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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5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정관면민 체육대회 / 3일

영어체험학습 / 9일~10일

어르신 한마당축제 / 13일

기장읍 프리마켓 / 16일~17일

과학체험학습 / 23일~24일

정관면 프리마켓 / 30일~31일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는 5월, 기장군 곳

곳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알찬 축제와 행사가 줄

을 이을 예정이다.

우선 기장군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관 신도시 43개 마을 주민 1만여명

이 5월 3일 소두방 공원에 모여 릫제 20회

정관면민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릮를 개최

하며 체력을 증진하고 화합을 다진다. 특

히 전입세대가 많고 인구 구성이 젊은 지

역인 정관은 평소 이웃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다. 정관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본 행사는 그동안 기존 주민과 새로운 이

웃이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화합의 장 역

할을 톡톡히 해왔다.

5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 기장군의 대

표적 교육 이벤트중 하나인 릫원어민과 함

께하는 기장가족 영어체험학습릮이 정관면

윗골공원에서 펼쳐져 매혹적인 장미의 향

기와 함께 영어로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목

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울 예정이다. 버블

매직쇼와 벌룬매직쇼 특별 야외 공연도 하

루 세 차례 계획되어 있으며 셔틀버스도

운행해 나들이객의 재미와 편의를 더한다.

5월 13일은 릫충효의 고장 기장굩 효도도

으뜸릮이라는 주제로 릫제18회 기장어르신한

마당축제릮가 기장체육관에서 개최해 어르

신에게 즐거운 한마당을 선사한다. 오전 9

시 30분부터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

지며 특히 실버노래자랑으로 진행되는

KNN 쑈 유랑극단 녹화와 초대가수 공연

은 어르신의 흥미를 이끌 예정이다.

5월 23일부터 24일은 릫기장가족 과학체

험학습릮이 기장군청 일원에서 진행돼 흥미

로운 과학체험을 제공한다. 빛의 과학굛물

의 과학굛꿈의 과학 세 가지 테마로 구성했

으며 참여가족들은 함께 과학의 원리를 쉽

게 배우고 다양한 실험의 기회를 접할 수

있다.

가족굛이웃과 소통하며 나누는 문화로

자리 잡아 매년 많은 주민이 참여해 큰 호

응을 얻은 릫나눔 프리마켓릮 행사가 금년에

는 정관면에 이어 기장읍에서도 마련해 더

많은 군민이 환경사랑과 나눔의 행사를 즐

길 수 있게 됐다. 기장은 5월 16일~17일

양일간 새마을공원~기장중학교 정문 앞에

서, 정관은 30일~31일 역시 양일간 윗골공

원에서 열린다.

기장의 5월

가족애다지는풍성한행사가득

4월 2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릫기장 빛굛물굛꿈 문화학교릮와 릫작은 예술학교릮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연합 문굛예굛체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일선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뢾2면에계속뢿

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구 촉구 서명운동 선포식과 가두행진 열려

국회의원 기장군단독선거구 추진위원

회(최영환, 한광열, 최영애, 조창국 공동

상임대표)는 4월 10일 오후 기장군청 광

장과 기장읍 일원에서 단독선거구 촉구

릫1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 및 가두행진릮을

개최했다. 지역주민과 각계 사회단체들

이 단독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

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노인회 기장군지

회, 기장군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

마을운동 기장군지회 등 여러 단체가 참

여했다.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선포식은

기원제, 취지발언, 격려사, 선언문 낭독,

가두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700여

명의 군민이 동참했다.

최영환 단독선거구추진위 상임대표는

격려사에서 릲기장군 복군 후 인구가 15만

명에 달하고 모든 면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

회의원 선거구만큼은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 군민 여러분

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려 한다릳

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사 참가자들은 선

포식 이후 기장읍 일원을 행진하며 국회

의원 단독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장군민

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었다.

릲문화학교 얼씨구~ 좋다~릳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

모하오니 군민 여러분

및 기업, 단체 여러분들

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5. 5. 1 ~ 7. 31(3개월)

2. 참가자격 : 기장군민, 기장군 관내 기업 및

기관, 단체

3. 공모대상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굛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

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방안

4. 응모방법

- 우편접수 :(619-9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

장읍 기장대로560 기장군청6층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

- 팩 스 : 051-709-4019

- e-mail : ofbyfor@korea.kr

▷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내

우측 팝업존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 화면

클릭 후 서식 다운로드

5. 시상자 발표 및 시상 : 2015년 9월(개별연락

및 군홈페이지 게재)

6. 시상내역 : 최우수1(30만원), 우수2(20만

원), 장려3(10만원)

기획감사실(709-5462)

부산시는 4월 23일 릫정관2산업단지(가

칭, 이하 정관2산단) 조성 관련 주민홍보

협조 요청릮이라는 제목으로 기장군에 공

문을 발송했다.

내용에 의하면 정관면 예림리 일원에

정관2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시로 사

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농

업진흥지역 해제 조건이 선행되지 않아

반려됐다.

하지만 최근 모 업체가 정관2산단을

조성코자 부산시에 투자의향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없이 홍보관을 설치굛운영하

며 홍보내용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어 투자시 피해자와 사회적 문

제 발생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부산

시 정책과는 무관함에 대해 주민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정관면 주민

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주민이 잘못 판

단하지 않도록 이장굛주민자치위원회 회

의 등을 통해 위의 사실을 다각도로 알

리고 있으며 기장군관계자는 릲근거 없

는 정보로 직굛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

록 모든 군민이 조심해 달라릳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기장군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허

가된 산단이 총 13곳에 이르며 이미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산업단지 조성은 불가하

며 특히 상기 지역은 정관신도시의 관문

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기장

군 정책을 전적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산

단 조성 시 야기되는 공해굛악취 등의 심

각한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

을 수 있다며 산단 조성을 절대 반대한다

는 입장이다.

정관2산업단지관련주민피해발생우려
부산시 정책과 무관…기장군 추가 산단조성 절대 반대 입장

(가칭)

최근 기장군은 릫동부산관광단지릮 비리

에 소속직원이 금품수수로 각종 구설수

에 올랐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기장군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하

여 업무와 연관 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청렴하고 깨끗한 이

미지를 쌓아온 기장군으로는 대외적으로

적잖이 타격을 받았으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발 빠른 대책 수립과 조기 수습으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 기강을 단호

하게 정립하고 있다.

기장군은 2015년도 청렴도 상위권(2등

급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 종합대책 추진에 전 직원이 만

전을 기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

까지 본청, 사업소, 읍면 등 전 부서를 대

상으로 대대적인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 중

이며 기장군은 이를 일회성 감사로 끝내지

않고 분기별 사전 정기감사를 실시해 비위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기획감찰

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재직기간 5년 이상

의 직원을 청렴지킴이로, 군민을 청렴 군

민감사관으로 선정하여 사전예방적 감찰

을 강화하고 있다.

청렴하고투명한행정구현

전공무원한마음으로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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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문화경험으로 똘똘 뭉친 우리 아이들, 밝고

다양한 미래가 기대되요릳

기장군 관내 위치한 초굛중굛고등학교에 문화

예술의 문이 활짝 열렸다.

