문을 발간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이

신문은 장안고 학생들이 직접 기자가 되어

교내 활동을 취재하고 소개하는 영자신문이

라는 것이다. 영자 신문이 발간된 후부터 이

학교의 교과 심화 동아리 릫장안 윈도우즈

(WINDOWS)릫가 주목받고 있다.

릫장안 윈도우즈릮는 영자신문 제작 및 편집

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장

안고만의 특별한 심화학습 동아리다. 동아리

회원은 선발 시험을 거쳐 모집하는데, 학기

초 동아리 가입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영작

시험을 실시한다.

선발된 동아리원은 매주 지도교사와 함께

학습 모임을 가진다. 모임에서 학생들은 기

사를 쓰는 법을 연습하고 영어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영어읽기와 듣기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경험

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 스스로 교내 주요행사를 파악해 기

사 아이템을 기획하고 동아리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

동 프로그램에 대해 취재한다.

그 후 개인별, 그룹별로 나누어 기사를 써

서 영어로 표현해보고 지도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교정을 받아 글을 수정해 연말에 영

자신문을 발간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

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한 영어로 표현해

보는 등 영작 능력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내 행사를 취재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높아진다.

영어 원고를 수정, 첨삭지도 받으면서 원

어민 교사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일상생활에서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져 회화

실력이 늘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원어

민 교사와의 교감을 통해 친분도 쌓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으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들이라고 해도 온전히 영어로 신문을 제작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장안 윈도우즈

동아리장인 이나경(부산 장안고 2)양은 릲동

아리 활동을 통해 영어 작문에 좀 더 익숙해

지고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

어나 도움이 되었다릳며 릲영어로 글을 쓰는 데

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배워가는 기쁨을 느끼

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릳라고 전했다.

기자는 말이 아니라 기사로 말하는 것일

까? 영자신문 릫장안 윈도우즈릮에는 영어를 읽

고, 말하고 쓰는 동안 저절로 키워진 장안고

학생들의 높은 영어 수준을 뽐내는 기사들이

가득하다.

부산장안고 3학년 박건희, 이유경 명예기자

릫 릮

나는 왜 자꾸 짜증이 날까? - 얼 힙(뜨인돌)

매사에 짜증이 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고, 부정적인 생

각이 끊이지 않고…. 중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

이다. 많은 이들은 사춘기라서 그렇다며 방법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

만 대부분 스트레스의 정체에 대해 잘 모르거나 스트레스에 맞설 능

력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이 책은 스트레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오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 어떻

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지 그 해결법을 중학생

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수만휘 공부법사전 - 이현직 외(김영사)

대한민국 수험생 커뮤니티 랭킹 1위, 10년 연속 국내 최대 커뮤니티

로서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릫수만휘릮가 변화된 수능과 교육과정에 맞

춰 수능 공부의 비밀을 밝혀냈다. 영역별 만점자로 구성된 최상위 수

만휘 멘토 20명이 수능 공부를 영역별굛단계별로 시각화하여 혼자 공

부하는 수험생들이 쉽게 자신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법을 찾도록 돕는다.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는 과목별 맞춤 비법부터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올리는 수준별 공부법, 교재 및 인터

넷 강의 활용 방법, 학과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까지, 명문대 합격

으로 증명된 고득점의 비밀이 낱낱이 공개된다굩

한 줄의 기적, 감사일기 - 양경윤(쌤앤파커스)

릫감사일기릮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나 상황, 만난 사람들로부

터 느낀 감사함을 찾아서 적는 아주 특별한 일기다. 처음에는 서너 가

지만 간단히 적는 것으로 시작해도 된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에서

감사와 깨달음을 찾아서 적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에 행운과

기적이 찾아온다. 다음 날 해야 할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릫감사요청

일기릮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미래일기다. 하지만 당장 쓰고 싶

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다면? 이 책은 감사일기

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저자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감사일기 작성의 7가지 원칙을 알려준다.

상처받을 용기 - 이승민(위즈덤하우스)

릫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릮 흔히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비난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해서든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내 행동을 수

정하려고 발버둥친다. 그러나 소모적인 비난을 건강하게 무시하는 것

이야말로 불편한 인간관계를 해소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책에서 말하

는 릫상처받을 용기릮란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

자는 비난과 상처는 일상화된 소통의 한 단위이며, 이로 인한 아픔은

떠나가는 기차를 대하듯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고 충고한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 이근후(샘터)

50여 년간 정신과 전문의로 살아온 저자는 팔순의 나이를 맞아 인생

의 각 단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그가 30년 넘게 매해 의료봉사를 위해 찾는 네팔에서는

인생을 사계절로 나눈다. 25세까지의 봄은 학습, 50세까지의 여름은 적

응, 75세까지의 가을은 참회, 그 후 겨울은 자유의 시기다.

우리가 인생의 각 계절마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갈등과 행복감을 세

상과 나를 알아가는 그대에게, 역할을 감내하며 오늘을 사는 그대에게,

다시 온전한 나를 찾고자 하는 그대에게, 행복하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로 담았다.

국제시장 - 김호경(21세기북스)

소설 《국제시장》은 주인공 덕수의 삶뿐 아니라,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온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전쟁, 피난, 죽음, 이별

로 인한 수많은 아픔을 낳은 릫1950년 한국전쟁과 흥남철수릮, 이후 피난

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은 거리 릫국제시장릮을 무대로, 실업문제 해

소와 외화획득을 위해 펼쳐졌던 릫1960년대 서독 파견 간호사와 광부릮와

릫1970년대 베트남 파병릮을 거쳐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몰아넣었던 기적

의 순간 릫1980년대 이산가족 상봉릮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아버

지의 삶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변하

고 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눈물겨운 추억을, 이

후의 시대를 살아온 세대에게는 이해와 공감을 선물할 것이다.

두 마리 토끼 잡는 릫장안 윈도우즈릮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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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n the future, If I get power like in the

movie character, I hope to have ability to

transformer. ②I can changemyself anything

for example, bird, dog, tree, water, computer

etc. ③I imagined what I will do when I trans-

form into something. ④I will become bird

when I want to fly high freely in the sky. ⑤

And I can also changemy body to dwarf to

hide I play withmy friend hide-and-seek. ⑥

Conversely, by becoming giant, I will help

short friendwho can릫t reach anything that is

on thehigh place. ⑦Like this way, I will ex-

periencedifferent fun situationusingmy su-

perpower.

①In the future, If I get power like in the

movie character, I hope to have ability to

transformer.

If I could have one power of a movie char-

acter, I would wish it is the ability to trans-

formmyself.

내가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힘을 가질 수는

없지만 만약 가질 수 있다면 내 몸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다는 가정법 과거의 문장

이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희망할 때 사용한다.

②I can changemyself anything for example

, bird, dog, tree, water, computer etc.

Then I would changemyself into whatever I

want such as bird, dog, tree, water, or even

computer.

그러면 나 자신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으

로라도변형하고싶다는뜻이다. 이문장에서도

would를써서가정법을 활용했다. even은 심지

어 라는 뜻.

③I imaginedwhat I will do when I transform

into something.

I imaginedwhat I would want to turn into if

I had themagic.

내게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난 뭐로 변하고

싶어할지 상상해 봤다는 의미다. change into

를 한번 사용했으니 같은 뜻을 가진 turn into

를 썼고, 마찬가지로 power를 두 번 쓰지 않기

위해magic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④I will become bird when I want to fly high

freely in the sky.

I would wish to become a bird because I

could fly free in the sky.

새가 되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으니 새

가 되리라는 희망을 나타냈다.

⑤And I can also change my body to dwarf

to hide I playwith my friend hide-and-seek.

I could also change my body into a dwarf

and play hide-and-seek with my friends.

또 난장이로 변해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

를 하겠다는 뜻.

⑥Conversely, by becoming giant, I will help

short friendwho can릫t reach anything that is

on the high place.

Or, by becoming a giant, I would help short

friends who can릮t reach things in high place.

그게 아니라면 거인이 되어 높은 곳에 놓인

물건을 못 집는 친구들을 도와주겠다는 착한

소망을 포현했다.

⑦Like this way, I will experience different

fun situation usingmy superpower.

It would be lots of fun if I had all these su-

perpowers.

이모든 초능력을 내가 가진다면 정말 재미있

을 것이라는 뜻.

릫 릮

릫 릮

주변에다양한분야의으뜸왕어린이굛청소년을추천

해주세요.

예)봉사왕,가수왕,암산왕,글짓기왕,축구왕등

연락처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실(709-4071~5)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48권의 책을 읽었다

는 박소희(기장중, 2학년) 학생의 소식을 듣

고 그 주인공을 만나러 기장중학교 도서관을

찾았다.

어마어마한 독서량에 감탄해 비결이 뭔지

물어봤다. 릲딱히 얼마만큼 책을 읽어야지 하

는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손이 가

는대로 읽다보니 독서량이 늘어나게 됐어요릳

박소희 학생이 수줍게 말한다.

책을 접하게 된 건 매우 자연스러웠다. 딱

히 누군가가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강요해서

가 아니라 스스로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것

이 좋았다. 평소에 학교 도서관 또는 기장도

서관을 이용해 책을 빌려보고 학교 쉬는 시간

에도 틈틈이 챙겨본다.

주로 즐겨보는 장르는 소설책이다. 소설은

인물과 사건에 몰입하면서 편하게 읽을 수 있

어 좋다.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간접적으로 겪

으면서 비판적인 시각도 길러보고 스스로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된다.

독서를 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

문에 릲책을 읽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읽으니까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도 있구요릳라며 웃는다. 책을 읽는 양이 늘어

날수록 글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고

속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박소희 학생의 꿈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메뉴가 개발되면서 각종 음식

의 레시피들 또한 책자로 쏟아지고 있다. 관

련 책도 한번씩 읽어 보려고 계획 중이다.

2015년도에도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읽어야

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한결같이 꾸준히 독

서를 하겠다는 모습이 대견하다.

릫 릮
글씨를 단정하게 잘 쓰는 것도 공부를 잘

하는 것만큼 중요한 시절이 있었어요. 반면,

요즘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가 더 친숙해

져 글씨를 쓰는 시간은 줄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최근에 반대로 컴퓨터상의 정형화

된 글씨 대신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편

안하고 아름다운 손글씨가 인기를 끌고 있답

니다. 아름답고 독특한 글씨로 한편의 그림이

나 서예 작품을 완성하는 캘리그라피(Callig-

raphy)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캘리그라피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을 우리는 캘리그라퍼 또는 손글씨작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실제 이 일을 하는 분들은

손글씨작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요. 캘

리그라피가 보통 한글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한글이름으로 불리길 원해서지요.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알려

지기 시작해 영화포스터나 제품포장, 책 표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신문이

나 잡지, 영상광고, 드라마, TV타이틀, 간판,

엽서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응용되는 등

점차 활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어요.

손글씨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캘리그라피

전문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예나 동양화에 관심이 있고 배운 경험이 있

으면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죠. 다만 직업인으

로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예의 기본인 문방사우

재료학, 서예디자인 및 타이포그라피 이론 등

전문지식을 알아야하고, 스캔한 손글씨 디자

인을 다듬고 정리하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소

프트웨어를 잘 다뤄야해요.

손글씨작가는 손글씨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일종의 디자이너이자 미술가이므로 손글씨를

광고나 상품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사물을 보

는 관찰력과 창의성도 필요합니다.

손글씨작가는 캘리그라피 전문회사에 소속

되어 근무하거나 역량에 따라 프리랜서로 활

동하는 경우가 많고, 작품에 따라 수입의 차

이가 크고 달라요. 요즘 캘리그라피가 예전보

다 널리 알려지면서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광고, 편집, 포장디자인 등 디

자인 업체에 근무하는 디자이너들도 캘리그

라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캘리그라피를 접할 수 있고

손글씨작가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이 랑 전임연구원 ○ 자발없다 룗형룘

행동이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

(예) 가만둬도 괜찮았을지 몰랐는데 원체 자발없는 작자라 지레

겁이 나서 꾀를 낸다는 것이 제 꾀에 제가 걸려들고 만 꼴이었다.

뢾송기숙, 자랏골의 비가뢿

○ 덩저리 룗명룘

① 좀 크게 뭉쳐서 쌓인 물건의 부피.

② 릫몸집릮을 낮잡아 이르는 말.

(예) 점순네 수탉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

이다. 뢾김유정, 동백꽃뢿

○ 시르죽다 룗동룘

① 기운을 차리지 못하거나, 기를 펴지 못하다.

(예) 네 살쯤 된 어린 거지는 시르죽은 고양이처럼 큰 놈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뢾김유정, 심청뢿

○ 몽니 룗명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

리는 성질

(예) 더 이상 몽니를 부렸다간 양쪽에서 주먹이 날아와 면상에

피칠갑이 될 것 같았다. 뢾김주영, 야정뢿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일 자 제 목

3월 7일 나도 키 크고 싶어

3월 14일 무시무시한 버거대왕

3월 21일 나 안할래

3월 28일 으뜸헤엄이

일 자 제 목

3월 7일 (토) 라따뚜이

3월 8일 (일) 샬롯의 거미줄

3월 14일 (토) 센과 치히로의 모험

3월 15일 (일) 스페이스 독

3월 21일 (토) 에픽

3월 22일 (일) 팅커벨

3월 28일 (토) 인크레더블

3월 29일 (일) 호튼

1. 병아리일일독서교실신청안내

-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

- 운영일시 : 2015년 3월~12월, 화~금(10:30-11:30), 방학기간 제외

- 신청기간 : 2015. 2. 24부터

- 신청방법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전화접수(709-5321)

※ 취합 후 중복 될 경우 일정조정

- 운영내용 :견학프로그램(금), 책읽기 활동(화~목)

- 프로그램 :도서관이용교육, 우수그림책빛그림, 전자책, 동화구연, 책읽기등

2. 수북수북명심보감수강생모집안내

- 강 좌 명 : (토요스쿨) 수북수북 명심보감

- 내 용 :명심보감이 주는 가르침을 관련 책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

- 대 상 :초등 2-3학년 20명

- 일 정 : 2015년 4월 ~ 6월, 매주 토, 오후 3시-5시, 총12차시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준 비 물 :필기구, 싸인펜

- 모집기간 : 3. 17(화) 오전10시부터 -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jang.go.kr⇒ 온라인 수강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3. 보드게임한국사(선사~고려) 수강생모집안내

- 강 좌 명 : (토요스쿨) 보드게임 한국사(선사시대~고려시대)

- 내 용 :게임을 통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한국사 강좌

- 대 상 :초등 4-5학년 20명

- 일 정 : 2015년 4월 ~ 6월, 매주 토, 오전 10시-12시, 총12차시

- 장 소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준 비 물 :필기도구, 교재비30,000원

- 모집기간 : 3. 17(화) 오전 10시부터 -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jang.go.kr⇒ 온라인 수강신청)

(※본인인증 후 신청)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4. 그림책읽어주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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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6-7세 유아 및 가족

5.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굛일요일 14:00 ~ [시청각실]

유료광고

굛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기장도서관 3월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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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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림 속에서 얻는 건강과 재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정관면 릫난타교실릮

난타교실 수강생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관면사무소 2층 대강당의 문을 열

고 들어간 순간 박자에 맞춰 두들기는

북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동장

군의 기세가 매서운 올 겨울이지만 난

타교실 수강생들의 열정 앞에 실내는

금세 후끈 달아올랐다.