기장군은 4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기

장군수와 김석준 교육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릫기장 빛굛물굛꿈 문화학교릮 협약

식을 가졌다. 이로써 평소 다양한 경험을 접하

기 힘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의 장을 제

공하고 보석처럼 숨어있는 학생들의 끼와 재능

을 발견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번 협약식 체결에 따라 기장군이 예산을 전액

지원하며 부산시 교육청에서 내년 2월까지 기

장굛정관 6개 초등학교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에서 릫빛굛물굛꿈 문화학교릮, 그 밖의 12개 소규

모 원거리 학교에서 릫작은 예술학교릮라는 이름

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

중 방과 후와 주말에 열리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

교뿐 아니라 인근의 타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

고 주민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3월 공모로 선정한

부산예술단, 부산아동문학인협회, 부산문화연구

회, 신은주 무용단 등 부산 문화예술단체가 7개

프로그램(무용, 댄스, 국악, 쇼콰이어, 문학창작,

역사탐방, 연극)을 마련하여 빛굛물굛꿈 문화학교

를 진행하며, 작은 예술학교는 오케스트라, 밴

드, 미술, DIY,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등으로 12

개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부산교육박람회에 참여하고 기장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빛굛물굛꿈 문화학교축제 한

마당 및 성과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창의인재육성을 위해 기장

군과 교육청이 손을 잡았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경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

화예술체험을 제공해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주민과 배움의 기쁨을 공

유하면서 릫학교의 지역교육문화센터 역할릮도 주

목 된다릳고 말했다. 인재양성과(709-4332)

기장군 진로교육센터(센터명 릫꿈

너울릮, 이하 센터)가 4월 30일 기장

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진로교육지

원센터는 기장군과 부산시교육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 사업비 5억원

(기장군 4억원, 시교육청 1억원)을

들여 운영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 내 주입식 위

주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와 직업

선택, 그에 맞는 진학 지도에 도움

을 주기 위해 마련된 센터는 712㎡

의 면적에 사무실, 체험실, 상담실

등 다용도 공간을 갖췄다. 화~토요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

영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

행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

로를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게 지

역의 다양한 일터를 직업체험처로

활용하는 직업현장체험, 진로예술

문화활동, 진로캠프, 진로특강굛워

크숍 등 총 18개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

특히 기장군의 넓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센터에서는 기장, 정관, 장안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 각종 검사와 상

담, 진로특별활동을 제공할 예정이

다. 또한 일터체험에 앞서 수련관 3

층을 리모델링 해 진로체험장을 조

성하고 학부모가 자녀 진로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

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교실도 예정되어 있다.

1996년 기장군과 무주군이 자매

결연 후 최근 양 도시 간 교류확대

및 친목 활성화 활동이 활발히 이

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행정교

류에 무게 중심이 있었던 교류활동

이 4월에는 보다 주민 가까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호간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월 9일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

치위원회(위원장 최병용)와 설천

면 관계공무원 등 9명이 정관면을

방문해 정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황규원)와 만남의 날 및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했다. 4월 28일에는 무주군

적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영석)와 면장,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철마면을 방문해 철마

면 주민자치위원(위원장 오대범)

회와 자매결연 협약식 및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각각 협약 체결식에는 화기애애

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이어졌

으며 문화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화합과 공동 번영 등을 주 내

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상호 서명했

다. 체결식 후 양 위원회는 지역 내

주요 시설과 관광지, 행사를 시찰

하며 자매도시 간 이해의 폭을 넓

혔다. 정관굛철마면장은 릲우호협력

협약을 계기로 무주군과 소중한 인

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 체결을 계기로 양 지역이 상

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릳

고 말했으며 설천굛적상면 주민자

치위원장은 릲초대해줘서 감사하다.

무주군에는 가족과 함께 즐길 거리

가 풍성하다. 기장군민 누구든 우

리 마을을 방문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도움이 필요할 시 최선을

다해 지원할 테니 많이 방문해 달

라릳며 방문을 권했다.

양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로 의미

있는 만남의 성과를 위해 협의 후

정관굛철마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4월 21일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기장군굛무주군농촌지

도자회원,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

군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

데 기장군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황규원)와 무주군농촌지도자연합

회(회장 이상철) 간 상호 우애증진

을 위한 상호협력협정(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 일회성에

그치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

역의 영농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정보교류에 노력하고 양 지역

의 대표 축제나 행사에 상대지역의

농굛특산물 홍보를 약속하는 등 적

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작년 12월 18일∼19일 기장군농촌

지도자연합회의 무주군 방문에 이

루어진 두 번째 만남이다.

기장멸치축제 기간 중 4월 25일

에는 무주군 이장단 12명이 축제장

을 찾아 기장군-무주군 이장단 만

남의 날을 가지기도 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릫꿈너울릮 개소
직업인과의만남굛학부모교실등특화된진로교육제공

정관면-설천면, 철마면-적상면 주민자치위원회 우호협력 다져

기장군-무주군 농촌지도자연합회 동반성장 하자 다짐

멸치축제장 방문도

차성아트홀 영화관 이용객 7만명 넘어

릫극장의 감동을 군청에서릮라는 슬

로건으로 지난 2013년 3월 17일 개

관한 차성아트홀 영화관에 최신 히

트작은 물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3D 애니매이션의 영화를 상영하면

서 영화관을 찾고 즐기는 군민이 부

쩍 늘어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이

용객이 7만명을 훌쩍 넘겼다. 관내

영화관이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

해 시작한 차성아트홀 영화관이 기

장군민만의 특별한 주말 문화로 자

리 잡은 것이다.

특히관람객 1천4백만명을넘기며

크게 흥행몰이를 한 영화 릫국제시장릮

을 상영한 4월 5일에는 궂은 비가

내리는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

고 3회 모두 상영시간 한참 전부터

많은 군민이 군청을 찾아 당일에만

1천 4백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기장군은 5

월 재상영을 결정해 5월 10일 상영

예정이며 이 외에도 멜로, 판타지 등

다양한 영화를 선보여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뢾18면 광고 참고뢿

기장군-무주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만남의 날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주군 이장단

기장 빛굛물굛꿈 문화학교 기장 룗작은 예술학교룘

연번 거점학교(장소) 프로그램 운영기관 프로그램명

1 가동초 신은주 무용단
누리동동(動童)

(세상을 움직이는 아이)

2 기장초 부산예술단
몸의 장단과 함께하는

국악놀이

3 달산초 극단 도깨비
우리동네 이야기로

만드는 연극

4 신진초 김옥련 발레단 Fun굩Fun굩한 댄스스쿨

5 대청초 부산아동문학인협회 동화 문학창작교실

6 정원초 부산문화연구회
문학과 함께하는

기장역사 문화교실

7
기장종합

사회복지관
원이벤트

(한스쇼콰이어)
쇼콰이어

연번 중심학교 프로그램명 연번 중심학교 프로그램명

1 내리초 내리사랑 오케스트라 7 좌천초 우리두리 오케스트라

2 대변초 토요 어린이 연극교실 8 죽성초
가족과 함께하는

사물놀이

3 월내초 월내 블루스 밴드 9 칠암초
기장 룗빛굛물굛꿈룘

영상예술학교 운영

4 월평초
3세대 Harmony 음악학교를

통한 행복마을 만들기
10 부산중앙중

기본미술체험 및 심화
생활미술 프로그램

5 일광초
DIY(Do It Yourself)기술기반
교육을 통한 인문예술교육

11 신정중
우리동네 뮤지컬
제작 프로젝트

릲꿈꾸는 바다, 기장릳

6 장안초 장안 작은 예술학교 12 장안제일고
음악이 있는
인문학 교실

영남권최초치매지원센터개소
릫기장군치매지원센터릮 해운대백병원과 협약 체결

기장군은 4월 7일 기장군청에서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황윤호 해

운대백병원 원장, 박진세 신경과

교수(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백병원과 릫기장군치

매지원센터릮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식을 가졌다.

기장군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사

업담당자 1명으로 치매예방 및 관

리사업을 부분적으로 운영하여 왔

으나 보다 전문적굛효율적인 치매예

방 및 관리를 위해 인근 지역의 대

학병원인 해운대백병원에 위탁하

게 됐다. 협약에 따라 병원에서는

센터장인 신경과 전문의 등 5명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사, 작업치료사)이 치매대상자 발

견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비지원사업, 치매고위험

군 및 경증치매노인의 인지재활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전반을 추진한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7년 말까지

이며 운영기간 내 사업 평가를 통

해 연장 운영이 결정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병원과 협력하여 찾아가

는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조기

치료를 도와 치매로의 악화를 지연

시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

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말

했다. 기장군보건소(709-4803)

기장군에서는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비위근절을 위한 릫청

렴 군민감사관릮을 모집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

랍니다.