난타는 마구 때린다는 의미의 한자

어 릫난타(亂打)릮에서 유래한 우리나라

의 타악기 극 공연이다. 한국 전통 사

물놀이의 리듬을 소재로 드라마한 작

품으로 지금은 하나의 장르처럼 대중

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난타는 우리 고유의 한의 정서를 타

악과 잘 조화시키면서도 비전문적이고

형식이 자유로워 이질감 없이 대중에

잘 녹아들 수 있다. 이처럼 난타가 가

지고 있는 비전문성, 무형식성은 대중

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고 지금은 학교

방과후 수업, 동호회, 주민자치센터 등

에서까지 쉽게 난타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정관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

의 여가활동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

원하기 위해 난타교실을 7년째 운영 중

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난타를 배우

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

로 신청가능하다. 예전엔 50~60대 어르

신 위주였다면 지금은 30~40대 등 다

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어 난타교

실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년간의 난타지도경험을 가진 김경

화 강사는 북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북은 초보자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 난

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적격의 타악

기이다.

난타는 단순히 북을 두드리기만 하

는 것이 아니다. 릫쿵따라라 쿵따르르릮

선생님의 시범에 수강생들은 북의 중

간부분에서 가장자리까지 북의 모든

면을 골고루 열심히 두드린다. 여기에

릫어이릮 릫얼쑤릮 추임새와 승무 가락을 응

용한 몸동작까지 더하면 온몸은 땀으

로 흠뻑 젖는다. 소북과 모듬북으로 구

성된 북의 합주는 우렁찬 북의 화음이

변화무쌍한 리듬으로, 역동적이고흥겨

운 가락으로 절도 있게 들려 난타의 매

력을 한층 높여준다.

안 쓰는 어깨와 손목, 팔 관절을 많

이 쓰고 오랜 시간 서서 몸을 움직이며

연주하면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고. 3년째 다니고 있는 한순자 수강생

(57세)은 릲우리 나이에 갱년기가 오잖

아요. 그런데 난타교실을 다니면서 갱

년기 증상을 전혀 못 느꼈어요. 또 두

손을 쓰니깐 뇌 쪽에 자극이 가는지 예

전엔 이름도 잘 못 외웠는데 이젠 여기

수강생 이름 다 외운다니깐요. 신이 나

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좋아요릳라

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김 강사는 릲난타를 잘하기 위해선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

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신 분들은 평소

쓰지 않는 팔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색

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어려워 마세

요. 어떤 물건을 두드린다는건 굉장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잘하려하다보

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릳라며 릲잘하는 사람, 서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다했을

때 조화가 이루어지며 기술보다 중요

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닐

까요?즐기면서 우리 가락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

요릳라고 덧붙였다.

난타는 독주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호흡이 중요시 되는 합주다. 서로간의

배려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하게

해줘 배우는 즐거움을 배로 만들어 준

다.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 손

쉽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난타. 재미와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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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

며 당첨자는 제230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

됩니다. 3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3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복군 ○○주년을 맞이한 기장군은 1995년 전형적인 농업도시

에서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인구증

가와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해왔습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정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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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 재난안전과 정병근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28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박정우 배주경 신미옥 안숙희(기장읍 차성로) 이지민(기장읍

차성서로) 배혜진 조진안(기장읍 청강로) 김계순(일광면 기

장해안로) 장종수(일광면 동백길) 이지혜(일광면 이천10

길) 김상현(장안읍 천산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노스텔라(기장읍 내리길) 김미숙(기장읍 대청로) 문선혜 양

혜정(기장읍 차성로) 김미영(기장읍 차성동로) 김옥순 김현

아(기장읍 차성서로) 김종훈(기장읍 청강로) 남복자(일광

면 기장해안로) 한선주(정관면 산단2로) 송정경(정관면 정

관1로)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28명 등기

발송)

▷김성영 김혜경 이태경 최찬용(기장읍 기장대로) 김민지 김춘

곤 최길호(기장읍 대변로) 김우솔(기장읍 대청로) 이병철

최동희(기장읍 반송로) 김솔(기장읍 소정안길) 김남수 박수

복 채윤영(기장읍 차성로) 안태용(기장읍 차성남로) 김정암

(기장읍 차성동로) 손선희 이상렬 이일호 조인영 최서영(기

장읍 차성서로) 최명순(기장읍 청강로) 황정숙(일광면 삼성

3길) 손성권(정관면 산단2로) 강영규 심광섭(정관면 산단4

로) 김영숙(철마면 고촌로) 송성길(철마면 안평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김민경(기장읍 기장대로)

행사 이모저모

릲살기좋은 정관신도시 우리가 앞장서요릳
한 가족 네 명의 이장

한가족 네명의 이장이 정관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주민을 위해 더 열

심히 봉사하겠다는 다짐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관면에 한 가족 이장 네 명이 활

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달

13일 오후 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장회

를 하는 정관면사무소를 찾아갔다.

회의를마치고나오는김경애(61), 신

정규(60), 신성찬(55), 신성필(52) 네

명의 이장을 만났다. 이들 중 제일 연장

자는김경애이장으로김이장의남편이

신성규, 신성찬, 신성필 이장의 맏형인

신정곤씨다. 그러므로 김 이장의 입장에

서 보면 시동생 셋과 함께, 시동생들의

입장에서보면큰형수와세형제가함께

이장일을맡고있는셈이다.

먼저 김 이장은 230세대가 살고 있

는 가동마을 이장직을 2년째 맡고 있

다. 그전에는 모두 남자들이 이장직을

맡아왔는데, 마을이 기존자연마을과

새로 들어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 주민들간 화합이 되지 않아 어려

움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김 이장

이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친화력으로 주민들에게 다

가가 주민들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 이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인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이진건설에

부지를 제공해 주었고, 기장군에서 2

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 공사를 시

작해 금년 안에 완공 될 것이며, LH

아파트 시공사인 TEC 측에서도 마을

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어 마

을 살림살이가 좀 더 넉넉해질 것이라

며 흐뭇해했다.

4형제 중 둘째인 신정규 이장은 공

장을 포함하여 약 300세대가 되는 달

산1마을 이장이다. 달산1마을로 분동

된 지는 3년이 되었고, 신 씨가 이장

을 맡은 지는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마을은 현재 이웃 매곡마을과 함

께 한전을 상대로 765고압송전선 보

상 문제로 소송 중에 있어 조속히 문

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마을회관이 건립 되었으면 하는 바

람을 갖고 있단다.

셋째인 신성찬 이장은 148세대가

살고 있는 좌강천변 형진강변아파트

이장이다. 올해로 이장직을 12년째 맡

고 있으며 작년에는 군청에서 아파트

지원금 4천300만원을 받아 아파트 옥

상 방수공사와 엘리베이터 1,2,3호기

를 수리 할 수 있었던 것이 보람이었

다고 한다.

막내 신성필 이장은 3년째 250세대

가 살고 있는 달산 6리 이장이다.

2014년에 군청에서 경로당 건립지원

금 2억5천만원을 받아 현재 공사가 마

무리되어 오는 4월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달산 6리는 주거지

역과 산업단지가 함께 있으며 다른 단

지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 편이

나 주민들의 화합은 잘 이루어지고 있

다고 했다.

각 마을의 사정을 들어본 후, 한 가

족 안에서 이장이 넷이나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이장은

릲집안일로 만나는 일 외에 면에서 한

달에 두 번은 이장회의를 하니 그때마

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다릳

고 했고 신성찬 이장은 릲살고 있는 마

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다릳고 말한다.

한 가족 네명의 이장이 함께 발 맞

추어 마을, 나아가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

고정택 명예기자

기장새마을금고 제26차 총회가 2월 7일 열린가운데 문윤견

이사장은 기장중 손희수(2년) 군등 6명에게 장학금 30만원

씩을 전달했다. 또 쌀 20kg들이 120포대와 라면 200박스를

불우이웃에게 전달했다.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설 명절을 맞이해 2월 11일

장안읍 소재 사회복지재단인 성우해피홈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했다.

기장로타리클럽(회장 최현돌)은 관내 불우이웃 30가구를 추

천받아 1월 27일 쌀20kg와 라면 1박스씩 가가호호 직접 전

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과 임원 등 45명은 1월 20일부터 25

일까지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원장 박낙종)과 베트남 북부의

도안티디엠 학교를 방문해 특별연주회를 가졌다.

기장소방서(서장 안유득) 직원 및 의용소방대, 소방협의회의

자율적인 참여로 2월 12일 기장군 관내 어렵게 생활하는 이

웃과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설맞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

를 실시했다.

기장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

부의 지원을 통해 2월 11일 떡국떡 200상자를 홀로계신 어르

신과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

로 릫설맞이 지역농수산물 구매운동릮을 펼쳐 기장군과 울주군에

서 생산되는 기장미역, 멸치 등 2천52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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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국비 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재직자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 한식개강일 : 2015.4.15.(저녁7시 1일2시간).

(죽굛면요리/비빕밥, 콩나물밥/찌개굛찜요리/구이굛볶음요리/후식)

○ 양식굛중식개강일 : 2015.3.23.(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굛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테

이크외)

＊일반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자격증반, 외식창업, 생활

요리반.

＊학생 - 6개월/1년 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

＊중굛고굛대학생 우선 접수

孝
노인요양센터

섬김,사랑,나눔을실천하는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최우수 1등급시설(재가)

1급 요양보호사 가정방문센터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 전문기관

중풍굛치매굛노인성질환전문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 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유료광고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자격 : 기장군내에 사업장을 가진, 집단

급식 판매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

부산한마음급식협동조합

·주소 :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389번지

·전화번호 : 753-5360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유료광고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 제일프라자304호

(한빛메디컬 옆)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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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 한식굛양식취업창업반과정 15.3.16 ~ 4.24(09:30 ~ 14:30)

◈ 소자본창업실무요리과정(목굛금) 15.3.13 ~ 6.25(14:30 ~ 18:30)

◈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 15.3.16 ~ 5.6(14:30 ~ 18:30)

◈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 15.4.6 ~ 5.13(10:00 ~ 13:00)

[국비지원특전]

◈ 특전: 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약매월28만원(교통비별도지급)

◈ 교육대상

①주부, 남성(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굩

②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자격 : 기장군내에 사업장을 가진 해썹인

증 받은 업체

기장군단체급식해썹협동조합

·주소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13번길 72

·전화번호 : 754-6850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유료광고

릫마을지킴이릮 역할 톡톡히 수행

기장읍 청년회장굛방범대장 박재현 씨

부산시 최초 경찰청장 표창장 받아

사)기장군 기장읍 청년회 박재현(38세) 회장

은 2014년부터 2015년 연임에 이르기까지 기장

읍 청년회 회장직을 맡아 봉사활동에 전념해오

고 있다. 또한 2013년 12월 부산기장경찰서 기

장자율방범대 16대 대장으로 부임해 현재까지

46명 자율방범대원들과 일심동체로 기장지역

일꾼으로서 경찰과 합동으로 협력치안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말 부

산시에서는 최초로 경찰청장 표창장을 받아 귀

감이 되고 있다.

그는 근린생활 치안대책에 따라 관내 주요공

원인 아름공원, 비둘기공원 등에 공원전담자율

방범대가 구축되는데 일조했으며 근린시설 등

집중 순찰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해안질서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예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범죄예방활

동 강화에 주력했다.

여성안심구역, 안심귀가길 및 원룸 주변 집중

순찰,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실시로 여성들이 안

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등 자율방범대원의 일원으로 지역주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며 민굛경 협력방범 활성화에 기

여해 왔다.

박 회장이 특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봉사는

학교인근 하교시간 30분 방범활동이다. 자칫 작

은 부주위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활동

을 펼치는 부분이다.

릲기장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광범위합니

다. 해변과 산악,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방범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면 한시라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릳라며 박 회장은 말했다.

근래에는 동부산관광단지 인근 공사장 순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워낙 넓은 지역이고 대

형공사가 많은 곳이라 지구대원들과 특별 순찰

이 잦은 곳이다.

그러나 활동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10년

넘은 승합차는 수리비 과다로 애물단지가 된지

오래다.

기장읍 청년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는 독거노인에 쌀 전달, 해마다 3

세대를 선정해 장판, 도배 교체, 태극기 달기 캠

페인, 기장시장 활성화 사업, 환경정화활동 등

이 이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이다.

박 회장은 릲회원 모두가 생업에 바쁜 중에도

방범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적릳이라며 릲기장읍

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되기까지 회원들 노

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릳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릲방범활동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뜨거운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

한 일릳이라며 릲청년들의 봉사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격려를 바란다릳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범죄예방이 우선이라며 1개월에

한 번은 각 학교 앞에서 여성굛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

한 여름 해수욕장과 행락철 관광지 등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과 안전캠페인을 펼쳐오고 있

으며 앞으로 각 읍굛면 방범대와 연계해 지속적

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릲자원봉사는 손발이다릳

김하용 사)환경운동 기장군본부장

자원봉사는 빛과 소금이다. 특히 100세 시

대, 초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거동 불편한

기초수급자들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웃음, 말벗과 손발이 되

어준 이가 있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하용(60세, 사진 사단법인 환경보호 국민

운동 기장군 본부장)씨는 일광면 문중마을에

서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이웃과 더불어 기부

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김 씨는 1979

년 군 제대 후 고향을 떠나 부산시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2005년 귀농을 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과 인근지역은 쪽파, 풋

마늘로 유명하다. 그 규모가 대략 150만㎡에

이른다. 쪽파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4년간 마을이장을 맡으면

서 농업용 용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새벽과 늦은 밤 매일 두 번씩 마을 여러

곳에 설치된 농수 관정을 관리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그

는 아름다운 동네를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 보

탬이 되는 것이 자원봉사의 동기라고 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2천54시간 정도 자원

봉사활동을 했으며 산술적으로 매일 한 두 시

간정도가 된다. 홀로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에

게 도시락 밑반찬 배

달, 겨울철엔 무료 연

탄배달, 장애인에게

는 매주 난타공연을

위한 차량봉사, 청소

년들에게는 전통 예

절교육, 죽어가는 하

천을 살리기 위한 연

어치어 방류, 해수욕

장 개굛폐장 이후 환경정비 등 삶 그 자체가 재

능기부이자 나눔이다.

김 씨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현장으로 다가간다. 지난해 8월 25일

폭우로 장안읍 좌천리 일대가 침수되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는 현장에서 12일

동안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한 급식 자원

봉사활동과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

며 최근에는 기장군 보건소에서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우, 기초수급자의 독감예방 예

진표를 작성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 공로로 지난해 11월 24일 한국 인터넷 신

문방송 기자협회 환경부문 대상과 12월 25일

부산자원봉사자 격려의 날 부산시장 표창장,

군의회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 등을 다수 수

상했다.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릫청소년역사굛문학기행릮 열려

지역아동센터 130명 참가

기장군과 울주군 지역아동센터 12곳 130여명은 지난 1월 20일

과 21일 양일간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우중본)가 시행하는 1박

2일 겨울캠프 릫청소년 역사굛문학기행릮에 참가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캠프에 참가한 다양한 연령

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의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교과서 문학작품

의 배경과 문학관을 탐방하면서 그 시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흥미와 생생한 이해, 올바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했다.

기장군유관기관굛단체이전안내

기장군청사 내에 입주해 왔던 유관기관굛단체 등이 아래와 같은

장소로 이전해 업무를 진행 중이다.