2015. 5. 기장군수

1. 선발인원 : 15명(읍굛면 별 3명)

2. 군민감사관의 신분 : 무보수굛명예직(비노출굛익명)

3. 활동기간 : 2015. 5 ~ 2017. 4(2년 간)

(필요시 1차에 한해 연임)

4. 보상금 지급 : 제보 건수 및 활동에 따라 연말 지급굛50만원 한도

5. 지원자격

가. 만18세 이상 기장군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나. 기장군의 실정에 밝고, 인터넷과 이메일 활용이 가능한 자

다. 공공행정의 부정굛부패 척결 의지가 투철한 자

6. 지원서 신청

가. 신청기간 : 2015. 4. 13(월) ~ 5. 15(금), 방문접수(토, 일

요일 제외)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계(본청 3

층), zulu@korea.kr

○ 우편 : 우)619-90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기장군 홈페이지 참조)

8. 결과발표 : 선발된 사람에 한해 2015. 5. 20(수)까지 개별

통지 예정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kijang.

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장군청 기획감사실 감사계

(709-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청렴 군민감사관 모집 알림

관내학교 문화예술 꽃 활짝 펴
부산교육청과지역연합문굛예굛체방과후학교운영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대상주택 : 201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공 시 일 : 2015. 4. 30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

관이 각각 결정굛공시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4. 30 ~ 2015. 6. 1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 소 : 기장군청 세무과, 인터넷

▷ 인터넷열람 : http://hpas.busan.go.kr

▷ 이의신청 : 기장군청 세무과, 인터넷(http://hpas.busan.go.kr)

▷ 문 의 처 : 기장군청 세무과 (709-4881~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 소 : 인터넷 열람( http://aao.kab.co.kr ), 기장군청 세무과

▷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굛제출

▷ 제출장소 : 인터넷(http://aao.kab.co.kr),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 문의처 :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462-0401)

□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룗건축법룘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및 연립 주택으로서 20세대 이하

- 주상 복합 : 상업굛준주거지역 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

택 외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함으로 지원대상 아님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 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됨

※ 지원 신청 내용 및 건수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하

향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금액으로 신청 하여야 함

□ 지원사업

- 단지 안의 도로굛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부수작업, 석축굛옹벽굛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동주택 옥

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굛보수 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

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에 관한 사항(시행예정 중)

□ 신청기간 : 2015. 4. 20 ~ 5. 19(1개월)

※ 사업착수 전까지 자체부담액(공사금액의 20％초과 금액)

확보 증빙서류 제출 하여야 함

□ 신청방법 : 관리주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과로 신청

- [별표1]소규모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선임관련 서류

포함)

- 설계서 및 견적서 등 공사금액 산출내역서

건축과(709-4596)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정관면(面) ⇔ 정관읍(邑) 비교

정관면 읍(邑)승격 시 변동사항 안내

구분 面 邑 승격 시 비고

일반
사항

○ 교부세 산정 기준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에 영향 미치지 않
음

○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가격 영향 - 개발
비용 부담 증가 - 투자
등 심리적 효과 기대

○ 인구유입 효과 기대
○ 주민편익 시설 확충
○ 정관신도시 발전 도모
○ 읍 브랜드 가치, 자긍심

고취

행정
조직

○ 면장 : 5급 - 부면장
(6급) 총무계장 겸직

○ 읍장 : 4~5급(인구 7만
이상)

- 부읍장(과장, 6급) 별도
정원

- 읍민 행정서비스 향상
효과

교육
분야

○ 농어촌특례입학 ○ 변동 없음

○ 농어촌 전원학교 지원
사업(2015년부터 시교
육청 예산전액 삭감되
어 사업 폐지)

○ 변동 없음
(차이 없음)

주민
부담
기타
세제

○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50％ 감면 혜택 있었으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가 2015.1.1자로
개정 시행되어 혜택 소
멸(개발제한구역, 녹지
지역은 혜택 유지)

○ 변동 없음
(차이 없음)

읍
승격
요건

○ 인구 2만 이상(지방자
치법 제7조 제3항), 시
가지 구성인구 40％ 이
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40％이상의 면
(面)(지방자치법 시행
령 제7조 제3항)

○ 정관면 현황
(2014.12.31기준)

- 인구 : 64,000명
- 시가지 인구 비율 :
89.7％

-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 : 99.1％

요건
충족

총무과(709-4115)

기장군-무주군 릲앞으로더자주만나자릳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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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일자리가곧복지릮기장군에오면일자리가보인다
취포생(취업활동을 포기한 취업준비

생), 이퇴백(이십대 스스로 퇴직한 백

수), 청년실신(구직이 어려워 드러눕게

되는 지경)... 모두 취업과 관련해 현재

시대상을 반영한 우울한 신조어들이다.

기장군은 릫일자리가 넘치는 희망 기장릮

을 건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

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릫일자리가 곧 복지릮라는 군정철학으로 소

통과 공감행정을 펼쳐 군민이 희망을 갖

는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걸음을 내

딛고 있다.

기장군과 부산일보 주최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릫2015 기장군 청굛장년 일자리 박람회릮에서는 많

은 구직자와 구인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고 있다.

3월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후 일자리를 구한 손경란 씨가 세탁

작업에 여념없다.

■ 기장군 청굛장년 일자리박람회 릫북적릮

기장군과 부산일보 주최로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릫2015 기장군 청굛장년 일자리 박람회릮에서

는 많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 희망의

눈빛이 오고갔다.

릫함께 더 큰 세상을 꿈꾸다릮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는 대선주조, 비엔그

룹, 에어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등 대기업과

강소기업, 사회적기업을 총망라한 부산굛울

산굛양산지역 205개 업체가 참여해 필요한

인력 채용에 나섰다. 이틀 동안 참관객 약

1만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 곳곳에서 대기업 인사담당자와

청년 사업가가 바라는 인재상 및 면접 요

령, 이미지 컨설팅 등 입사전략 상담서비

스를 제공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왔다.

특히 방송인 서경석과 함께하는 릫스타 토

크콘서트릮, 바리스타 커피 시음, 경품 추첨

등이 열려 행사장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박람회장에는 구직자 뿐 아니라 향후

취업을 준비할 고등학생굛대학생들의 발

길도 끊이질 않았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에게 박람회는 본인의 적성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자치단체에서 이런 규

모의 박람회의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행

사의 목표는 단순하다. 군민의 취업 그리

고 지역경제 활성화다. 앞으로도 구직자에

희망을 기업에게 인재를 제공하기 위해 현

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집중할 예정릳이라고

말했다.

■ 새 일 찾기 군청서 도움 받으세요

손경란(기장읍) 씨는 지난 3월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 손 씨는 평생 자영업을 운

영하다 2년 전 사고로 팔에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운영이 힘들게 됐다. 오른팔에 힘

을 쓸 수 없고 다른 경험도 없는 터라 새로

운 직장을 구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는 동

안 자신감도 잃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군청에 문을 두드렸더니 기장여성새로일

하기센터(기장군청 1층, 이하 새일센터)

에서 손 씨의 손을 잡고 취업의 방향을 제

시했다. 여러 차례 상담과 일자리 알선으

로 그녀는 현재 크린토피아 기장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업체 관계자 및 동료의 따뜻한 배려로 누

구보다 즐겁게 일하고 있으며 자신감도 생

겼다.

손 씨처럼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경

력단절여성 대부분은 사회로 다시 발을

내딛기가 막막하다. 어디서 정보를 구해

야 할지, 어떤 기술과 교육이 필요한 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

지 않는다면 새일센터에 문을 두드려보길

권한다.

새일센터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과 취업 후 사후관리, 직업 훈련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2015년 4월말 기준

72％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특

히 집단상담프로그램(워킹맘가이드)은 취

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격검

사(mbti),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작성, 이

미지메이킹 수업을 통하여 재취업을 하고

자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금년에도 경리회계과정 등 4개 과정이

취업의 의지가 강한 수강생의 열기 속에

진행 또는 예정 중에 있다. 특히 자동차부

품 조립원 과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업

환경에 처해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

로 모집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장군 취업정보센터는 2014년부

터 찾아가는 현장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

고 있어 주민의 구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월 2굛4주 금요

일 버스승강장, 대형마트, 아파트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직업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709-5354~9)

기장군 취업정보센터(709-4377~9)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굛관 협력 MOU 체결

기장군은 공공사업을 계약하거나 민간

대형사업 인허가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토록 하는 민굛관 협력 MOU 체결을 추진

한다. 협약 체결 추진으로 공공굛민간 대형

사업 시행자가 지역 주민을 우선채용하고

고용인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유아숲체험장큰인기

4월 17일 기장 참조은어린이집 원아들이 숲 해설가로부터 진달래와 철쭉의 구별방법에 대해 설

명을 듣고 있다.

릲얘들아숲으로가자굩숲에서놀자굩릳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을 떠나 우리 아

이들이 자연그대로의 공간인 숲에서 만지

고 보고 느끼며 오감을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 공간 릫유아숲체험

장릮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2월 유아숲 체험 참여를

원하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

으로 숲반(8개반 160명)을 모집하여 3월

부터 12월까지 매주 1일 1회 또는 2회, 하

루 4시간 이상 숲에서 자연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기장읍 테마임도 일원과

정관면 소두방공원, 좌광천 일원에 각각

유아숲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유아숲 체험은 아이들이 폐쇄되고 정형

화된 도시의 보육시설을 벗어나 숲에서

맘껏 뛰어놀고 오감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감성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숲의 올바른 이해와 자

연체험 학습을 도울 전문 숲 해설가를 배

치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김경숙 숲 해설사는 릲숲이 학교고 나무,

곤충, 꽃 등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이

들에게 교재이죠. 숲은 몸과 정신을 균형

있게 성장 발달시키는 최고의 배움터입니

다릳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장은

누적 유치원 122개소, 3천932명이 참여했

으며 추후에도 도시환경에서 마땅한 자연

체험놀이가 없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친해

질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미래의 꿈나무인 어

린이들이 성장기에 자연친화적인 유아숲

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기

장군 아토피케어푸드센터(동부산대학교 식

품영양과 조리실습실)에서 오는 5월 30일

제1회아토피예방건강식개발요리경진대

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아토피케어푸드센터와 동부

산대학교가 주관하고 기장군과 부산광역시

가 후원하며 부산지역 식품관련학과 학생

및 부산 거주 일반인이면(만 20세~35세 미

만)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는 5

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자우편

(shsong@dpc.ac.kr)또는우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운봉길 60 동부산대학교 1312호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으로 필수출

품작 1개와 선택출품작 1~3개의 조리법을

제출하면 된다. 경진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20팀(2인 1조)이 현장에서 조리하여 경연

하는 형식으로 대회의 주제와 재료의 이해

도, 조리법의 실용성, 건강기여도, 작품성,

위생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며 별도의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릫High Five Low Three(오색

의 채소와 과일은 많이 먹고 설탕, 소금, 나

쁜지방식품은적게먹자는뜻), 아토피예

방 식생활 환경개선릮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아토피 예방 건강식을 개

발하고지역주민의관심도를유발하여아토

피질환 예방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최된다.

기장군 아토피케어푸드센터(714-7171)

기장군보건소(709-4794)

건강요리자신있는데…대회참여해볼까

5월 30일제1회아토피예방건강식요리경진대회개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7. 6 ~ 9. 25(공공근로사업)

2015. 7. 6 ~ 10. 30(지역공동체사업)
○ 임금단가 :시간당 5,580원
○ 근무시간
- 39세 미만 : 주 35시간 (7시간 × 5일) -뢿 민원도우미 및 행

정업무 보조에 한함
- 40세 ~ 65세 미만 :주 26시간 (7시간 × 3일, 5시간 × 1일 )
- 65세 이상 :주 15시간 (5시간 × 3일)

(※사업장에 따라 3시간 × 5일)
○ 신청 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
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선발방법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부여 및 합산한 점수
의 상위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사업유형 :민원안내도우미,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신청안내
○ 접수장소 :주소지 읍굛면사무소
○ 접수기간 : 2015. 5. 18(월) ~ 5. 28(목) 8일간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최근 3
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필수), 배우자의 도장, 직장보
험인 경우 부양자의 도장

★ 최근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정보제공동의
서 미제출 시 선발 제외

-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 취업 보호굛지
원 대상 증명서, 새터민 증명서)

※ 신청 불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
공근로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포
기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교통경제과(709-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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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구분 강의내용 강 사
1주 만남과 결혼 동명대학교 최연옥 교수
2주 궁금한 성 톡톡 성교육 전문가 고동희 강사
3주 부부 소통을 위한 대화기법 가족상담사 박영선 강사
4주 가족, 준비된 부모 동명대학교 최연옥 교수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이상 성인 2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

간암
만 40세이상 성인

중 고위험자
1년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이상 성인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유방암 만 40세이상 성인 2년 유방촬영술

자궁
경부암

만 30세이상 성인
(의료수급자는
만20세이상)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 일시 및 신청 : 2015. 5. 15, 15시 / 전화신청(709-5371)

○ 장소 : 정관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 주제 : 뇌졸중 (쓰러지면 늦다,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 강사 : 아름다운강산병원 김기림 원장

건강증진계(709-4822)

○ 검진일시 : 2015. 5. 27(수) 09:30 ∼ 15:00 → 오후 3시까지

접수마감

○ 검진장소 : 일광면사무소 대회의실

○ 검진대상 : 60세 이상 관내 어르신 200명

※ 당일 검진인원이 많을 경우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우선 선정

○ 검진비용 : 무료

○ 검진내용

-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수술상담

및 기타 서비스 제공 등

○ 검진자 준비사항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및 전화번호

지참

○ 검진기관 : (재)한국실명예방재단

건강증진계(709-4824)

1.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부부 함께 검사 가능)

○ 구비서류 : 주소 등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검사장소 : 기장군보건소(709-4860) 및

정관보건지소(709-5375)

2. 신혼부부 건강교실

○ 일 정 : (정관면) 5월 매주 목요일 19:00 ~ 21:00

정관정신건강증진센타교육장

(기장읍) 9월 매주 목요일 19:00 ~ 21:00

보건소 보건교육장

○ 대 상 : 관내 거주 신혼부부

○ 교육내용

○ 신 청 : 기장군보건소(709-4860), 정관보건지소(709-5375)

3. 임신반응검사

○ 대 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만15 ~ 49세)

○ 구비서류 : 주소 등재된 신분증

○ 검사방법 : 소변검사(무료)

○ 검사장소 : 보건소 및 정관보건지소

○ 임신확정시 :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실시, 엽산제 지급

기장군보건소(709-4860), 정관보건지소(709-5375)

국가암무료검진을 받으셔야 암진단시 암환자의료비지원이 가

능합니다.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자

- 올해(2015년) 주민등록상 홀수년생 대상(2년주기 검진인 경우)

※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통보합니다(우편

으로 통지)

※ 검진대상자별 검진항목은 상이함

○ 검진비용 : 국가암무료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없음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표 수령 → 안내된

검진기관에 예약 → 예약된 일자에 검진실시

○ 검진시 지참물 : 암검진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 검진주기

기장군 국가암관리사업 담당(709-4832)