○ 자원봉사센터 : 기장읍 차성동로87번길 19(신조방낙지건물 3

층), 전화 722-2365

○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 기장읍 차성로 418번길 17 대광빌딩

3층, 전화 721-5229, 팩스 722-5389

○ 한국자유총연맹기장군지회 : 릫상동릮 대광빌딩 3층, 전화

723-311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 릫상동릮 대광빌딩 2층,

전화 722-6018

○ 바르게살기운동기장군협의회 : 릫상동릮 대광빌딩 2층, 전화

722-8751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2월 11월 기장군청 브리핑 룸에서

이사회 및 총회 개최를 했다. 2015년 들어 처음 열린 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15년 세입, 세출 결산안과 추가 경정예산 편성안

등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2월 13일에 한국원자력여성모임 기장군지부지회에 30여

명의 회원들이 월내복지회관에서 이웃사랑 밑반찬 돕기 봉사를

실시했다. 고리원자력본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설을 맞이해 지역주민에게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의미로 진행됐다. 명절 차례음식과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집집마다 일일이 배달한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자원봉사캠프, V

-Day, 에코그린 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캠프열려

릲쾌적한 명품신도시 우리가 만들어요릳

정관면 아파트부녀회연합회

정관면 아파트부녀연합회원들이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8시면 정관

면 좌광천 인근과 도시의 뒷골목 등에서 정화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11월 좌광천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가

진 정관면 아파트부녀회연합회(회장 신종희)

회원들은 매번 많게는 50명에 이르기까지 자발

적으로 참여해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 회장은 릲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서인지

요즘 좌광천은 청소할 것이 많이 없어요. 근래

는 정관면장님의 도움을 받아 도심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어요릳라고 말했다.

부녀회는 정기적인 환경 정화활동 외에도 매

년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등에 김치를 전달

하고 있으며 먹거리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릲쾌적한명품신도시만들기라는구호아래회

원들 모두 묵묵히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릳

고 신 회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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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여는기장농민 - 하늘농원김순옥씨

김순옥(53세)씨는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에서 하늘농원을 운영하면서 은행목, 크로톤, 산호수 등 분화류가 20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다.

은행목, 크로톤, 산호수등경매최고가받아

강원도가 고향인 김순옥(53세)씨는 기

장군 철마면 임기리에서 하늘농원을 운영

하면서 은행목, 크로톤, 산호수 등 분화류

20가지 정도를 재배하고 있다. 주 품목은

은행목과 크로톤이다. 1989년부터 농사를

시작해 25년 경력이다.

릲강원도가 고향이라 부모님들이 농사짓

는 집에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

서 그 당시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시

집을 갔지요릳

그렇게 농사일과 떨어져서 평범하게 살

던 김 씨가 운명처럼 농부의 길로 들어선

것은 김 씨의 남편이 몰래 노포동 분화 재

배 농장을 계약한 것이 계기가 됐다. 평소

분화 키우는 일을 부업으로 하던 남편이

김 씨 몰래 농장을 계약해서 아예 전업을

해버린 것이다.

릲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죠. 농사일은 꿈

에도 생각 안하고 살았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일을 저지른 남편이 처음엔 너

무 원망스러웠어요릳

그렇게 시작한 농사일은 남편이 거의 도

맡아 했다. 김 씨는 장부 정리나 포장에만

신경 쓰면 되었고 그 나머지는 남편이 알

아서 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농사일

을 하던 것이 2008년 남편이 병으로 갑자

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농

사를 짓게 된 것이다.

릲모든 농사는 남편이 주도했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분화에 병이 왔

는데 약을 칠 줄 몰라 손해 본 게 한두 번

이 아닙니다. 몇 년간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남편 없이 혼자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것 또한

다름 아닌 농사였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김씨에게 남겨준 건 빚 밖에 없었고 아들

둘은 한창 학교에 다닐 때였다.

릲신세 한탄하고 원망할 겨를이 없었어

요. 농장에는 할 일이 태산이었고 당장 먹

고사는 일이 막막했지만 아이들 공부는

시켜야 하잖아요. 일을 만들고 돈을 벌어

야 했지요.릳

김 씨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 막막했지만

아이 둘을 둔 엄마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

로서 살아갈 방도는 농사일밖에 없다고 생

각했다. 그렇게 몇 년간 농사일에 매달리면

서 차츰차츰 사별의 아픔도 잊고 생활의

터전을 닦아나갔다. 힘든 시기였지만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하나씩 배워나갔다. 농업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재배 기술도

공부했다. 주위 지인들이나 작목반원들에

게 자문도 구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릲여자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도 많

았어요. 기계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이웃

농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두 번도 아

니고 계속 도움 받기가 미안하잖아요. 힘

들지만 직접 해보았어요. 시간도 오래 걸

리고 잘 되지도 않았지요릳

그렇게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현재 노포

동에 1천980㎡, 철마 쪽에 내재형 하우스

1천320㎡ 정도의 규모로 농장을 키웠다.

현재 노포동의 노지 재배단지는 작년 여

름에 도로에 편입되면서 처분했다. 제 작

년까지 연매출이 1억 원 정도 나왔지만 지

금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

나 김 씨는 철마에서 하우스를 더 넓혀나

갈 계획이다.

김 씨가 재배하는 주 품목은 은행목이

다. 눈(새눈) 틀 때(나올 때) 물, 온도, 습

도, 바람, 햇빛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장

(키가 자라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켜 잎

이 풍성하고 빵빵하게 만드는 게 좋은 품

질을 만드는 비결이다. 즉, 키는 자라지 않

게 하면서 옆으로 풍성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포인트다.

물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고 김씨

가 직접 한다. 시간 맞춰 환기를 잘 시켜

주면 건강한 상태로 도장 억제가 가능하

다. 또한 가지가 많이 나오게끔 가지치기

를 잘 해야 한다.

김 씨의 하늘농원에서 재배하는 은행목

은 경매장에서 최고가를 받는다. 분당 1천

원~1천200원선, 품질이 좋아 다른 농가보

다 200~300원 높이 쳐준다. 김 씨는 경매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출하를 아예 안 한

다.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다. 은행목과

트리안은 주로 서울 양재공판장으로 팔려

나간다.

릲이제 힘에 부쳐서 예전만큼 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에 집

중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생각

입니다. 농장 규모도 조절이 필요해요. 도

로가 들어서는 노포동 농장을 정리하고

내재형 하우스가 있는 철마 농장에 집중

할 생각입니다릳

분화도 외국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일부 수입상

은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을 원산지 표

시 없이 파는 일이 잦아 국내 농가들이 피

해를 보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분화 시장에서 지금 정

도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선택과 집중, 그

리고 고품질을 유지하는 일밖에 없어 보

인다.

하늘농원 010-2881-6453

취재협조 및 자료제공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교육기간 : 2015년 3월 21일(토) ~ 7월 25일(토)

○교육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대 상 :총 25명 - 초등학교 1 ~ 6학년 아동을 둔 가족

(학생 1명당 참여가족 1명)

○장 소 :정관 어린이 도서관

○ 신청기간 : 2015년 3월 02일(0시)~ 3월 13일(오후 4시까지)

선착순 마감굩

○ 신청접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atooart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

batooart@naver.com

○문 의 :바투아트 교육 총괄담당 최혜선/ 010 8667 6400

batooart@naver.com / 카카오톡 아이디batooart

○교육분야 :시각 미술과 인문학의 융합

○교육목표 :이야기를 통한 감수성의 변화와 그것을 다양한 방

식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가족

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한 건강한

자아 형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내용

2015년꿈다락토요문화학교 - 정관어린이도서관
바투아트 뢾내안에파랑새가있다뢿 1기모집안내

회차 교육일자 교육주제

1~2 3.21 3.28 (강의형, 체험형)/오리엔테이션 등

3~6 4.4 4.11 4.18 4.28 (참여형, 창작형)/파랑새 집 만들기 등

7~11 5.2 5.9 5.15 5.16 5.30 (참여형, 창작형)/릫밤의 궁전릮에 도착했어요 등

12~14 6.13 6.20 6.27 (참여형, 창작형)/릫행복의 정원릮에 도착했어요2 등

15~18 7.4 7.11 7.18 7.25 (참여형, 창작형)/파랑새는 왜? 등

복지지원실(709-4321)

주민 한분한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릫희망재

능나눔단릮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물리치료, 수지침 및 쑥 뜸

○ 의료급여교육 및 상담 / 취업상담 및 취업패키지 / 각종민원

안내 및 접수

○ 병원진료(혈액, 골다공증, 엑스레이검사 등) / 보건소진료

(금연상담, 운동상담, 혈압혈당체크)

○ 이굛미용, 옷수선 / 도장제조 / 시계수리 / 컴퓨터 수리

○ 날짜 : 2015년 3월 27일(금) 10시~15시

○ 장소 :기장읍사무소 1층 대강당

○ 내용 :의료서비스 및 생활수선서비스

○ 대상 :기장읍 거주주민 누구나

※ 이굛미용 서비스 중 파마와 염색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해

당(수건 2개 지참)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

행합니다.

희망재능 나눔단

구분 정 류 소

정관산단

기장중↔한신아파트↔청진동해장국↔이진테마빌↔안평역↔고촌
역↔동부산대역↔영산대역↔석대역↔반여농산물시장역↔기업은
행입구↔삼성강건사 입구↔삼원산업 입구↔다진철강↔미송목재
입구↔농공단지 입구↔농공단지 계량소

출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기장중학교 반여농산물
시장역 경유

정관산단
1 45인승 07:10 08:30

퇴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정관산단 반여농산물
시장역 경유

기장중학교
1 45인승 18:10 19:10

토 요 일 퇴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정관산단 반여농산물
시장역 경유

기장중학교
1 45인승 12:00 13:00

구분 정 류 소

장안
산단

반여농산물시장역↔석대역↔영산대역↔동부산대역↔고촌역↔안평역
↔이진테마빌↔청진동해장국↔한신아파트↔기장중↔원자력병원입구
↔그린컨기술↔남양금속↔유일고무(성우하이텍)↔태흥테크↔광진윈
텍↔대홍전기(한양공업)↔세동↔한국산단공(기장출장소)↔(주)유화
↔후소산기

출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반여농산물시장역
기장중학교경유

장안산단
1 45인승

07:10 08:30

퇴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장안산단
기장중학교 경유

기장중학교
1 45인승 18:10 19:10

토 요 일 퇴 근

운행회차 차량
운행시간

장안산단
기장중학교 경유

반여농산물시장역
1 45인승 12:30 13:00

구분 정 류 소

반여

반여농산물역 2번출구↔윗 반송↔안평역↔기장읍 동부리 동양가든↔
기장도서관↔기장중↔죽성삼거리↔기장군청↔좌천농협↔원자력병원
↔(주)경지 앞↔(주)호승기업 앞↔(주)명보철강 앞↔동연스틸(주) 앞
↔마조섬유 앞

장산

장산역 2번출구↔송정입구 버스정류장↔내리휴먼시아 건너편↔청강시
내버스차고지↔청강사거리↔기장시장↔교리사거리 물좋은온천 앞↔원
자력 의학원↔(주)경지 앞↔(주)호승기업 앞↔(주)명보철강 앞↔동연
스틸(주) 앞↔마조섬유 앞

출 근

운행회차 차량
반여농산물역

2번출구
명례산단 비고

1 45인승 06:50 08:00 토요일 미운행

운행회차 차량 장산역 1번출구 명례산단 비고

2 45인승 06:50 08:00 토요일 미운행

퇴 근

운행회차 차량 명례산단
반여농산물역

2번출구
비고

1 45인승 19:00 20:00 토요일 미운행

운행회차 차량 명례산단
장산역
1번출구

비고

2 45인승 19:00 20:00 토요일 미운행

1. 정관산업단지무료통근버스

○ 정관산단 정류소

○ 운행 시간표 ※당일교통상황에따라도착시간은다소지연될수있습니다

2. 장안산업단지무료통근버스 (변경)

○ 장안산단 정류소

◎ 운행 시간표 ※당일교통상황에따라도착시간은다소지연될수있습니다

3. 명례산업단지무료통근버스

○ 명례산단 정류소

○ 운행 시간표※당일교통상황에따라도착시간은다소지연될수있습니다

불편신고 :부산경제진흥원(1577-0062)

넙치굩 가자미굩 누가 누구지?
3월 31일까지 수산과학관 기획전시실

부산 수산과학관(관장 김영섭)에서는

형태가 서로 비슷해 일반인들이 쉽게 구

분하기 어려웠던 수산물을 실물표본과

모형을 통해 직접 관찰하고 구분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이색 기획전이 열려 눈

길을 끌고 있다.

룙알쏭달쏭 닮은 듯 다른 우리 수산물룚

이란 주제로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번 기획전에는 어류, 두족류, 패류, 갑각

류, 착삭류, 해조류 등 전체 20가지 테마

49종의 수산물의 형태적 특징을 배워보

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는 실물표본과 모

형이 함께 전시되어 기획전을 찾는 관람

객들이 보다 생생한 비교 관찰체험이 가

능하며 전시장 한편에는 닮은꼴 이색 포

토존이 마련되어 관람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수산과학관(720-3061)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도시양봉 1기회원모집

기장양봉연구회에서는 릫도시양봉 1

기 회원릮을 모집 중이다. 대상은 도시

양봉을 통해 꿀을 얻고 벌을 키우고

싶은 도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기

간은 3월초에서 12월말까지로 꿀벌의

계통과 특성, 기초 봉군 관리 등 이론

교육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벌

의 생리 확인 및 월동 포장, 벌 관리

방법, 인공 분봉 등 실습교육은 매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에 갖는다. 교육장

소는 기장양봉연구회 회원농장이며

교육비는 무료로 모집인원은 20명까

지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선착순 접

수하면 된다.

문의 : 기장양봉연구회장

(010-6510-8395)

2015년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안내

릲청정지역 소산미나리 납시오릳

청정지역 철마면 소산마을에 약 2

천㎡의 비닐하우스에서 밭미나리(또는

불미나리)가 파릇파릇 싱싱하게 봄의

기지게를 펴고 있다. 청도한재미나리와

같이 릫소산미나리(대표 최영수)릮로 이름

지어진 이 미나리는 무농약, 유기농, 지

하수로 재배한다. 오는 3월 초에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다. 미나리 재배 하우스

옆에 자리를 마련해 미나리를 판매할 계

획인데 손님이 고기를 직접 가져와서 구

워먹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예약 전화 010-385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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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제품 제조 노하우로 실버산업 발전 기여할 터
2015 부산시선도기업 지정, 국내 최초 매트형 배회감지기 개발

음식점의 성공포인트 ④ 비용은 이익의 최대원천

정형명(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음식점 창업에서 메뉴 못지않게 고민되는 것이 가격일 것이다. 가격을 올리자니

매출이 떨어질 것이고, 가격을 내리자니 매출은 오를지라도 이익이 떨어질 것이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정말 고민꺼리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요

즈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서는 설령 가격을 내릴지라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지

않으니 이레 저래 속만 탄다. 어떤 좋은 탈출구가 없을까.

이를 때일수록 가격이나 매출이 아닌 다른 요인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지혜

가 필요한데, 다름 아닌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헌데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그

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인식을 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합목

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격과 매출에 얽매이지 말고 릲비용은 이익의 최대 원천(源

泉)릳이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비용이 이익의 최대 원천이라니? 무슨 뚱딴지같은 소

리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풀릴 수 있다.

모든 업종에서 비용은 매출과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그러나 이

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비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매출과 이익을 증진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은 다른 어떤 업종들보다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

가 많다. 그 이유는 비용 발생의 최대 요인이 식재료이고 식재료의 대부분은 가공되

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품 등 노력여하에 따라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력여하에 따라 양질의 재료를 확보함으로써 매출을 증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의 원천은 크게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요약할 수 있다. 매출원가를 절약하

기 위해서는 첫째 원재료를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둘째 품절이나 도산,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입처를 다원화해야 한다.

셋째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수시로 재고를 파악함으로써 과다한 재고

보유를 없애고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질유지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관함으로써 재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원재료를 절약해야 하는데 예상고객의 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폐기

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고 가능한 한 쿠폰, 마일리지, 할인, 무료식권 등의 판매촉

진 도구를 활용하여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철저한 재고관리와 체계적인 수요예측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나 완성품이

남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둬야

한다.

판매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건비를 절약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지인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소수정예화를 통한 능력급 대우를

함으로써 근로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자율 배식대를 통하여 종사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사소할지라도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

는 범위내에서 각종 일반판매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매출원가와는 달리 판매관리비는 절약의 폭이 작을 수 있다. 그래서 자영

업의 이익관리에서는 매출원가는 변동비라고 칭하고 판매관리비는 고정비라고 칭한

다. 이는 곧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판매관리비보다 매출원가를 절약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경기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있다. 가격이나 매출에 의존하는 이익증진은 외

부환경인 고객에 의하여 좌우되기 십상이나 비용절약을 통한 이익창출은 사업자 자

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당 수준까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릫매출증진만이 이익이 아니다. 비용절약도 이익이다. 오히

려 비용절약이 더 크고 더 수월한 이익원천이 될 수 있다릮

는 신념으로 비용의 원천을 더욱 예리하게 통찰하고 분석

함으로써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삼인정밀에서 생산하는 주력 제품들.

정관면에 위치한 삼인정밀(대표 윤경

수)은 2000년에 설립되어 폴리우레탄 성

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완제품 제조회사다.

우레탄 성형, 전장조립, 대차조립라인 등

다양한 제조기반을 바탕으로 발포바퀴, 휠

체어 부품, 피로방지매트, 온열제품, 고령

친화용품 및 장애인용품 등을 직접 개발해

서 생산하고 있다.

삼인정밀 윤경수 대표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를 읽고 적응하는 능력이 남달랐다.

2000년대 초 힐리스라 불렸던 기능성신발

용 우레탄 휠을 개발해 수출해 왔으며 인

라인 휠 원액 개발에도 성공하고 생산 판

매를 해왔다. 또한 LG청소기용 무소음바

퀴를 개발 납품하기도 했다. 유행이 지나

고 사회적 환경도 변함에 따라 2009년 자

체 브랜드 릫마루나(MARUNA)릮를 출시하

고 복지굛고령친화 용품 등 실버산업에 중

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삼인정

밀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매트형 배회감

지기는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환자의 실종

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한

다. 가정 또는 시설에서 현관이나 방 앞에

매트를 설치하면 센서에 의해 간병인 또는

보호자가 집안 어디서나 환자의 이동여부

를 확인 할 수 있어 보호자의 안도감과 편

의성을 증진시켰다.

더불어 고령자나 유아의 낙상사고를 방

지하는 미끄럼방지 매트는 체중분산을 통

해 다리의 피로를 예방하고 사용 시 지압

효과가 좋으며 원적외선 방사효과와 향균

효과가 있다. 주방, 거실, 베란다, 욕실 등

장시간 서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

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의 자세 변환과 유

지에 도움을 주는 자세변환용 쿠션, 허리

혹은 배가 불편한 사람을 위한 벨트타입의

적외선 온열복대, 추운 겨울 시린 손을 따

뜻하게 해주는 온열 핸드워머도 개발해 생

산하고 있다.

산업굛차량용품으로 쓰이는 발포바퀴와

폼필드타이어는 펑크가 나지 않고 바람 빠

질 염려가 없는 바퀴로 야쿠르트 카트용,

노인용 스쿠터용, 전동대차용으로 사용되

며 오래토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발된 바퀴는 자전거

등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

장을 확대하고 있다. 삼인정밀은 201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복지용품인 보

행보조용 실버카,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

전손잡이 등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들이 특허 받고 등록되어 시판되

면 국내에서는 가장 다양한 종류의 복지용

구를 보유한 회사가 된다. 또한 신개념 지

팡이, 무릎 보호기 등의 제품을 유한킴벌

리사와 공동개발 진행 중이며 2016년에 제

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ISO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복지용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삼인정밀은 2014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15년 바이오헬스

산업 부분 부산시 선도기업으로 지정됐다.

임직원 모두는 독자적인 기술로 고객이

원하고, 만족하며, 인정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것이라는 품질경

영 방침 아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하고 웰빙에 바탕을 둔 제품을 개

발 및 생산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회 건설

과 건강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연탄배

달, 제품기부 등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진

행할 계획이다.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지역굛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협약체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

상규, 기장군 정관소재) 는 지역, 산업 맞

춤형 인력양성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산

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와 2월 13일 한국산업인

력공단 부산지역본부 4층 세미나실에서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약정체결로 동부산폴리텍대학은

2015년도부터 부산지역 산업인력양성계

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전문훈련기관

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한상규 학장은 릲우리학교가 갖춘 인프

라를 활용하여 교육생들에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품질안정과 생산성향상에 기여해야한다릳

고 밝혔다.

의료용전리함교정기관인증획득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양광모)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

교정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

유일 의료용 전리함 교정기관이 된 동남

권원자력의학원은 국내 80여 곳 방사선

치료 시설에서 사용 중인 약 160개의 전

리함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

게 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시험기관인정

협의체(ILAC) 소속 70여개 국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번 전리함 교정기

관 구축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정부출

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본 인

증은 국제 규격 요건에 따라 교정기관이

갖추어야 할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비하

고 한국인정기구 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부여받았다.

급증하는자연재해풍수해보험으로대비합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

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입니다.

□풍수해보험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굛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

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부담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

(개인은 3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가입문의

재난안전과 709-4634, 읍굛면굛동사무소, 5개 판매보험사

※ (판매보험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

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농축협지점)/＊농협중앙

회 제외

다함께해요안전한기장만들기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문화운동추진기장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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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버섯 들깨 전골

단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부종을 완

화시켜 준다. 또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을 예방해주며, 감염증을 예방

하는 효과도 있다. 버섯은 저칼로리의 고단

백, 고식이섬유 식품이며 글루칸이라는 파이

토케미컬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기능을 증

진시켜주고 암 예방 효과도 있다. 들깨는 오

메가 3번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심

혈관계질환과 아토피질환 예방에 좋다. 하지

만 산패가 빨리 촉진되므로 냉장이나 냉동 보

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료 및 분량 (3인분)

느타리버섯 80g, 새송이버섯 80g, 표고버

섯 80g, 팽이버섯 80g, 양파 반개, 계란 1개,

단호박 80g, 청고추 1개, 홍고추 1개, 대파 약

간, 육수 5컵, 들깨가루 5큰술, 다진 마늘 약

간, 국간장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1. 새송이버섯, 불린 표고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2.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은 가닥가닥 나누어

준다.

3. 양파, 청고추, 홍고추는 채 썰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썬다.

4. 계란은 황, 백 지단을 구워 직사각형 모양

으로 썬다.

5.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납작하게 썬다.

6. 육수에 들깨가루, 다진 마늘을 섞고 국간

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7. 전골냄비에 각각의 재료를 색깔에 맞게 돌

려 담는다.

8. 들깨육수를 가만히 부어 끓인다.

강현주(기장군 아토피케어푸드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릫집밥릮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엄마손 식당

릲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이 생각나요릳

오시는 길

삼시 세끼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행복하던 때가

있었다. 밥 한 그릇에 찬기 하나만 있어도 둘러앉은

식구가 있기에 넉넉하고 풍성한 식탁이었다. 시간

은 흐르고 흘러 이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제대로 한

끼를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바쁜 일상 속 빠

르고 간편한 식문화는 릫감동릮을 앗아갔고 엄마의

릫손맛릮이 그리워지게 했다. 값비싼 코스 요리를 뒤로

하고 릫집밥릮이 뜨는 배경이다. 그리고 시장은 정확

히 트렌드를 읽어 냈다. 지금은 바야흐로 한식의 전

성시대다.

엄마가 만들어준 따뜻한 릫집밥릮이 먹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엄마의 손길과 손맛은 뭔가 특별하진 않

지만 그리워 질 때면 찾을 수 있는 곳이 기장에도 있

다.

기장읍 차성동로 87번길 인근에 위치한 릫엄마손

식당(이순악, 68세)릮은 주머니 사정이 얄팍한 서민

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름만큼이나

주인의 인심 또한 푸짐하고 넉넉하다.

11월부터 1월까지 일출사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 많은 사진가들이 3개월 동안 새벽잠을 잊

는다. 나 또한 일출 촬영을 마치고 나면 따뜻하게 몸

도 녹이고 아침식사를 위해 들리던 곳이다. 아침 식

사를 하는 식당이 그리 많지 않기에 어렵사리 찾아

든 식당, 밥에서부터 김치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

나 소홀함이 없는 식단이다.

주 메뉴는 릫엄마손 정식(6천원)릮이다. 매일매일,

어떤 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찬이 바뀐다. 반찬

을 그때그때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국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등도 각 6천원이다.

돼지두루치기는 1인분에 8천원, 갈치찌개는 1만5천

원, 아구찜은 중자가 2만원, 대자가 3만원이다.

몇 가지 메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손 정

식이 기본이다. 여기에 청국장과 두루치기를 추가해

서 먹는 손님들도 많았다.

청국장은 직접 띄우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거래해

온 믿을만한 집에서 받는다. 청국장은 바지락 조개

와 두부, 야채 등을 넣어 끓여낸다. 구수한 냄새가

가득 풍기는 청국장은 여럿이서 깔끔하게 떠먹기 편

하게 개인용 접시가 함께 나온다.

청국장과 함께 나온 반찬들은 조기구이, 생선전,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어묵볶음, 멸치볶음, 콩자

반, 김치 등 정겨운 집 반찬들이 한상 그득하게 차려

졌다.

늘 먹던 엄마가 차려준 반찬처럼 짜지도, 싱겁지

도, 달지도, 맵지도 않고 입에 딱 맞았다. 먹고 나서

도 속이 편안하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반

찬을 만들어 그런지 반찬 하나같이 맛있었다.

진한 맛은 아니지만 구수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청

국장을 한 입 떠먹으니 입 안 가득 행복한 맛을 전해

준다. 이 집은 청국장은 발효과정에서 고유한 맛을

그대로 유지한 채 냄새를 덜 나게 띄우는 방법으로

처음 맛 본 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가 이 식당을 인수한 것은 작년 4월이지만

기장관내에서 10여년 이상 식당을 경영해 왔다. 특

히 사찰 음식을 하며 오랫동안 손에 배인 손맛이 지

금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사가 가능하고 첫

째, 셋째 일요일은 휴무이다.

굩
릫2013 국민건강영양조사릮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

민 한 사람당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0.2g으로, 이

는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및 한국인 영양

섭취기준의 목표섭취량인 5g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소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과잉 섭취는 삼투압

현상에 의한 혈류량 증가로 고혈압과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체내 칼슘을 배설시켜 골다공

증을 유발하며 위암을 촉진하거나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주식인 밥과 함께 국이나

탕, 찌개 등을 먹는 탕반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서 장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 식품 등을 다량 섭취

함으로써 나트륨의 섭취량이 높다. 또한, 최근 식생

활의 변화와 외식의 증가로 아동 및 청소년층에서

전통적인 식품보다 식염 함량이 높은 햄버거, 피자,

후라이드 치킨 등의 패스트푸드, 각종 스넥류와 가

공식품 및 음료를 선호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이미

고나트륨 섭취 식습관이 형성된다고 한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나트륨의 75％는

식품의 가공 과정 중에 첨가되며, 15％는 양념이나

화학조미료 등을 통해 조리과정에서, 10％ 정도가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된다. 따라서 소금 섭취를 줄

이기 위해서는 첫째, 식품 선택과 구입에서부터 나

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한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식품을 선택하고, 자연식품 중에서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육류, 치즈, 생선, 조개류보다 나트륨

함량이 낮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활용한다.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함

유된 채소류, 우유 및 유제품, 두류와 견과류 등의

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영양표시를

읽고 나트륨 함량이 적은 저염 제품을 선택한다.

둘째, 조리과정에서 나트륨의 사용량을 낮춘다.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을 적게 사용하는 대

신 고춧가루, 후춧가루, 파, 마늘, 양파, 산초 등 천

연 향신료를 사용해 맛을 낸다. 또, 뜨거울 때나 매

운 맛이 강하면 짠맛을 잘 못 느끼므로 주의한다.

셋째, 식사과정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을 줄

인다.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조미료 등으로 간

을 하는 국이나 찌개, 면류의 국물을 적게 섭취하

고, 김치 대신 생채소와 쌈장을 먹어보도록 한다.

외식 시에는 소금, 장류의 추가 사용을 줄이고, 나

트륨이 많이 함유된 토마토케첩, 마요네즈 등 소스

와 드레싱도 적게 먹는다.

강희정(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연구위원,

동부산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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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안내

구 분 과 정 명

사회
교육부

오피니언
리더

골프CEO7기, CEO비젼리더십, 가요 색소폰
CEO, 재즈 색소폰 CEO, 서양화 작가 입문
반, 부동산 상가중개실무, 부동산 경?공매

자격증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사, 웃음치료사,
커피바리스타, 예술융합, 우쿨렐레, 그림책
놀이지도사, 다문화가정복지상담사, 마술교
육지도사, 서비스(CS)강사양성, 환경관리지
도사, 라인댄스지도사

미술굛공예
굛사진

서양화, 한국화(수묵화/채색화), 사진(초급/
중급), 사진작품연구, 서은혜의 감성드로잉,
전통자수공예지도자

전문가
양성

까페메뉴레시피, 까페사이드메뉴, 음악치료
(기초), 이어테라피, 피아노콩쿠르전문지도
자, 피아노어드벤쳐전문교사양성, 수리연산
방과후지도사(기초), 파워포인트제작＆스마
트워크

음악

가곡교실, 경성째즈섹소폰오케스트라, 교회
음악오르간지도자, 통기타교실, 목련합창단,
보컬트레이닝, 테마별클래식산책, 힐링클래
식감상법

일반교양
신비한산야초활용, 실전명리학, 한식대첩2
체험하기, 시창작, 생활속인테리어기법, 성
공적인프랜차이즈창업, 성인발레, 한국무용

패션굛헤어
굛꽃

한국복식전승, 한복지도자, 화훼장식플로리
스트, 헤어뷰티최고지도자, 헤어일러스트

어학교육부
영어회화(주간/야간), 일본어회화(주말), 토
익(LC/RC), 토익스피킹

스포츠센터 수영, 헬스, 스쿼시, 아쿠아로빅, 요가

1. 개강 : 2015년 3월 첫째주 과정별 개강

2. 접수 : 2015년 1월 ~ 3월 첫째주까지, 과정별 등록순 마감

3. 신청방법 :①전화 및 방문 ②인터넷신청 (홈페이지 http://ks.

ac.kr/kscec)

4. 문의처 : 사회/어학교육부 051-663-5311~5316

스포츠센터 051-663-5300~2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유료광고

2015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내용 :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 열람 및 의견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기 간 : 2015. 3. 11 ~ 3. 31

□ 열람장소

▷ 개별주택가격 : 인터넷열람(http://hpas.busan.go.kr),

세무과

▷ 공동주택가격 : 인터넷열람( http://aao.kab.co.kr ), 세

무과,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 의견제출

열람한 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

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인

터넷이나 기장군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장소

▷ 개별주택가격 : 인터넷(http://hpas.busan.go.kr),

세무과

▷ 공동주택가격 : 인터넷 (http://aao.kab.co.kr ),

세무과,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 기타문의

▷ 개별주택가격 : 기장군청 세무과(709-4881~3)

▷ 공동주택가격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462-0401)

퀴즈협찬광고

(주)효신플랜트
(도시가스 1종 시공업체)

전화 : 051-418-0525

기장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굩

도시가스 시공업체 (주)효신플랜트입니다.