○ 대 상 :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 운영기간 및 시간

- 기장노인복지관 : 2015. 5. 7, 5. 14(매주 목요일) 14:30 ~ 14:30

- 일광노인복지관 : 2015. 5. 4, 5. 11(매주 월요일) 15:00 ~ 16:00

○ 운영장소 : 기장노인복지관, 일광노인복지관

○ 운영방법 : 전문강사 및 보건소 인력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 5. 7 : 체질별 한의약 강좌

- 5. 11, 14 : 기초건강 및 영양상담 사후만족도 조사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709-4827)

○ 대 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성정신질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일 시 : 2015. 3. 4 ~ 6. 24, 매주수요일 10:00 ~ 15:30(참가비무료)

○ 장 소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 내 용 : ① 사회기술훈련, ② POP교실, ③ 에어로빅,

④ 지역사회적응훈련(매월 4째 주 금요일 진행)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727-5386)

○ 기간 및 대상 : 3월 ~ 12월(주 1회), 거동 가능한 장애인 및 가족

○ 내 용 : 경직된 척추 및 관절 등을 활성화 시켜 유연성 증

진 및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신청기간 : 연중 전화접수

보건행정계(709-4859)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정관어린이도서관에서는 평소 독서습

관을 형성하고 글쓰기 능력 함양을 통한

릫책 읽는 어린이, 생각하는 어린이릮로 성

장을 위해 정관어린이 도서관 릫신나는 독

서논술교실릮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5월 30일부터 8월 29일까

지 12주 일정으로 모집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각

학년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월) 11시부터 5

월 13일(수) 18시까지로 정관어린이도서

관 홈페이지 (http://jgchildlib.gijang.go.

kr)에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 1만원은 수

강자 부담이다. 장소는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 다목적실이며 문의는 인재양성과 평

생교육팀 전화 709-4486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보건소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

요일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에서 릫토

요 우리가족 구강건강교실릮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족 구강건강교실은 온 가족의

효율적 구강건강 관리법과 구강질환 예

방의 중요성을 교육해 가족 전체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프로그

램으로 2011년 9월에 시작하여 지난 3월

까지 170가족 총 545명이 참여했다. 구

강교실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족

이면 매달 선착순 5가족 내에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구강교실 프로그램은 ▲구강관리 동

영상 상영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세균

막 검사 및 칫솔질 교습 ▲불소 도포 등

을 진행하며 참여자에게 구강관리의 관

심을 유발하고 평소 건강한 습관 형성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치아를 관리하기 어렵거

나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녀에게 충치가

발생하기 전 올바른 칫솔질의 방법과 중

요성을 동영상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

게 설명하고 있어 평생구강습관을 형성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일

반 치과 방문 시 일정금액을 지불 후 진

료 받는 불소도포를 프로그램 참여자에

게 무료로 도포하고 있어 부담 없이 구

강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릲불소도포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높은 시술이며 평소

이가 시려 통증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 2

~ 3회 도포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릳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릲구강관리는 치료보

다 평소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

이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법에 따르

기는 쉽지 않다. 가족이 함께 편하게 참

여하여 올바른 습관도 형성하고 가족간

유대관계도 돈독해지는 기회가 될 것릳이

라고 말했다.

기장군보건소(709-4807)

평생가는치아건강평소관리가중요해요
기장군보건소 릫우리가족구강건강교실릮서관리요령알려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 가족들이 <파랑새>책 속의 새장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있다.

관내 어린이들이 문학, 예술 등의 분야

에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자 지난 3월 21일부터 2015년 꿈다

락 토요문화학교의 일환으로 바투아트 인

문학 예술교육프로그램 뢾내안에 파랑새

가 있다뢿 1기가 운영 중이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란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며 즐거움을 얻

고 꿈을 만들어 가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만든 프로

그램이다.

바투아트는 릫더 가까이릮라는 순 우리말

인 릫바투릮와 릫아트릮를 결합시킨 명칭으로

시각예술의 기획, 심리상담, 문화예술분

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다. 부산문

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모

를 통해 당선되어 정관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 하게 됐다. 대표 임현희씨는 릲이 프

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배워나가며 대화를 통해 서로 감동

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릳라고 소개

한다.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매

주 토요일 오후 2시30분, 총26명(13가족)

이 참여해 명작동화 뢾파랑새뢿책을 읽고

이야기 거리를 함께 나눈다. 책을 한꺼번

에 읽지 않고 매주 배경삽화와 함께 챕터

별로 일부 읽어본 후 책 속의 주인공이 되

어 보고 파랑새를 위한 새장 만들기, 아이

클레이작업, 조각보 만들기 등 중요한 소

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이야기를 깊이 있

게 이해한다.

박재완(정원초, 1학년) 어머니는 릲예전

에 책 1권을 슬로우리딩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릳라며 다양한 활동으로

책 내용이 평생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월에는 장안 대룡마을에서 가족과 함

께 1박 2일 캠프도 계획되어 있어 자연물

을 통한 조형 활동, 별자리 관찰과 가족

행복나무 만들기 등 가족에게 다양한 추

억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정관어린이도서관서운영

가족과함께떠나는정서교감여행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원예전문가들이 화분갈이 하느라 분주하다.

바야흐로 꽃의 계절 5월. 가는 곳마다

녹음이 짙어지고 꽃향기가 진해지는 이

때,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은 릫집안 단장

대표선수릮 화분을 들고 길게 줄을 지었

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릫찾아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릮을 실시해 화분갈이

및 실내식물 관리요령을 알려주기 때문.

지난 4월 7일에는 정관면 휴먼시아1단지

를 찾았다.

봄을 알리는 잔잔한 봄비가 흩날리는

날씨였지만 아파트 한편에 마련된 교육

장에는 많은 주민들로 붐벼 농업기술센

터 직원과 원예전문가들의 손길이 바빴

다. 주민들은 원예전문가와 함께 분갈이

를 하며 평소 궁금했던 실내 식물의 재

배법과 관리요령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

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실내 식물 가꾸

기 등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찾아

가는 녹색생활실천교육을 추진하고 있

다. 금년에도 3월 30일 정관면 엘에이치

4단지를 시작으로 관내 100세대 이상 아

파트 21개소에서 교육을 진행(예정)하

고 있으며 평균 100여명의 입주민이 이

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장에서는 실내식물 종류별 화분

갈이 요령교육 및 실습 식물의 기능과

해충 방제요령, 베란다 원예교육, 유용미

생물 활용 등 화분 관리 요령에 대한 교

육으로 화초 생육을 연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릲녹색생활실

천교육 기간 중 아파트관리사무소굛이장

님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가정 내에서 하기 힘든 분갈이를 찾아와

해 줘 고맙다. 이사 오니 혜택이 많다고

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릳며 릲앞으

로도 도시농업 및 생활원예 활성화 등

녹색기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릳

이라고 말했다.

녹색생활실천교육은 5월 1일 장안 한

빛아파트, 7일 기장 현대아파트, 8일 정

관 서희스타힐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릲화분갈이하니가정에생기를더하네요릳
농업기술센터직접아파트찾아가화분관리EM활용교육실시

릫지역 협력굛공조체제 강화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기장 만들기에 협력하자릮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치역치안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한 2015년도 상반기 치안

정책설명회가 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

주관으로 4월 10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

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경찰서장을 비롯한 관

계자, 기장군수, 부군수, 실과장, 기장군

의회 의장,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민생치안 확립, 4대 사회악 근절,

교통문화개선 등 작년 치안정책 성과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치안정책을 참

석자에게 설명했다.

특히 작년 교통사고 사상자와 민생 관

련 절도 발생 및 검거 건수가 향상되었

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

설보완,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다양한 경

찰행정 정책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

했다. 안정용 서장은 릲기장군민을 위한

공감치안 구현은 경찰 혼자만이 아닌 민

굛관굛경이 하나가 되려는 진지한 노력으

로부터 시작되는 것릳이라며 릲함께 노력하

자릳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회의를

이끌었다.