서민이 서민의 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려니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지요

(주)효신플랜트로 문의하세요굩

주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비는한세대정부지원

융자 500만원까지됩니다.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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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단바위 깨뜨리다 저주받은 석공

옛 기장의 포구명칭이던 무지포(현. 대

변 연화)에서 가을포(현. 송정)사이의 해

안에 제룡단이 있다. 어촌에서 고기가 잡히

지 않던가 또는 적조현상이 계속될때 이곳

에서 용(龍)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또

가뭄이 계속되면 어민들과 농민들, 때에 따

라서 현감(군수)까지 나서서 기우제를 올

리던 제의식장으로 알려져 있다.

높다란 바위 위 북서쪽은 병풍처럼 둘러

져 있고 그 안쪽에 祭龍壇(제룡단)이란 금

석문이 크게 새겨져 있다. 제룡단 앞 평평

한 바위에는 2~30명 정도가 앉을수 있고

뒤편 남쪽은 망망대해와 접해 있다. 약 300

년 전인 1733년 영조임금을 모시고 있던

이조참의 권적이 기장현감으로 좌천돼 이

곳을 자주 찾았는데 그와 동행했던 학자 신

오의 기행문에 기우소(祈雨所)가 있다는

것을 볼 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후로 금

석문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룡단이란 글자 그대로 용에게 제사를

올리던 곳이다. 용이란 상상의 동물로서 신

비적 민속적인 신앙대상물이다. 용은 사지

를 갖고 물속에 살며 때로는 하늘에 오르는

가 하면 바람 구름 번개를 일으키고 비를

내리는 영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예부터 기장 해안지대 어촌에서는 풍어

와 출어한 어선의 무사귀항 그리고 기우제

를 바다의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이곳 제룡단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

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 했으며 이

웃 마을에서는 골맥이 할매당이라고 하여

정월 보름날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또 옛

날 하늘의 옥황상제 딸인 옥녀가 이곳 경치

가 도원경보다 좋다 하기에 지상으로 내려

와 도취되어 머물다 마침 이곳에서 수도하

던 스님과 정이 들었다고 한다.

얼마 후 산고의 신음소리를 들은 옥황상

제가 크게 성을 내어 옥녀를 하늘로 불러올

렸는데 그때 미쳐 태를 끊지 못하고 승천하

는 바람에 피의 자욱이 높다란 바위에 얼룩

져 있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권적현감이 이곳을 찾아

서 높다란 바위에 7언 체의 시를 남기고 있

는데 그 내용은 릲귀양살이 같지만 오히려

신선이 노는 봉래산을 가까이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이조참의에서 여기에 왔노라 시랑

대(侍郞臺)란 석자의 글씨를 여기 푸른벽

(바위)에 새겨 천추의 긴 세월동안 남아있

게 하리라릳

이 시에도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면

서 칭송하고 있다. 권적이 바위에 시랑대라

고 새겨진 뒤 이곳지명이 시랑대라고 했다.

동해남부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이 시랑대 바위에 흠이 하나

있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이 바위의

일부가 2~4cm에 정도로 금이 길게 짧게서

리 여러곳 바위에 나 있어 이를 그대로 쪼

개면 구들장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일부 건재상인들이 군침을 사고

있었는데 1960년도 들어 부산시내서 건축

재료상을 하고 있던 김모석공이 이를 채취

하기 나섰다. 우선 금이 나있는 바위들을

쪼개서 보니 아래위가 모두 넓적넓적하여

구들장으로는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며칠

을 두고 이를 캐어 인부를 동원, 비포장 도

로까지 운반하여 트럭에 실었다.

그 당시 송정-해운대사이의 도로는 군사

보호구역이 되어있어 기장에서 동래로 경

유하여 시내 중심부로 갔었다. 김씨가 탄

트럭이 기장을 경유하여 안평저수지쪽으로

내려 갈 때 갑자기 릲핸들릳에 이상이 생겨 그

만 저수지 상류쪽 기슭으로 내려 처박혀 버

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트럭을 도로까

지 끌어 올리고 쏟아버린 구들장을 다시 주

워 싣는 등 김씨는 많은 손해를 보았다. 가

져 간 구들장이 쉽게 잘 팔리자 김씨는 까

다롭고 일 많은 육지운반보다 이번에는 바

다로 해서 배로 운반하기로 하고 수영에 있

는 어느 어민으로부터 배를 임대 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발동선이 아

닌 큰 돛단배였다.

첫날 작업은 순조롭게 되어 수입이 좋은

편이었는데, 2차 작업을 하려니 새벽이었다.

흰옷을 입은 노파한분이 김씨를 보고 성을

내어 릲이놈릳하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놀라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김씨는 찜찜한 마음

이 들어 오늘 작업을 중단할 생각이 자꾸 들

었으나 선불된 배임대료와 인부동원경비 바

람에 할 수 없이 출항하게 되었다.

선박을 제룡단이 있는 시랑대 동쪽 끝에

다 정박시키고 캐어둔 구들장을 배에다 차

곡차곡 실으니 선주는 돌을 많이 실으면 운

항이 어렵다고 하면서 가급적 적게 실어 자

주 왕복하는 것이 좋다고 인부들을 타일렀

다. 만선이 되어 배는 부산 쪽을 향해 돛을

올렸다 바람과 물결이 너무 잔잔하고 순조

로워 김씨의 마음은 흡족했는데 송정과 구

덕포 앞을 지나 청사포 앞바다까지 왔을 때

였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바닷물결이 일기 시

작 하더니 갑자기 샛바람까지 불어 배가 마

을 앞을 지나는 순간 그만 암초에 부딪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

면서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구들장과 배는 사라져

김씨는 큰 손해를 봤다. 육지와 바다에서

사업을 실패한 석공 김씨를 향해 많은 사람

들은 예부터 신선시해오고 있는 제룡단 신

의 노여움을 산 응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앙은 또 있었다. 시랑마을 박

모씨(75)는 50여년전 아래채를 지었는데

그런데 집을 짓고 난뒤 이상하게도 가족들

의 우환이 계속 생겼는가 하면 집안에서 하

는 일들이 모두가 꼬여 지역에서 소문난 점

쟁이를 찾았다. 그런데 점쟁이의 하는 말이

부정 탄 물건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대로

두면 계속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이를 없애

라고 했었다.

박씨는 부정탄 물건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났는데 뒤늦게 떠올린 것이 제룡

단의 돌이었다고 한다. 박씨는 아래채집 방

구들장을 깔기 위해 석공이 캐어 놓고 가져

가지 않았던 구들장 몇장을 갖고 온 일이

있어 이를 다시 파내어 제자리에 갖다 놓은

후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 때 제룡단 앞에서 관리들과 토호들

이 어울려 놀이를 하다 관기가 높은 바위에

서 바다로 떨어져 사채를 찾지 못해 기우소

뒤 야산에 무명묘로 묻혀 오랫동안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 마을 노명준(83) 씨는 예

부터 신성시해오는 제룡단 주위를 잘 가꾸

고 보호하면서 전통문화를 이어주는 것이

야 말로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소명의식

이라고 했다. 옛날 유생들이 남긴 금석문과

민속적인 설화가 담겨져 300여 풍상에 시

달리고 있는 시랑대를 재조명할 날을 기대

해 본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평생비젼교육센터 과정별교육생모집굩www.sccare.kr

♧ 공통사항: 각 주1회 12주 과정 / 개원기념수강할인 월회비 4만원

오전.오후.야간 반 운영/ 재료비 별도

♧ 개원 이벤트: 유전자지문 진로적성검사 실시/ 선천적 능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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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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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요양보호를 할 경우에도 급여제공/

요양보호사모집 중굩

위치: 정관신도시 달산마을 버스정류장

앞 신영빌딩8층(평생비젼교육센터 내)

본인일부부담금지원혜택을받으세요굩

기장군에서 거동이 불편한 요양대상자 어

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중풍.파킨슨및노령으로
거동불편한어르신상담굩

우수방문요양기관

퀴즈협찬광고
www.sccare.kr

퀴즈협찬광고

국가자격증과정 평생교육전과정 3월9일개강굩(취업준비 및 일반 자격증 과정)

2015년 3월29일주. 야간반개강굩

요양시설 및 재가센터를 통해 정규근무

또는 단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취업이 용

이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몸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 때에도 내가 요양지원

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합격률 ＆ 2천2백여명 배출＆ 6백

여명 근무 중굩지역 자긍심의 교육기관굩

8전통의구)기장요양보호사교육원

1.국민자격증요양보호사
과정명 자격증명 자격번호 내 용

미술심리
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월화 10시~12시)

2014-2956
미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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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기본증명서, 3X4사진 3매

2015년 4월 20일주간반개강굩

초고령국가 진입 10년을 앞둔 지금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갈 장례전문가인 장례

지도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삶의 마지

막 과정을 인도하고 더불어 높은 소득까

지 보장되는 유망자격증인 장례 지도사

에 도전하여 미래를 대비 하십시요굩

(직장인/실업자국비지원가능)

2. 웰-다잉 시대 고소득

전문자격증장례지도사

요양.장례과정문의

051)724-5651

릫 릮

릫 릮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릫감사하며 살기릮 실천 쉽지 않지만

습관처럼 외다보면 행복 다가와

새해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마음을 전하는 연하장에 습관처럼 건

네는 인사말이 있다. 그 말은 분명 릫복

많이 받으세요.릮 일 것이다. 사전적 의

미의 복(福)을 살펴보면 릫생활에서 누

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릮이라

되어 있다. 복은 곧 행복이라는 것이

다. 여기서의 행복을 다시 한자로 풀이

해보면 다행할 행(幸) 또는 갈 행

(行) 으로 릫가다, 행위 등의 行자릮와

릫복 福자릮인데 행복은 복을 행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복과 행복, 돌고 도

는 순환적 정의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 얼마 전 지인이 보내온 메시

지에 담겨있던 행복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필자는 이 글에 실어 전하고

자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 소녀가 산길을 걷다가 가시 덤풀

속의 거미줄에 나비 한 마리가 걸려

버둥대는 것

을 발견한

소녀는 가시

덤풀을 헤치

고 들어가

거미줄에 걸

려 있는 나비를 구해 주었다. 이 때 소

녀가 구해준 나비는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며 자기를 구해 준 소녀에게 은혜

를 보답하기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

하라고 하였다. 소녀의 소원은 세상에

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고, 그러자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하고 사라져 버렸다. 이

후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

을 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

서도 늘 행복하게 살았다. 그의 곁에

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부

러워하며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

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눈앞에 두

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

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하기를 릲내가 소

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

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어. 그 때 천

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은 릲구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소원을 들어 드릴게

요. 지금부터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릳 라고 했어.

그 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

다고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했

던 거야. 사실은 천사가 내 소원을 들

어준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행

복이지.릳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은 할

머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이 평온함

이 가득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행복

은 무엇인

가. 앞서 언

급하였던 단

순히 복을

행하는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

와는 다르게 행복은 결국 감사함이라

고 말하는 것 같다. 어쩌면 새해에 서

로 전하는 릫복 많이 받으세요.릮라는 인

사는 결국 릫감사함을 느끼고 전하는

한 해가 되세요.릮라는 의미의 인사가

아닐까 싶다.

긍정적 사고와 감사함을 강조할 때

면 흔히들 쓰는 비유가 있다. 반이 채

워져 있는 물컵을 보면서 릲물이 반밖

에 없네.릳보다는 릲물이 반이나 있

네.릳를 말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 즉

지나가고 없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만

생각하기보다는 남은 것에 대한 감사

함을 느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러나 그 상황이나 여건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자신

의 마음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 매일

을 감사하며 지내기를 필자는 진심으

로 바라면서 행복을 위한 인사를 전한

다. 릲복 많이 받으세요.릳

부경평생교육센터 기장점 723-9700

기장평생교육센터 정관점 727-9950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철마면, 고촌 휴먼시아 아파트 릫지신밟기릮행사 가져

1 2

예부터 전해오던 지신밟기 행사가 어느

날 맥이 끊겼다가 송문기(철마풍물단장) 씨

의 노력으로 2005년부터 철마면에 풍물소리

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올해도 2월 25일

부터 27일까지 철마면(사진①) 전 마을에

지신밟기 행사가 열렸다. 한편 고촌 휴먼시

아 아파트 릫지신밟기릮(사진②) 행사는 2월

24일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올해로 5회째 개

최됐다. 김영일 위원장은 지신밟기를 통해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 신청기간 : 2015. 2. 23. ~ 2015. 3. 06.

○ 모집대상

▷ 2015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2015 제1차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선정

○ 접 수 처 :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일자리 창

출계

○ 제출서류 : 모집대상 분야별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

지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군청 교통경

제과 709-4392로 문의

201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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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청강 2주공 아

파트 노인정에서는 기체조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정연옥 강사는 건강에 높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2013

년부터 자원봉사로 릫기체조릮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릲매주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데 결석하는 분도 거의 없고 저

를 기다리는 어르신들 때문에 책임감을 가

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거워 하루 쉬고 싶어도 저를 기다리는 어

르신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가 없어요. 매년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3년째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

는데 유연성과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

지고 있습니다. 기체조는 바쁜 현대 생활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브레인 명상 호흡

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억제하

며 뇌를 활성화하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집중력 및 기억력 등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

에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운동입니다릳라며 정연옥 강사는 기

체조의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릲선생님 성격이 좋고 만만해서 그런지 무

리 없이 잘 따라하게 되고 수업시간에 많이

웃을 수 있어 즐거워요릳하며 송수남 어르신

이 이야기한다.

반장 김희철 할머니는 릲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웃으니 오

래 살 것 같아요릳하고 장복선 할머니는 릲젊

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

해지는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 운동하며 웃

고 마치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니 건강해

지고 복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릳라며 기체조

운동에 대해 호응한다.

기체조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답해주는 아주 간단한 처방들인데 너무 쉬

워서 오히려 시시해보이기도 하지만 호흡과

함께 해주다 보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운

동이 된다. 단순한 동작일수록 집중하는 힘

은 커지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

고 오로지 한곳에만 정신을 모을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머릿속이 복잡한 현대인들은

호흡과 의념과 동작을 통해 떨어진 몸과 마

음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고 긴장과 스트레

스, 운동부족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

그동안 기체조 반 어르신들의 활약상에

대해 정 강사는 이야기한다.

릲단전호흡, 웃음요법, 뇌호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참여 어르신들의 호

응이 높은 편이고 군에서 주관하는 생활체

육대회에 참가하여 관내의 주민들에게 기체

조를 선보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어 내는 활동도 펼쳤고 올해에도 기공대회

참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

니다릳

기체조는 심신을 동시에 수련해서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심혈관계와 호흡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

성질환 발병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

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 꾸준한 기체

조 연마를 통해 건강한 운동여가문화 정착

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체

조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100세 건강 기체조로 지키세요릳

우리 고장 기장에

서 활기차게 노년생

활을 하시는 분들

중 오늘은 송명호

강사(사진굛68세)를

만나보았다.

송 강사는 노인복

지관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곳에서 인기강사

로 통한다. 복지관 노래강사 경력 5년차, 노

래방에 등록된 노래가 있는 앨범까지 낸 베

테랑 가수이다. 송 강사의 수업을 듣고자 하

는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다. 어르신들의 치

매 예방을 위해 노래 가사를 보지 말고 되도

록 머리로 외워보자고 가르친다. 즐겁게 따

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골라 가르치고 수강

생들이 잘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너무 즐

겁고 행복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좋아

서 시작한 노래 강사활동이 남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기쁨

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커져갔다.