치안정책설명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군의원은 교통위험지 신호등굛

CCTV 요청, 정관파출소 인력 등 여건

보완, 장안산업단지 조성지 대형차 교통

문제, 농작물 절도피해 등 지역마다 안

고 있는 어려움을 일일이 나열하며 군민

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주

문했다.

군에서는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경찰

행정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CCTV 증설 예

산 확보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예산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치안안정위해경찰서와군굛의회머리맞대
기장경찰서주관치안정책설명회개최

릫신나는독서논술교실릮 2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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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읍 고무로에 위치한 장안천야구장 모습

야구의 도시, 구도(球都) 부산은 프로야구

가 개막한 이후 야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열기를 증명하듯

직접 야구장을 찾아 야구경기를 하려는 사람들

이 증가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역 야구인들의 야구에 대한 갈증

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천야구장을 개장하여 운

영하고 있다. 장안천야구장은 장안읍 고무로에

위치한 야구경기장으로 2012년 11월에 개장하

여 아마추어 및 사회인 야구팀을 대상으로 대

관 운영 중이다.

장안천야구장을 조성하기 전에는 기장군에

제대로 된 야구장이 없어 관내 사회인 야구팀

이나 학생 야구팀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장안천야구장 개장 이후 야구 연습과

경기를 관내에서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장관내

사회인 야구팀이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증가

했고, 또한 평일 주간에 대관하여 운동을 하는

기장 신정중학교 야구부가 창단 최초로 릫부산

중학야구 춘계리그릮에서 최종 우승을 하는 쾌

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달에는 기장군이 주최하고 KNN, 부산광

역시 야구협회가 주관하는 릫제1회 기장군배 사

회인 야구대회릮가 장안천야구장에서 개최될 예

정으로, 부산지역 내 64개 팀(1천600여명)이

참가하여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

지 진행된다. 또한 기장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

고 기장군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 소속된 기장

관내 18개 팀이 참가하는 릫기장군 생활체육 야

구리그릮 경기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주말에 진

행된다.

장안천야구장 관계자는 릲앞으로도 고품질 서

비스 제공과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

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릫꽃보다 청춘여행릮사전 교육을 받고 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성우희망재단과의

협력사업인 릫기장 희망울타리 사업릮중 릫가족역량

강화 사업릮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굛관 협력을 활성화시

키고자 2015년 한 해 동안 릫꽃보다 청춘여행릮 사

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1년의 기간 동안 5월,

7월, 10월에 각각 제주도, 기장문화예절학교, 전

주한옥마을 등으로 기장군 관내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며 이를 통해 어

르신들의여가생활의욕구를충족하고정서적소

외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의첫번째일정으로 4월 24일복지관 2층

강당에서 릫꽃보다 청춘여행릮 사전교육을 실시했

다. 꽃보다 청춘여행은 대상자 선정부터 자원봉

사자 모집까지 모두 마치고 설레는 첫 여행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상자는 기장관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자 중 우울증이 있는 만 65세 이상 어

르신들 중 총 20명을 선발했다.

이 날 실시된 오리엔테이션에는 간단한 사업

설명을 마친 후 장거리 여행인 만큼 안전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해 여행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

항을 전달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또한 어르

신들의여행을위해참여한자원봉사자를소개하

는 시간과 함께 친목도모를 위한 웃음치료, 레크

리에이션 등이 진행됐다.

사전교육에 참가한 한 어르신은 릲한평생 어려

웠던 가정형편 때문에 기장을 떠나본 적이 없는

데 복지관의 도움으로 제주도까지 가게 되어 소

풍을떠나기전의어린아이처럼감개무량하고설

렌다릳며 벅찬 감정을 나타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삶

의 질 향상과 신체적굛정신적으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채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사업을 비롯한 노인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多]어울 Festival ＆ 차성스토리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 26일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내 외국인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축제 릫다[多]어울 Festival ＆ 차성스토리릮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

해 소외받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지역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으로 기장군청,

기장문화원, 사할린동포 부녀회,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축제는 기장문화원 사물놀이팀의 짚신 밟기

및 신명나는 공연으로 1부 문화공연이 시작되었

으며, 이후 정미숙무용단의 한국 전통무용을 비

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의 전통공연이 진행됐

다. 다양한 나라의 화려한 전통공연을 통해 외국

인근로자 및 지역주민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가 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러시아 문화체험, 전통의상 체험 및

포토 콘테스트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문화

퀴즈, 사물놀이 및 다도 체험 등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부스가 운영

되었다.

이번 축제를 총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남정원

관장은 릲이번 다[多]어울Festival ＆ 차성스토리

축제가 외국인근로자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기

회를 제공하고, 축제를 계기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이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릳고

전하며 릲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릳고 덧붙였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력 향상을 돕기 위해

한국어교실, 열린 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 간담

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사회

복지관의 외국인근로자 서비스 이용문의는

051)792-4730으로 하면 된다.

기장문화예절학교 릫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및토요스쿨사업릮운영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연령대별, 목적별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2015년 기장군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인 릫예절다도

지도자 양성과정릮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읍굛면별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됐으며 경력단절 여성 및 은퇴(예정)자

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부여

하는것을목적으로지난달 18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15회로 진행된다. 교육과

정은 차의 성분과 효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송다

례법 등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운영된다.

또한 주 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의 토요체험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릫기장애(愛) 그리다릮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이는 인성교육이 필요한 현대 청

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요소를 체험거리로

구성하여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접하기 힘든 인성

및 정서적 측면의 감성표현 교육을 위해 기획됐

다. 2015년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수업으로, 캘

리그라피란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란 뜻으로 의미

전달이라는 단순한 문자의 본 뜻을 떠나 글자 자

체의 독특한 번짐, 살짝 스쳐가는 효과, 여백의 균

형미 등 순수 조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뜻한다.

릫기장애(愛) 그리다릮는 4월 25일 첫 수업을 시작

으로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매월 격주 토요일

총 12회 수업으로 관내 청소년 15명이 참가하고

있다.

문화예절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을개발굛운영하여맞춤형교육을지속적으로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축제 릫다[多]어울 Festival ＆ 차성스토리릮 열려

장안천야구장, 지역아마추어와

사회인야구활성화에기여

기장희망울타리사업

릫꽃보다청춘여행릮사전교육실시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한승산업㈜(4월7

일), 금오기전㈜(4월 13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를 구축했다.

룗청소년수련활동 국가인증 제2732호룘

청소년 환경사랑 캠프 안내

다문화가정아버지교육 릫해피파파릮 프로그램안내

지역사회바우처서비스 릫뇌에기(氣)가팍팍굩릮 안내

결혼이민자와함께하는음식나눔봉사안내가족과함께하는신나는토요체험참가자모집

프로그램명 활동일시 대상인원 장 소 내 용 모집기간 참가비

하천 대탐험 5.16(토)
14:00~17:00

(3시간)

청소년

가족40명

정관

좌광천

하천 해설,

하천 생태놀이,

수질검사 등

5.1(금)~선착순

접수 후 마감

1인당

10,000원

동료상담가양성교육운영안내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제로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존활동과 숲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룗국가인증프로그램 2732호룘 릫청소년 환경사랑 캠프릮 개최합니다. 부모님과 청

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중학생 40명

○ 일 정 : 2015. 5. 30(토) 14:30 ~ 5. 31(일) 11:00 / 1박 2일

○ 장 소 : 정관 중앙공원, 기장군청소년수련관(정관면 소재)

○ 참 가 비 : 1인 20,000원

○ 활동내용 : 환경정화 도보활동, 병뚜껑의 재발견, 숲 속 대탐험, 환경사랑 골든벨 등

○ 준 비 물 :세면도구, 여벌의 옷, 모자, 운동화, 병뚜껑 3개, 장갑, 개인 복용약, 음료

○ 신청기간 : 2015. 5. 6(수)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전화신청(792-4739)

○ 기타사항 : 봉사활동 8시간 인증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활동 및 상호작용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 언어 습득과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

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강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 5. 15(금) 19:30 ~ 21:30

○ 장 소 :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203호 강의실

○ 대 상 : 예비 또는 신생아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 내 용 : 자녀양육 및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말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릫가족과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체험 프로그램릮을 운영하오니 많

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 프로그램 안내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 확인)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동료이민자의 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 제공

과 주변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조력하여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정 : 2015. 5월 ~ 2015. 12월 (주1회)

○ 신청기간 : 2015. 5. 8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장 소 :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203호 강의실

○ 대 상 : 입국 5년 이상 결혼이민자 10명

○ 내 용 : 자아성장프로그램, 대인관계증진프로그램, 상담기법 및 과정 등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주민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는 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일 정 : 2015. 5. 29(금) 10:00 ~ 14:00

○ 장 소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 대 상 : 결혼이민자 15명

○ 내 용 : 밑반찬 조리 및 도시락 포장, 도시락 전달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을 위해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모집대상 : 부산거주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기간 : 12개월(주 2회 / 월 8회 / 회당 60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이용금액 : 본인부담금 30,000원(기초수급자 15,000원)

※ 치매 및 자살 위험군 판정 시 본인부담금 16,000원(기초수급자 8,000원)

○ 횟수/시간: 주 2회(월 8회) / 회당 60분

○ 장 소 : 가정방문(1인) 혹은 그룹(복지관)

○ 내 용

- Alz 학습요법(두뇌활성화 인지 건강 프로그램)

- 차[茶]문화 치료(차를 통한 정서기능 안정 및 상담)

- 택틸케어, 색종이접기, 화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리에이션

기장군노인복지관(792-4760)

공단행사이모저모외국인근로자 - 지역주민공감대위한소통의장마련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신나는 토요체험 프로

그램으로 숲속대탐험 1일 가족캠프를 4월 4일 진행했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한국생활 적

응을 돕기 위해 4월 6일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강

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자 기장장애인복지관(4월 1일),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4월 7

일)와 지역네트워크구축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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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

○ 대 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기 간 : 연중 (집중단속 5. 1 ~ 6. 30 야간굛휴일)

○ 장 소 : 기장군 전역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세무과(709-4231)

5월은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달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신고납부이용시간 : 07:00 ~ 22:00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선택

⇒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서 출력

또는

인터넷 전자납부

위택스(http://wetax.go.kr),

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7:00 ~ 22:00 -

↓

홈택스

전자신고분
⇒

조회방법

회 원 : 로그인

비회원 : 주민

번호와 납부번호

⇒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세무서 방문신고분
(세액공제혜택 없음)

⇒

□ 납세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굛납부기한 : 2015. 5. 1 ~ 5. 3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 30까지)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달 납부한 경우 1일 3/10,000의 가

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

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

득세 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 인터넷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를 이용하실 경우

세무과(709-4154)

6월 군민 정보화 교육 안내

1. 교육일정(2015. 6. 1 ~ 6. 26)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5. 5. 1(금) 9시부터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709-4301)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엑셀
6.1 ~ 6.12(10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20시간)

한글
6.15 ~ 6.26(10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20시간)

스마트폰 활용
6.18(1일)

14:00 ~ 16:00
25

목요일
(2시간)

부서 사업내용 대표전화

가입지원부
(2층, 3층)

행정굛복지
청사관리, 경영관리, 복지업무,
민사채권관리, 퇴직연금 051-550-3277

가입굛부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부과

재활보상부
(1층)

재해상담팀 최초재해조사, 평균임금 산정

051-550-3226
요양재활팀

산재근로자 요양 및 재활, 직업복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등

고객센터 1588-0075

※ 부서별 업무안내

보상에서 사회복귀까지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해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전경.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근로자의

날이다. 이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를 찾았다.

1995년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은 20년 동

안 산재굛고용 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

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 등을 담당하며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복지서비스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현재 공단 본부 산하에는 6개 지역본부

와 49개 지사, 6개 위원회, 10개 산재병원

그리고 인재개발원, 고객지원센터, 연구소

가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근

로자 복지증진, 실업대책,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 적용굛징수굛부과, 근로자 신용보

증지원, 산재환자 진료, 산업보건사업, 퇴

직연금 사업 등이 있다.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지사장 성덕

환)는 1995년 부산동래지사로 개소해 공

단 설립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으며 금정

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그리고 기장

군을 관할하고 있다.

성덕환 지사장은 릲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일할 것릳을 말하며 청렴과 소통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 아래

부산동부지사 59명의 직원들은 고객의 입

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고 체계적

으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제도다. 우

리나라의 산재보험 시스템은 1964년에 도

입되어 선진국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지속

적 벤치마킹과 개선으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

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가입해야 한

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치료, 보상은 물론 직장복귀에 이르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계속 고용

되어 일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

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며 산재근

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융자 사업을 운

영한다.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 이후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

업장으로 확대되어 1차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를 50％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

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

금 10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의 금융지원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

급하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퇴직연금 사업자 중 법률에 의해 설

립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이 가입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와 후원 등 사

회공헌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장군에 지속적으로 1사1촌 농촌봉

사활동을 하고 마을의 각종 시설점검, 의

료봉사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산재보험과고용보험사업굩

근로자와사업주모두에게힘이됩니다

성덕환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 성덕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는 기장군을 비롯하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의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

험 및 고용보험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사업을 통

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발생 이후부터 치료, 보상, 재활 등 사회복귀까지 근로

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산재근

로자의 직업복귀율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

를 위해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

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

고자 합니다. 출산, 육아기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지원사업을, 근로생활 중의 생활 안정

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대부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임금채권보장사업과 퇴직 이후의 생

활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소재 농촌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일손돕기, 지역병원과 연합한 의

료봉사 등 각종 후원활동을 펼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단으로서는 공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20년

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 층 높아진 고객의 요구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

범위의 확대와 품질 향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추진할 각종 사업들의 방향성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 릲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삶, 희망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릳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민과 기장군 소재 사업주 및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희망

과 행복의 기운이 넘쳐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에서은퇴후까지든든한동반자가될터
일하는모든사람이건강하고안정된삶을살수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 오시는길

부산동부지사 직원들이 1사1촌 결연을 맺은 기장군 마을에서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일손돕기,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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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경찰서 치안정책설명회가 군청 브리핑룸에서 4월 10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 치안정책설명을 청취하고 지역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을 나눴다.

의원 동정

새마을 가족 걷기대회가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4월 14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정태우 지회장을 비롯한 새마을 가족

들을 격려했다.

2015년 기장 청굛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기장체육관에서 4월

9일, 10일 양일간 개최됐다. 4월 9일 개막식에는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

자들을 격려했다.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3월 23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2일까지 11

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을 심의굛확정 하고, 각 상임위위원

회 별로 심사한 12건의 각종 조례안 및 동의

안을 심의굛의결 했다.

3월 24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릫부

산광역시 기장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릮 등 5건의 안건에 대하

여 심사굛의결하고, 3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

에서는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

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릮 등 7건의 안건을 심사굛의결하여

본회의로 넘겼다.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릫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굛특별회계 세입굛세출 수정예산

안릮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관계 공무

원을 출석시켜 질의굛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

였고,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거쳐 323억

여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

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원전 소재지역

길천마을 주민들에 대한 집단이주를 촉구하

는 릫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 이주 촉구 결의

안릮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결의

문을 이송했다.

끝으로 박홍복 의원과 이현만 의원이 각각

릫테라노틱스 연구 추진릮, 릫의무급식과 해수담

수화 문제릮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11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정관신도시

쾌적한환경이최우선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관면 출신 이승우 군의원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동안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면서, 그 동안 닫혀있

던 마음의 창문도 활짝 열고 사랑의 기운을 듬뿍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

울러 주민 여러분의 가정이 새 희망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원님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 계획굛방향이 있는지?