송 강사는 음악을사랑하는사람들과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함께 부를 때가 제

일 행복하고 기쁘다고 한다.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좋아

해주는 그 자체가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송 강사는 매일 아침 함께 강의를 하고 있

는 여 강사와 노래 지도안을 구성하고 어떻

게 하면 재미나게 가르칠까를 의논하고 공부

한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

가며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어르신은 규칙적인 강사활동과더불어봉

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남

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생활 철학을 전하고 있다. 송명호 강사가 참

여하고 있는 정신문화봉사회는 다양한 레크

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남은 삶

의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욕을 고취시

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고연화 명예기자

두호경로당 회원, 운영비 아껴 장학금 전달

두호 남 경로당 회원(회장 이문보)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십시일반 아껴 모은 40

여 만 원을 4년째 죽성초등학교 졸업생에

게 전달해오고 있다.

이문보 회장은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받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자

세로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전 회원들이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두호남경로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마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어려

운 이웃과 동료를 돕는 일에도 적극 앞장

서고 있다.

사진은 2월 17일 이문보 회장(제일 왼

쪽)이 죽성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장

학금을 졸업생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청춘굩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이 날만이라도

입춘과 우수를 지나고 경칩을 바라보는 3월이다. 봄이 든다는 입춘을 맞은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추위는 아직도 옷깃을 여미게 한다. 24 절기를 정한

선인들의 생각에는 미리 준비함과 기다림의 지혜가 스며있었던 것 같다. 사계

절에 들어선다는 입춘(2.4), 입하(5.5), 입추(8.7), 입동(11.7)이 모두 한 달

가량을 앞서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니 입춘이 왔다고 겨울이 다 간 양 생각하고 덜렁 내의를 벗어버리면 큰

코 다친다. 3월이면 어김없이 꽃샘추위가 온다. 릲꽃샘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

다.릳거나 릲삼월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릳는 속담도 있으니 이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릫3월릮 하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전개될 듯한 기대가 앞선다. 사실 모

든 학교가 시작된다. 새 학교에 새 학년에 새 교실에…. 신생(新生)의 의미를

가진다.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사회에 팽배한다.

3굛1운동이 3월에 일어난 것은 고종황제의 장례일(3.3)에 맞춘 것도 있지만

추위에 웅크리다가 새봄을 맞듯이,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박탈당한 10년 동

안의 쌓이고 쌓인 독립의지가 봄바람을 타고 분출 되었다고 느껴진다.

5대국경일의 시작이 이 3월에 시작된다. 길거리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우리

선열들의 독립의지를 되새기는 3굛1절 기념식이 전국곳곳에서 열리게 된다. 기

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삼일절 노래를 부르고 만세삼창을 외친다. 그러나 막

상 삼일정신을 알고 자유의지로 민족정신을 길러야할 대부분의 학생들, 젊은이

들은 거의 이 식전에 소외된다. 즐거운 나들이를 하는 공휴일쯤으로 생각하지,

선열들의 얼을 배우고 민족정신을 기르며 그분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것

에는 거의 무관심한 것 같다. 너무나 안일한 생각들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모르

겠다. 고층 아파트에 간간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볼 뿐이다.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된다.

지난해 어느 국경일날 안락동을 지나다가 20여 층의 고층 아파트에 나부끼

던 태극기의 장관에 망연히 서서 쳐다본 기억이 아직도 선연하다. 각 층의 같은

위치에 전세대가 모두 국기를 내걸어 펄럭이는 모습을 감동 깊게 보았던 것이

다. 단순히 보기 좋을 뿐 아니라, 이것을 보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

치리라 생각하니 무척 흐뭇했다.

6굛25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우리는 국경일이면 어김없이 등교하여 릫우리의 맹

세릮를 외고, 릫국경일 노래릮와 만세삼창을 외쳤다. 자라면서 국경일의 의의와 정신

을 깨우치긴 했지만,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어려울 때 나라를 생각하

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겠지만, 어떤 시기라도 자라는 후예들에게는 민족정신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길러 주어야 한다.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후예들을 가르칠 탈

무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국경일만이라도 그 정신을 가르쳐, 습관이 되고 정

신이 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길러 주고 민족정신을 알게 한

다면 국기(國旗)와 국가(國歌)를 폄훼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3.1절 96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국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의 정신은 상해임시정부를 낳았고, 릫우리대한민국

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릮한다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3굛1 운동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

니라, 국가존재의 기본틀이 되어 있음을 알고 이를 우리 후손들에게 되새겨 주

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월의 시작이 이날부터 되니 바야흐로 새 생명이 움트는 좋은 때에 이날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앞장서서 국기를 달고, 각

가정에서는 젊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국기를 달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그 수많은 고층 아파트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 날만이

라도.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 주간반

- 야간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청소년반, 어머니 요리반
▶

○모집대상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청소년

(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

○ 2년만에정규고등학교졸업장취득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신 분은 기간을 더 단축)

○무시험으로전원대학진학

○각종조리사자격증취득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자격증)

○직장인을위한반개설

- 출퇴근시간 지장 없습니다

-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학비무료입니다

실업자 국비 계좌제 모집

모집대상

뀱현재구직중인자
뀱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자)
뀱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
선착순모집

개강시기 3월, 9월

수업료 국비70％~100％지원

일반훈련생모집

모집대상

뀱보건,의료관련학과 재학생
뀱병의원근무자중 자격증미소지자
뀱군의무병지원자
뀱주부
뀱어린이집종사자

개강시기 수 시 모 집

훈련비 250,000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모집

모집대상

뀱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자
-휴업자

개강시기 수 시 모 집

수업료 국비 100％지원

문의전화 : 724-7131

위치 : 기장중학교 정문. 롯데리아 맞은편

릲
릳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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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유료광고

010-7648-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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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문화(農耕文化)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장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농자천

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업국으

로 경작하는 많은 종류의 농작물들은 결

국 물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농사짓기에

적당한 비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에 따

라서 농업의 주종을 이룬 벼농사는 원산

지가 고온다습한 곳이지만, 특히 우리나

라는 장마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

으며, 곡식이 성장할 때 쯤 가뭄이 계속

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어서 벼농사에

필요한 강우량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곳

이 허다하였다. 농사용 수리시설이 부족

했던 옛날일수록 하늘에 비를 비는 제례

의식인 기우제(祈雨祭)는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기장은 물론 전

국적으로 심각하였으며 보편적인 현상

이 되었다. 한해 농사로 농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비였기 때문에 기우

제는 하나의 연중행사였고. 그래서 가능

한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 왔다. 조선시

대 기장지역에서 행하여졌던 비를 빌던

기우제와 제사를 지내던 장소인 기우처

대한 기록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기장 고지도(海東地圖)의 취봉산과

원앙대(시랑대) 기우처(祈雨處)

지금부터 250여 년 전, 기장군의 인문

굛지리적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고지

도인 룗해동지도(海東地圖)룘의 기우처

(祈雨處)에 대한 표기가 두 곳으로 되어

있다. 그 중 한 곳은 취봉산(鷲峯山) 기

우처로 지금의 정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달음산이라 부르는 취봉산 정상부

분이며, 다른 한 곳은 원앙대(鴛鴦臺)

기우처로 기장읍 시랑리 용궁사 인근의

시랑대 암벽 너럭바위가 있는 곳이다.

기장고지도 뢾해동지도뢿 상의 기우처가

취봉산 보다 약간 높게 그린 것은 실제

로 제일 높은 산정상은 아니지만 제사를

지내는 성스러운 곳인 기우처가 하늘과

가까이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장군의 지형은 뒤쪽(西)으로 원적

산(千聖山)과 대운산맥이 뻗어 내리면

서 생겨난 그리 높지 않는 산들이 병풍

처럼 둘러 쌓여있고, 앞쪽(東)은 대한해

협을 마주하고 앉은 배산임해(背山臨

海)의 형상이고, 서쪽은 산들로 높고 동

쪽은 낮고 평탄하여 서고동저(西高東

低)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기장에서 제

일 높은 산은 양산군을 가까이한 철마면

에 소재한 철마산(604ｍ)이며, 그 다음

으로 높은 산이 기장군의 중앙에 우뚝

솟아 동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장 8

경 가운데 제1경인 취봉산(達音山)이

다.

기암으로 이루어진 취봉산의 산봉우

리는 3곳이다. 모두가 바위암반으로 형

성되어 있고, 정상에 서면 동해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조

망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치이다. 이곳

정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장지역 주민

들이 하늘에다 인간의 복을 빌며 기원하

기도 하였으며, 가뭄에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비는 기우제 등의 제천의식를 가

질 수 있는 좋은 자리이었다.

기우제 의식을 행했던 취봉산의 제일

높은 곳인 취봉(鷲峯)은 해발 587.5ｍ

로, 이곳은 편편한 바위로 30여명 이상

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다.

현재는 이 바위에 산의 정상임을 나타내

는 표지석(달음산)이 서 있고, 바위 표

면과 아래쪽 여기저기에 삼국시대의 토

기 편을 비롯하여 청자, 분청, 백자 및

기와 조각을 발견 할 수 있는 곳이다. 한

편, 기장군문화유적분포지도(2005년, 기

장군복천박물관)상에서는 이 지역을 기

장군 용수리 룗달음산유적(기장군 정관

면 용수리 산138-6일대)룘으로 통일신라

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제사유적지로 기

록하고 있다.

1659년, 약재(藥齋) 고두문선생(高斗

文先生)의 유배문집에 기록된 기우제 의

식

기장은 조선시대 유배지의 한 곳으로

제법 많은 인물이 이곳으로 와서 귀양살

이를 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지금으로

부터 356년 전인 1659년에 전라도 함평

에서 유배온 약재 고두문(1614~1668)선

생의 문집에서 당시 기장지역의 한발이

매우 심하여 고을 수령이 목욕재계를 한

뒤 기우제를 지내고 3일 만에 비를 얻었

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약재선생은 1차 유배지인 기장에서의

적거기간은 1659년(乙亥)가을부터 1661

년(辛丑) 12月까지 햇수로는 약 3년간

이며, 2차 유배지인 웅천의 유배기간은

1663年(癸卯) 가을부터 1666년(丙午)

10月까지 햇수로는 약 4년간이다.

조선조는 국가적 내우외환과 함께 당

쟁으로 인하여 올곧고 뜻이 있는 많은

선비들이 인생의 꿈을 제대로 펴보지 못

하기도 하였고, 벼슬에 있으면서도 멀리

한직으로 밀려나가거나 유배를 당하기

도 하였다. 약재선생은 고산 윤선도의

기장유배생활 41년 뒤에 그리고 지호 이

선공보다 30년이나 앞선 해인 효종 10년

(己亥:1659)에 이곳에 유배왔으나 평생

을 충절로 일관하고 선비로써의 절개를

지키어 자산서원(紫山書院) 구원에 신

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의 문집 가운데,

기우제에 관한 한시가 2수인데, 그 중에

1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릲기장고을 벼

밭이 몇 이랑이나 되는가? 가을이 다 되

도록 가뭄으로 곡식의 싹이 절반이나 말

랐고, 원님이 목욕재계하여 장차 비 오

기를 기원하니 바야흐로 때를 맞추어 단

비가 하루아침에 쏟아진 것을 알았더라.

(贈車城 祈雨二首/機 以六七月之旱祈

之於鴛鴦(元央)坮三日得雨可賀 : 機邑

稻田問幾頃 秋成已迫半苦苗 使君齊沐將

祈雨 方識甘霖注一朝)릳라고 기록하고 있

다. 이 시는 당시 기장 고을의 심한 가뭄

과 한발을 해갈하기 위하여 고을원님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비를 비는 간

절한 심정으로 지금의 기장읍 공수마을

의 시랑대인 원앙대에서 기우제를 지내

고 3일 만에 비를 얻은 것을 축하한 칠

언절구 형식의 한시이다.

1801년, 심노숭(沈魯崇)의 기장 유배

문집에 기록된 기우제

릲전 참봉 심노숭을 기장현에 정배하

라.릳는 기록이 순조 원년인 1801년(辛

酉) 2월 26일(壬申)자의 룙순조실록룚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순조실록의

1805년(乙丑) 7월 26일(丙子)자에 릲기

장의 심노숭 등 죄인들을 방면하라.릳 는

기록이 있다.

약재고두문선생보다 142년뒤에기장

에 유배온 심노숭(1762년~1837년)의 유

배문집인 뢾남천일록(南遷日錄)뢿은 19세

기 기장의 사회상과 풍물 등을 잘 알 수

있는 향토역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

이다. 그는 이곳에서 햇수로는 6년간(自

辛酉二月二十九日發行至丙寅六月十五日

到家計日合爲一千九百七十五日來往在途

二十六日除實在謫一千九百四十九日)이

나 적거생활을 하면서 남긴 글이 다수가

있다. 그 중에 기우제와 관련된 것은

1801년 7월 1일에릲기우제를 위해 일관을

보게 했다릳는 기록이 있고, 두 번 째는

1804년 6월 10일에 릲한발이 23일이나 계

속되어 고을백성이 근심이 되어 기우제

를 지냈다릳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1805년 윤 6월 6일에 릲고을의 현감이

사직단에 행차하여 기우제를 지냈다.릳

등으로 당시 가뭄에 대하여 절박하고,

간절하게 비를 비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데, 당시 기장현감은 무관으로 통훈대부

윤효달(尹孝達)이었다.

취봉산 정상 일대의 지표조사로 나타

난 기우처 흔적

이 지역의 지표조사는 세 곳으로, 취

봉산의 최정상(587.5ｍ)지역과 정상에

이르는 중계 안테나 탑이 있는 중간지역

의 바위암반 일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위암반 일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지

표조사결과 지표상에서 유구는 발견할

수 없었고 채집되는 유물은 주로 삼국시

대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편에서 조선시

대의 기와 편 다수 그리고 분청과 백자

류 편이 다수인 것을 보면 이 일대에서

이루어진 제사행위의 시기 폭이 상당히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지표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유물 편들

을 볼 때 이곳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늘

에 기원하는 제천의식이 행해졌던 곳으

로 하늘이 가장 가까운 취봉산 최정상

바위와 중간 바위 및 그 아래 바위 3 곳

으로 나누어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

고, 바위 인근에 산재해 있는 각종 토기

류와 자기류는 제사시 각종 제물을 담았

던 그릇으로 볼 수 있다.

고을백성들의 가뭄에 대한 시름을 달

래고 안심시킨 기우처

기우처는 가뭄으로 인해 농경문화시

대 사람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을 해결하기위해 고을 원님과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정성들여 하늘에 빌어 비를

오게 하는 제천의식의 장소이다. 이 장

소를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의 기장

의 고지도인 해동지도와 유배인물의 문

집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곳은 위

치적으로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데, 취봉

산 기우처는 하늘에 비를 빌 때 산꼭대

기에서 기우제를 지낸 장소이며, 시랑대

(원앙대) 기우처는 바닷가 벼랑 위 바위

이므로 바다에 비를 비는 제사를 지낸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농사가 근본인 고

을백성들의 가뭄에 대한 시름을 달래고

안심시킨 소통과 화합의 마당이며, 하늘

과 고을원님과 백성들이 서로 통하는 장

소인 기우처가 아직도 기장에는 잘 남아

있다. 이 기우처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

니라 주변이라도 잘 정비하여 우리 선조

들의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법을 기우

처를 통하여 배우는 것도 오늘날 현대인

의 삶의 지혜일 것이다.

황구뢾기장문화원 향토연구소장뢿

신평소공원,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마음까지 시원해져

일광해수욕장에서 임랑해수욕장으로 가는

해안도로를끼고달리다 보면 한적하지만 세련

된 분위기가 일품인 작은 공원이 보인다. 멀리

서도 한눈에 보이는 멋진 배 모형을 비롯해 아

기자기한 조형물들,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푸른빛 가득한 이곳은 바로 신

평소공원뢾사진뢿이다.

지난 2010년 6월 개장한 신평소공원은 면적

3천 566㎡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군을 대

표하는 해맞이 공원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신평마을 해안절경을 한층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바다를 뒤로 한 채 영화 타이타닉의 주인공

마냥 배 모형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사진 한

컷, 운동기구와 함께 운동을 하는 모습 찰칵,

신평정정자에서쉬면서한컷.곳곳이포토존

이니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공

원 뒤에는 카페가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도 가능하다.

날씨가 좋은날엔 아이들이 얕은 바다를 향

해 신나게 물수제비를 날리는 모습, 사람들

이 낚시하는 여유로운 모습도 종종 볼 수 있

다. 바다로 향하는 갈맷길과 이어져 있고 깨

끗하게 관리된 한적한 공간이라 유유자적하

며 바다를 감상하고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

춤이다.

소공원에설치되어있는에너지조형물은태

양빛을 이용해 자체 전력을 생산해 야간에도

알록달록 조명으로 낮과는 또 다른 야경을 즐

길 수 있다.

작지만 그래서 더 바다와 가깝게 느껴지는

신평소공원에서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356년 전, 기장의 기우제는 어떻게 지냈나
기장 유배문집 및 고지도에 표기된 취봉산과 원앙대의 기우처(祈雨處)

이슈로 본 시사용어

▲ 핀테크 / 한국경제 2015년 2월 5일자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

(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

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릫금융굛IT 융합형릮 산업을

말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의 동시결제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FinTech굛금융

기술)의 일환인 캡테크(CapTech굛자본기술) 사업 계

획도 밝혔다.

유재훈 예탁원 사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옥

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릳국내 투자

자의 중국 시장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릲며 이 같이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안화표시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 발행

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위안화 표시 채권과 CD는 예

탁원을 통해 지난해 각각 3조8억위안과 18조4억위안

규모로 발행됐다.

▲ 스마트그리드 / 국제신문 2015년 2월 4일자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

력망이다.]

경남 창원시가 889억 원 규모의 릫스마트 그리드릮(지

능형 전력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그리드

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창원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일 SK텔

레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와 SK

텔레콤은 2018년까지 공장 에너지 효율화, 빌딩 에

너지 효율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SK텔레

콤은 조만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딥러닝 / 매일경제 2015년 2월 5일자

[딥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

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집합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마윈(馬雲굛잭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은 전날 홍콩섬

완차이(灣仔)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청년층

대상 강연에서 AI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첫 투자를 받은 AI 관련

기업은 16곳으로 2010년 2곳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기계가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해 미래를 예측하는 릫머

신러닝릮이나 릫딥러닝릮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힌 스타

트업 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지난해 3억920만 달러

(약 3천352억원)에 달해 2010년보다 20배 이상 증가

했다.

▲ 셀피족 / 국민일보 2015년 2월 4일자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가 선정한 2013년 올해의

단어로, 릫자가촬영사진릮의 줄임말이다. 자신의 모습

을 직접 찍은 사진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여지는 표현인 셀카(셀프 카메라)와 같은 뜻

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건 프리미엄 제품이었다. 하지만 최

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몇 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

이나 새로 나온 제품이나 구동하는데 큰 속도차이를

체감하기 힘들어진 게 가장 큰 이유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디자인과 가격이

다.

삼성전자 갤럭시 A5는 6.7㎜의 얇은 두께와 후면

까지 메탈 소재를 적용한 릫유니 보디릮 디자인을 갖춘

스마트폰이다. 전면에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

해 릫셀피족릮의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 배터리 일체형

이라 교체가 불가능하다.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

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보가족, 차상위우선돌봄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2009. 12. 31 이전 출생자에 한함

□ 부산지역 카드 신청 및 발급기간

- 오프라인(읍굛면사무소) : 2015. 2. 23(월) ~ 4. 30(목)

- 온라인(문화누리 홈페이지) : 2015. 3. 9(월) ~ 4. 30(목)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수단(핸드폰, 공인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카드사용기간 : 발급일 ~ 2015. 11. 30

□ 발급방법 안내

- 읍굛면사무소(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신분증지참) → 자격확인 → 발급(7일 이내)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자

격확인 → 수령방법선택(자택/농협영업점 방문) → 카드수령(15일 이내) → 수령등록

후 사용

문화관광과(709-4066) 기장읍(709-5146) 장안읍(709-5177)

일광면(709-5217) 정관면(709-5155) 철마면(709-5274)

18세기 해동지도 - 취봉산(달음산) 정상의 취봉 - 뢾취봉산 기우처뢿

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 상 : 기장군 관내 거주 여성 (만 55세 이하)

모집기간 : 2015. 2. 16 ~ 3. 31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10:30~12:30, 연습장소 : 기장군 사회복지관 3층강당)

문 의 처 : 기장군 해송합창단 ☎ 010-6645-1410, 010-5760-4921

기장군해송합창단

엄정행 노래교실, 미술, 예능 실기 등 신설

2015년 3월 시작과 함께 부산문화회관 아카

데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시민들의 문

화적감성을계발하기 위해 진행되는 부산문화

회관 아카데미는 지난해 릫장일범 명작 오페라

속으로릮, 어린이 오페라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데이어올해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들을 보강,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2015년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는 예술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이론 강좌인 예술아카

데미와 전문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고품격 실

기 강좌인 예능아카데미로 진행된다. 특히 올

해 처음 진행되는 예능 아카데미는 엄정행 노

래교실을 비롯해 클라리넷, 클래식기타, 가야

금, 사물놀이, 박성희 풍류마당 등 6개 프로그

램이 신설된다. 예능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반

응에 따라 다양한 악기, 프로그램이 보강될 예

정이다.

예술아카데미에서는 섬유예술가 배선주와

함께 하는 릫미술의 인문학적 접근-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중심으로릮, 피아니스트 박종화

와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강좌 프로그램

릫건반위의 이야기릮 등 2개 프로그램이 신설됩

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모았던 릫장일범의 명

작 오페라속으로릮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아카데미는 2월부터 접수를 시작, 3월 둘쨋

주 예능 아카데미수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업이 진행된다.

굛 접수 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

.busan.go.kr) 및 전화(홍보팀 607-3100),

방문 접수

굛 납부 방법 :접수 후 계좌 이체

굛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팀(607-3100)

(祈雨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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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2015 수요행복음악회에서 퓨전국악팀이 연주를 하고 있다.

가야금을 취미로 켜는 김종근 씨.

릲브라보~ 브라보~릳 연주자들의 감명 깊은 연

주에 보답하듯 청중들의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는다. 연주자들은 자리에 일어나 미소로 화

답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장안 고리스포츠센

터 대강당에는 250명의 청중들이 국악과 클래

식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주에 숨죽여

집중하고 있다.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화려

하고 다양한 주법에서 나오는 다채로운 선율

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드높이 치솟는 소프

라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켜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여기 더욱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게 감초 같

은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바로 사회자 김종

근(53세)씨다. 그는 프로그램에 맞게 각각의

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주 프로그램에 대

한 설명까지 하고 있다. 그의 정중하고도 재치

있는 입담은 관객들이 한층 더 음악을 빠르게

이해하고 녹아들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1월 행복수요음악회는 10회를 맞이했

다. 2015년 한 해의 음악회 운영 프로그램이

그의 머릿속엔 이미 짜여있다. 작년보다 더욱

알차게 구성하여 좀더 음악회의 질을 높이고

자 노력했다. 이런 모습 때문일까. 음악 프로

그램을 구성하고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를 보면 분명 음악과 관련된 직업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는

현재 장안중굛장안제일고 미술 교사로 30년 이

상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만나러 장안읍 대룡 마을을 찾았다.

미술 교사이신데 매년 음악회를 직접 기획,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시골이 좋아 직장근처 기장으로 이사를 와

이 한옥에서 15년째 살아오고 있어요. 기장은

정말 살기 좋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생활

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으

면 연주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바이올린, 피아

노, 첼로, 가야금 등 여러 악기들을 배우게 됐

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음악인들과 친분이 생

겼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저희 집에서 릫청안소

리집릮이란 음악회를 연적도 있습니다. 살면서

도움 받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지요. 처음엔 70명가량이

음악회를 찾다가 어느 순간 100명 넘게 찾아오

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릫좀더 판을 벌려

보자. 음악을 일년에 한번이라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릮라고요.

하지만 절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안 되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도

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점점 욕심도 생겨서 좀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 본부장님과 인연이 되었지요. 판

을 벌리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 본부장님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

다. 흔쾌히 동참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수요행

복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수요행복음악회 말고도 다른 음악회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수요행복음악회뿐만 아니라

기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산사음악회 등 크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차별성

있는 음악회를 만들어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음

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

다. 고품격굛고품질의 음악회를 우리 동네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음악회에 온 분들이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

해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 받

으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제가 행복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보람을 느껴

요.

보람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었을 거 같은데

요?

아시다시피 음악회에 오는 분들은 정말 다

양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

소 불문하고 많이들 옵니다. 처음엔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지만 연주가 진행되면 청중들이

자리를 많이 뜨셨지요. 이런 상황은 연주자들

의 힘은 많이 빠집니다. 제가 모셔 오시는 분

들은 다들 실력이 우수하시고 각 분야에서 인

정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연

주가 끝날 때 즈음엔 좌석의 절반만 계시면 죄

송스럽지요. 하지만 이런 분들을 원망할 수 없

습니다. 그동안 이런 문화를 누릴 여건이 부족

해서 인걸요. 그래서 전 사회를 보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공연 중간에 채워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연주 중간 울고 집중을 못하

더라도 아이들의 귀는 열려있습니다. 음악은

릫습관릮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고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어

른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

품격 음악을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아이들

이 받는 충격이 이들을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네오필 오케스트라를 아세요? 네오필은 금

정문화회관에 상주하는 음악단체로 전문음악

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음악회뿐만 아니라

길거리 공연, 시장 안 공연 등 음악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장에 이런 상주하는 음악단체가 없어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지역일자리 창출의 효과

뿐만 아니라 기장시장, 노인회관 등 음악을 접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공연을 해

줌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 또한 주민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 듭니다.

굳이 음악을 들으러 다른 지역을 갈 필요 없

이 기장에서도 문화적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

어요. 그래서 오히려 타지 사람들이 기장에 찾

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가 구심점이 되어 이런 단체가 생겨날 수 있도

록 돕고 싶어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습관만

들인다면 우리 생활은 한층 더 윤택하고 건강

해 질 겁니다.

뢾시작 노트뢿

기장시장은 사시사철 나에겐 봄이고 여름이다

기장시장에 가면 훈훈하다 곰삭은 멸치젖의 향긋한 봄이

내 안에 먼저 와 있다

싱싱한 바다가 살갗에 느껴진다 그리고 삶의 의지를 산다

희망이 차 오른다

뢾약력뢿

경남 창원 출생, 2005년 [시와사상]등단

시집 [고양이의 잠]

기장문예

기장시장의 봄

김예강

제 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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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

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

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

표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의무이

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

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

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투

표로써 그 선택을 당당히 보여줍시다.

타 지역 일부 후보가 조합원에게 금품굛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되는 부끄러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릫돈 선거릮라는 오명은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

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

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

다.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

해지고 신뢰가 쌓여 조합원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

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릫돈 선거릮 척결이라는 시대

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

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

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상식으로 통하여 정의로

운 사회가 현실이 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는 없습니다.

분명한 잘못임에도 관행이라는 변명으

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관용이나 미덕으

로 여겨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신고굛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

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

저히 보호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굩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

합원 여러분입니다. 깨끗한 선거와 소중

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

고 번영하는 조합

으로 힘차게 나아

갈 것입니다. 릫깨

끗한 한 표릮가 릫확

실한 출자릮입니다.

김 상 철

(지도홍보계장)

릫기장사람들릮과함께하는 실종자찾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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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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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

(당시 만 7세, 남)

실종일자 : 1980. 7. 25 (금)

실종장소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

신체특징 :콧등에 마마자국 있음

강승영

(당시 만 36세, 남)

실종일자 : 2014. 6. 28 (토)

실종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신체특징 : 키 165cm, 55kg, 보통 체

격, 검정색 짧은 머리

채미영

(당시 만 1세, 여)

실종일자 : 1973. 9. 1 (토)

실종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미

도파백화점

신체특징 : 쌍꺼풀 뚜렷, 상하 털실 스

웨터, 자기이름을 릳yunghee릲라고 기억

할 수 있음(본명 채미영), 73.10.26 영

등포경찰서에서 발견되어 대한사회복

지회로 인계 추정

홍순옥

(당시 만 9세, 여)

실종일자 : 1978. 8. 13 (일)

실종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신체특징 : 동그란 얼굴에 통통하고

눈이 큰 편이며 눈썹이 진한 편임

황광운

(당시 만 24세, 남)

실종일자 : 2004. 7. 29 (목)

실종장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체특징 : 지적장애3급, 간질증세, 스

포츠형머리, 둥근 얼굴형

박공섭

(당시 만 34세, 남)

실종일자 : 2005. 11. 15 (화)

실종장소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신체특징 : 한쪽 팔이 비틀어져 있고,

한쪽 발 절음, 스포츠머리, 겨자색목

티셔츠, 지적장애2급

박 승

(당시 만 16세, 남)

실종일자 : 2008. 5. 24 (토)

실종장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홀세

일마트 앞 노상

신체특징 :왼쪽 귀밑에 점 있음

이 책은 우선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었

다. 파견사원으로 일하던 아마리는 늘 그

랬던 것처럼 혼자만의 생일을 맞는다.

절망적이고 서글픈 현실, 계속되는 악재

에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래서 죽

기로 결심하고 식칼을 들었지만 죽을 용기

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만다. 그

러다 무심코 텔레비전 화면에 펼쳐진 라스

베이거스의 지금껏 보지 못한 세계에 빨려

든다. 그리고 지금껏 나태하고 패배자로만

살아오던 주인공은 태어나 처음으로 도전

자가 되고 아무 상관없었던 라스베이거스

를 인생의 마지막 도달점으로 삼는다.

우리가 태평양 바다에 배를 띄우면 목표

가 없을 땐 파도에 몸을 맡기겠지만 목표

가 있다면 그 배는 달라진다. 목표는 계획

을 만들고 계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용기

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인공 아마리는 아침부터 밤늦

게까지 낮에는 파견사원으로 밤에는 긴자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그리고 주말에는 누

드모델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간

다.

열심히 살다보니 친구가 없던 그녀에게

친구가 생기고 70kg이 넘었던 몸무게도

47kg까지 빠지게 되었으며 잘나가는 남자

에게 편승해서 안주하려했던 삶은 반대로

바뀌게 된다. 겁먹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부

딪히다보니 내가 찾는 것이 생길 수도 있

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희망이 날아오기도

한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D-day. 라스베이

거스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쌓아왔던 기술, 운, 재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아낌없이 쏟는다. 그리고 최고

의 순간을 누린다.

왜냐하면 다음 날 죽을 거니까. 하지만

다음 날 준비해온 알약은 입이 아닌 변기

통으로 내려 보내고 어제의 아마리가 아닌

또 다른 아마리로 재탄생한다. 그녀는 오

늘이 진정한 선물임을 알게 되었으니 죽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녀는 죽었다. 하지만 서른 살 첫날 새

로운 생명을 받는다.

내일은 없다.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오

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있듯이 남들 출세

하고 성공하는 삶도 본받아야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자기만의 잣대를 갖는 것이 더 중요

할 것이다.

안숙희(기장읍 차성로)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 신고 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방문굛우편굛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굛담

당자 출장방문 접수

■ 신고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

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예) -방문요양굛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 제공한 것보다 시

간을 부풀려서 청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등록

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

-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

■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

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내부종사자 :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

반인 : 최고 500만원

■ 신고상담 전용전화 : 02-390-2008(본부 담당자 직접연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특별기고

조합장선거 릫깨끗한 한 표릮가 릫확실한 출자릮

2015년 3월 2일(월요일) 제 229호

모든 질병에서 최선의 치료는 예방과 조기 검진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

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건강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

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

다.

요즘은 조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예전보다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어 올해 기

장병원 건강검진실은 작년에 비해 1월부터 건강검진 예약이 많은 편이다.

건강검진도 자신에게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연령에 따라서 신체의 특징

이나 우려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나이, 가족력, 과거병력이 함께 고려돼야 효율적인 건강검진이 될 수 있

다. 대부분의 질병은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건강검진의 기본이 되는 각종 암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생

활습관병을 검진하는 기본종합검진을 비롯해 CT종합검진, 대장내시경검사 등을

포함한 정밀종합검진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자신에게 맞는 검사만

골라서 받을 수 있다.

40대부터는 모든 사람이 위장 내시경을 비롯한 종합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질병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고, 50대부터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제거로 대장

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30대부터 유방을 주기적으로 촬영

하고 자가검진을 실시해야 자기수명대로 사는 기본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CT 및 MRI종합검진과 각종 초음파검사, 국가 암 검진을 비롯한 공단검진, 공

무원 검진, 기업체 임직원 종합검진, 청소년 검진, 예비부부 검진, 영유아 검진, 학

생 검진에 이르기까지 종목별 선택 검진부터 질환 관련 묶음형 검진항목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201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자로

서 1975년생(만 40세) 이상자 중 주민번호 앞자리 2자리가 홀수년도인 사람과 건

강보험공단이나 직장으로부터 암 검진 대상자 통지를 받은 사람, 지난해 검진대

상이지만 받지 않은 사람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주기는 만 40세 이상부터 위암굛유방암굛자궁경부암은 2년에 1회, 간암은 1

년에 1회다. 만 50세부터는 매년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년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위험인자를 꾸준히 관리하고 매일 치매예방 체조

를 한다. 사회봉사활동으로 뇌를 활성화하고 보건소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서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다.

특히 치매는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질환에 의하여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 저하를 보이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과 대화가 힘들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공

격적인 행동, 망상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난다. 치매는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높고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치료될 수 있는 치

매도 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예방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부터 정상적이고 건강한 뇌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

르는 게 필요하다.

2015년 한해를 출발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한 해를 힘차게 달리기 전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건강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의학칼럼

건강검진으로

100세를

바로본다

기장병원장 허성근

봄 햇살은

봄을 차리는 요리사

새봄에 올 손님을 위해

봄 밥상을 차려요

벚나무 가지에

하얀 꽃밥 지어 놓고

냉이꽃, 봄까치꽃, 광대나물

풀꽃 반찬 만들고

땅 위에는 파란 새싹

식탁보도 깔았어요

나비와 벌 손님들

무공해 건강밥상

봄을 먹으러 오지요

*제43회 부산어린이 글잔치 금상 수상작

와글와글 독후감

목적이있으면실행할용기가생긴다

대변초등학교 5학년 최연주

부산 시립 정관박물관 개관 및 정관 취업정보센터 개소 기사가 유익했습

니다. 강영규(정관면 산단4로)

정관박물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들하고 꼭 같이 가봐야겠습

니다. 김민경(기장읍 기장대로)

항상 시장에 가면 무심코 지나치던 상인들이었는데 자기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니 저 또한 반성하게 되네요. 시장에 계신느 아

버님, 어머님 파이팅굩 김옥순(기장읍 차성서로)

기장중 베틀봉사단 우수사례가 반갑네요. 아이들 봉사활동 시켜야지 마음

은 굴뚝같지만 시간이 안 되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 봉사단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수복(기장읍 차성로)

초등, 중등 두아이의 엄마이다 보니 늘 교육지면에 눈길이 갑니다. 폐교위

기를 극복하고 골프 초등부 1위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박정우(기장읍 차성로)

릫기장사람들릮 덕분에 우리고장을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선희(기장읍 차성서로)

실버라이프면의 포켓볼동호회를 보고 저도 나이들면 취미와 건강을 지키

는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혜정(기장읍 차성로)

기장시장 기사를 보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감동

을 받았습니다.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모두 힘드시지만 자리를 지키며

삶을 사시는 어머님들이 이세상의 영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지혜(일광면 이천10길)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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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군 20年을 맞이하는기장의아침이눈부시다

제229호 2015년 3월 2일(월요일)

자연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복지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만들 터

복군 전 동부출장소(사진 위)와 현 기장군청을 비교해 보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1980년대(사진 위)와 2010년대 기장읍 시가지 전경. 시가지 모습의 변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 기장군 인구변동현황

연도별
인구

세대수
인구
증감계 남 여

1995 72,240 35,814 36,426 22,380 27.1％

2000 74,086 36,828 37,510 24,562 2.6％

2005 80,104 39,980 40,124 29,726 8.1％

2010 102,557 51,211 51,346 40,664 28％

2014 144,748 71,581 73,167 56,606 41.1％

■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기장군은 1995년 경로당 82개소와 무료

급식소 1개소에 불과하던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265개소,

노인의료시설 18개소, 노인재가시설 6개

소, 장기요양기관 23개소, 노인교실 2개

소, 무료급식소 6개소 등으로 확충돼 고령

화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

로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

해 경로당 운영비, 냉굛난방비, 노후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중식재료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이 한층 수월해지고 있다.

또한 어르신에 대한 각종 상담과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노인복지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2년 기

장군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으며 이후

2014년에 일광노인복지관 1개소를 더 확

충해 노인여가문화 조성에 이바지 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

로 가정 내에서 노인 요양 보호를 실시하

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2008년도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노인요양

시설과 장기요양기관들을 늘려갔고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

해왔다. 2015년에는 부산시 최초로 노인

장기요양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지원과 아

울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

게 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선진국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복지 문

화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게 되는데 우리

군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가족형태의 정책수요증가에 대응한 맞춤

형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재가 장애인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

소가 설치돼 관내 등록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통해 적절한 재활치료와 재활프로

그램 등으로 이용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장

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설치해 일반고

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자의 적

성과 능력에 맞게 사회에 참여하는 생산

적 복지를 실현했다.

2001년부터 여성발전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해 2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되었으며

여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9년 기금 5억

원으로 확대굛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2014년

7월 기장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기

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취

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오감으로 즐기는 문화도시

복군 당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전쟁

의 시대라고 할 만큼 문화가 가지는 힘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을

간파,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

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특

성을 살린 관광지와 상품 개발로 관광기

장의 이미지를 높이며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해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

가고자 했다.

1997년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하고 새로

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산실이 될 기장

문화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기장읍성정비,

기장 장관청 정비복원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2년 장안사 대웅전, 2014년 장

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이 보물로 지

정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기장을 만날 수

있다.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기장만의 특징을 살려 볼거리, 먹거

리, 즐길거리를 느낄 수 있는 축제굛행사들

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고 있다. 전국 먹거리 축제의 효시인 기

장멸치축제, 임금님도 즐겨 드셨던 미역굛

다시마 축제, 보양식으로 으뜸인 기장붕

장어 축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철마

한우불고기축제, 기장군민의 화합의 장인

차성문화제 등 취향따라 입맛따라 고르는

재미가 솔솔한 다양한 테마들의 축제와

행사들이 올해에도 준비 중이니 가족, 친

구, 연인과 함께 오는 것도 좋을 듯.

수려한 해안선을 따라 이름도 이쁜 이

색등대가 모여 있어 눈길을 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젖병등대를 비롯하

여 닭벼슬 등대, 월드컵 등대, 야구등대

등 30개의 등대를 볼 수 있다. 이 해안길

따라 거닐다 보면 유럽풍의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죽성드림성당이 기장 바다와

어우러져 하나의 절경을 이루니 기장에

오면 꼭 들르는 명소 중 하나다.

기장군은 2010년부터 사계절 체류형 명

품 복합리조트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엔 테마파

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아쿠아 월드 등

건강과 위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

해 동부산권 광역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업 추진

이 지연되고 있으나 다각적인 노력을 통

해 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2017

년이면 개략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인구 증가는 계속된다

기장처럼 20년 전후 모습이 눈에 띄게

변화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서 빠르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다.

1995년 복군 당시 기장군은 2천483세대,

6만6천228명의 전형적인 농업 도시에 불

과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5만6천866세

대, 14만5천538명(2015.1.31.기준)에 이

른다. 앞으로 인구 10만의 자족형 복합기

능도시를 꿈꾸는 정관신도시, 장안굛일광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및 우리군 전체면적

중 86.6％를 차지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의 점진적 해제 등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

가해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특히 정관신도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통계 작성 시 인구 유입과 출산

등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여러 차례 꼽

히기도 했다. 1997년 부산시의 주택문제

해결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되어 2002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

으며 2008년도 아파트 입주를 시작해

2009년 곰내 터널 개통, 부산-울산고속도

로, 동면-장안간 도로 등의 개통으로 동부

산권과 울산, 양산시가 20-30분대의 생활

권역으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유입인구의 대부분이 20~40대

젊은 층이고 출생자 수 또한 가장 많아 그

동안 농촌이미지가 강했던 기장이 오히려

부산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의 이미

지를 구축해 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기장군 복군에 앞장 썼던 전 복군추진

위원장 공태도 씨를 만나 기장군 복군

이전의 현황과 험난했던 복군 과정을 들

어봤다.

기장군 복군 20년이란 무슨 말인가요

공 : 신라 경덕왕(757년)때부터 기장

(현)군이 형성되어 왔었는데 1914년 3월

일제가 기장군을 없애고 이웃 동래군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어 60년 뒤인 1973년

7월 정부는 동래군에서 기장군을 떼어내

어 다시 양산군에 통합시켜 버렸지요. 그

래서 기장군민들이 일어나 80년만인 1995

년 3월 1일 잃었던 우리 기장군을 복군시

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복군된 지 20년째

가 된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양산군에 편입되어 있을 때 기장지역

은 어떠했나요

공 : 군청을 비롯해 경찰서 등 민원관

계 관공서가 40km나 떨어져 있는 양산

에 있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포장도로인 양산

까지 갈려면 하루에 한번있는 아침버스

를 타던가 그렇지 않으면 기차를 이용

동래역에 내려 온청장에 가서 다시 양산

행 버스를 타야만 했지요. 그래서 양산군

청쪽으로 볼일을 보려면 하루해를 넘겨

야만 했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986년에 동부출장소 개설 되었더군요

공 : 광복 후 동래군과 양산군에 속해

있을 때 지역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

된 의원은 10명이나 되었으나 누구 한분

기장군의 복군에 대한 말씀이 없었습니

다. 동래군에 속해 있을 때부터 복군의

꿈을 안고 있던 필자는 지역 여러 국회

의원들에게 건의해 봐도 마이동풍이었습

니다.

그래서 복군이 어려우면 내무부 조례

로 출장소를 이곳에 설치하여 이를 복군

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1982년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김

동주 후보에게 제시하였지요. 이를 공약

으로 당선된 김의원이 1986년 11월 1일

동부출장소가 3과8계로 개소되어 지역

민들이 다소 편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러나 업무처리지연과 국굛도비 사업비 불

가 그리고 업무분쟁에 따른 마찰 행정구

역 조정, 공식사회단체의 조직 및 운영상

의 애로 등 문제점이 많아 기장군의 복

군이 절실 했습니다.

복군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나요

공 : 1973년 7월 1일 기장이 양산군에

통합되자 기장쪽의 최주복씨 등 유지들

이 동래군 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반대운동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

이 자연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5개읍면 대표들이 장안농협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서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위

원장을 맡은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맡

지 않으니 출장소 설치를 착안한 장본인

이고 또 현직(당시 필자는 부산일보사

양산지역 주재기자였음)에 있으니 활동

하기에 최적임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강

제로 맡겨졌지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추

진위원회서는 복군에 따른 2만여명의 주

민날인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해 내무부,

경남도 양산군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시

작했습니다.

복군은 언제 이뤄졌나요

공 : 저희들이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군

승격의 자리를 확고히 하던 1993년 7월

기장군복군에 따른 청원서가 나오연 의

원의 소개로 내무위에서 가결되어 1994

년 12월 22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확정되

자 이어서 부산시편입이 대두되었습니

다.

부산시 편입 과정은 어떠했나요

공 : 복군이 확정되었으나 우리기장지

역에 가장 심각한 교통, 학군제 그리고

식수사정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지 않으

면 안 될 절체절명의 사정이었습니다. 다

시 시편입에 따른 진정건의서가 부산시

를 비롯해 상부기관에 전달되었는데

1994년 8월 부산시 의회서는 개발제한구

역에서 다소 풀려있는 정관면이 탐이나

5개읍면을 시로 편입시키면 여기에 투입

되는 학교와 상수도 시설 그리고 행정비

등이 막대하다면서 부결되었지요. 그래

서 당시 집권당의 실세였던 김운환 국회

의원을 찾아가 저희들 어려움을 호소하

게 되었는데 김의원이 부산시 국회의원

과 시의원을 설득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10월 들어 시의회에서는 양산, 김해 등

을 2차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시의 조건아래 1차로 우리군이 시에 편

입되게 된 줄 압니다.

복군과 시편입에 힘을 실어주신 분들

은 누가 있나요.

공 : 기장군복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당시 공무원은 윤종진(당시 동부출

장소장)씨와 안두환씨(당시 경남도 내

무국장) 그리고 국회에다 청원서를 내어

주신 나오연(당시 국회의원)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입에 도와주

신 분들은 김운환(전 국회의원)씨, 서석

순(전 시의원)씨, 당시 부산시 지방과에

근무하셨던 신규철(현 시과장)씨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복군과 부산시 편입에 최

종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최형우(전 장

관)씨를 빼놓을 수 없으며 끝까지 고생

해 주신 분은 고 김동수(전 석천탕)씨,

그리고 조태근(환경위생)회장, 신정열

(대학당대표)씨 등 추진위원들 이였습

니다. 이 외에 복군추진위원들의 명단은

각 읍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있다면.

공 : 건국 후 기장군이 복군 될 때까지

우리지역의 선거구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했습니다. 1948년 초대에서 5대까지 선

거구는 동래군 구포 사상 북면과 기장지

역 5개 읍면을 포함하여 8개 읍면으로

실시되었으며 6대는 경남 9.11.14지구인

양산, 동래군 그리고 9대는 울주군 10대

는 김해와 양산을 합친 선거구가 되기도

했지요. 13대부터는 양산 단일선거구가

되었으며 15대부터는 해운대 기장을구

가 되어 있는데 이런 복잡한 선거는 우

리 기장쪽의 인구가 적은데 있기도 했습

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기장도 인구가 15만

이 된 이상 앞으로 독립선거구가 되어

과거와 같은 선거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지키는 기장사람들만의 선거풍조가 이뤄

줘야만 되겠다는 마음이 어려웠던 복군

운동을 한 위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

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전복군추진위원장공태도씨특별인터뷰

기장군 복군은 기장군민의 자존심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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