- 군의회의 첫발을 내딛은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기장군을

사랑하고, 특히 정관신도시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벌써 수십년이 되었으

나 지난 1년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보다도 훨씬 더 큰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

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기장군과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활동과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뿐입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 무엇보다도 정관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정관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이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는 이 시설물은 신도시 형성 전에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즉 강제로 허가를 취소시킨다거

나, 강제로 이전을 요구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악취발생을 감소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거리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 산업폐

기물 매립장이 정관신도시에 있습니다. 그 동안 악취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기장군에는 정관도서관, 보육센터 건립과 무상보육 혜택, 다양

한 복지지원 등으로 인해 많은 젊은 부부가 이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만큼 행정 서비스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금혜택도

별로 없는 만큼 반드시 릫읍릮으로 승격해야 합니다.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승격시켜 기장군청이 아닌 정관읍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

도록 기틀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꿈꾸는 랜드마크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

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모전리 2만2천평에 추진 중인 릫꿈의 행복타운릮 건

설입니다. 이곳에 들어설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은 지역주민의 체력단

련은 물론 군민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예술

관은 지역주민의 창작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릫꿈의

행복타운릮 건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장의 젖줄인 좌광천을 정관의 랜드마크로 조성하

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좌광천의 수해복구와 더불어 병산저수지에

서 임랑앞바다(13.9㎞)의 구간을 부산 이기대길에 버금가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정관신도시는 올해 안에 인구 7만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신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를 위해 정관면을 정관읍으로 승격시켜 규모가 큰 릫책임(통합)읍면동

제릮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기장군청에서 처리하는 일

부의 행정서비스가 정관읍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불편을 조금이라

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정관신도시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명품 신도시

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군의회제204회 임시회개회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2015년도 제1차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개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단가 현실화 등 논의

원전소재 시굛군의 상생발전과 원전 관련

현안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원전소재 5개 시굛

군의회 의장 협의체인 릫원전소재 시군의회 공

동발전협의회(회장 김양모 영광군의회 의

장)릮 2015년도 제1차 회의가 4월 3일 전남 영

광군의회에서 개최됐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

로 의장 상견례를 겸해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원전 문제에 보다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협의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단가를 현행 발전량 1kWh당 0.25원

을 1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확정하고 이

를 관계부처와 협의 후 법률 개정 등을 요구

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에서 원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원전 전담부

서 신설을 요구하기고 하고 해당 인력에 대해

서는 정원을 늘려 주거나 최소한 인건비 만큼

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원전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

인 릫지역자원시설세릮의 세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전 납품비리나 고장 등 원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지된 기간에 대해

서는 발전설비 또는 평균발전량 등의 기준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강

력히 요구하기로 협의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

명하고 사용 후 핵연료 현황에 대해 지역주민

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물질에 대한 철

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에는 보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을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쳤다.

진단과치료를동시에 릫테라노스틱스릮연구추진해야

박홍복 의원

그동안 우리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자

력 산업의 메카로 국가전력사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

해 온 기장군민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

였음을 정부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성장을 위하여 기장군민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해 왔다면 이제는 기

장군이 비발전 분야에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자력 연구의 메카

로 거듭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

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대 기장군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밀

면서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한 중입자가속기치료기 개발사업, 방

사선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사업 유치 활

동에 적극 노력하였고, 또한 지난 해 6굛4 지방선거 시 원전해체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본 의원이 공약을 하였고, 그해 8

월 정례회 때 대표발의한 원전해체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촉

구결의안 등 발전 분야가 아닌 비발전 분야에 대하여 기장군 유

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 이미 몇 몇 연구개발사

업은 유치가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연구개발사업

과 더불어 더욱 더 비발전 분야에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방사선동

위원소를 이용한 첨단진단과 치료의학인 테라노스틱스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의료산업의 메카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모두들 생소한 용어인 테라노스틱스 기술이란 치료와 진

단의 합성어에서 나온 것으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최

첨단 의료기술 분야입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초기 단

계지만 현재 개발한 다기능성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질병의 조기

진단뿐 아니라 암 치료에도 활용도가 높으며, 임상치료의 핵심인

조직 특이적 표적화 기술과 나노기술, 분자 영상 기술이 접목되

면서 다기능 나노입자의 테라노스틱스 기술이 개발 추진되고 있

습니다. 또한 첨단 분자영상과 나노의학기술의 복합융합기술로

암은 물론 치매, 퇴행성질환 등 난치성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진단과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를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및 수출용신형원자

로 개발사업과 함께 임상적용 연구 수용이 가능한 연구 용역과

기반 시스템 즉, 시설과 연구 및 임상의료 전문가 집단이 한 곳

에 구축된 곳은 세계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핵심 주도형 방사선 치료와 의료연구개발사업의 메

카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이 지향하는 비발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

공적 추진을 위한 의료기술과 더불어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지

역의 연구 인력이 연구 용역을 통해 분자 테라노스틱스라는 첨

단의료 분야의 토대를 만들고 우수 방사선 의굛과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행부는 현재 추진 중인 중입자가속기 및 방사

선동위원소 생산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소프트웨

어적인 측면에서 치료와 진단이 동시에 가능한 테라노스틱스 연

구사업이 고부가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연구센터로까지 이

어지도록 깊은 관심과 선도적인 자세로 임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군이 이런 분자 테라노스틱스 연구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의

료관광 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무급식과해수담수화문제

이현만 의원

제 20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두 가지

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상

급식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수담수

화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상급식에 대한 것으로서 우

선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저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이유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그저 주

는 공짜급식이라고 생각되거나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급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땀의

결실로서 이루어진 귀중한 소득에서 지불된 고귀한 세금으로 제

공되는 급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육과 교육과 노후는 수요

자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즉, 누리는 사람,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보육

과 교육의 지원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 또는 그 집단은 누굽니

까? 보육과 교육을 통하여 혜택을 보는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잘

키워지고 잘 교육받은 인재를 제공받는 국가와 사회입니다. 잘 키

워지고 잘 교육 받은 인재가 사회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수익을 또 세금으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세금으로 국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잘 키워주고 잘 교육 받은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님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보는 국가와 사회가 보

육과 교육에 관한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

리 모든 기장군민들이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후에

관해서는 국민모두가 그동안 국가 발전에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의 능력으로 지대한 이바지를 했으므로 국가와 사회가 릲감사합니

다.릳라는 의미로 당연히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해수담수화 문제입니다. 2008년 부산시가 국토해양

부에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유치 신청을 제안하여 해수담수화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시설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민들은 이미 낙동강 물을 정수

한 물을 수돗물로 공급을 받고 있고 있으며 이 물로 잘 먹고 잘 살

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수를 담수화해서 마셔야 됩니까? 저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 마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

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군에 있는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으로부

터 불과 11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서 비

상사태발생 시 최하 반경 20km이내의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하여

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핵발전소 반경 20km 이내에 대규모 인

원이 음용하는 담수화시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이 부족해 해수담수화를 통해 수돗물을 공

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정수장의 가동량

은 53.3％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있습니다. 1

천954억이 투자된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현재 낙동강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는 비용보다 약 0.7배 정도의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 비용을 투자하여 부산에 다른 지역과 같은

수도요금으로 공급을 하면 당연히 경비의 손실이 발생하여 이 손

실은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돈은 부산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의 돈

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릲말을 물가로 끌

고는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릳 우리 기장군민이 말

보다 못합니까.

※ 원문을 축약했음을 밝히며 원문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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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지만행복하게살기

서촌 오후 4시

김미경/마음산책

릲일을 해보면 쉬운 법이다. 그럼에

도 시작은 하지 않고 어렵다고만 생

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친

다.릳 2천년도 더 전에 맹자가 한 말

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면서

생기게 되는 큰 갈래의 고민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나보다. 언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누구라도 쉽게 어

떠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당장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과

는 별 관계가 없는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한다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

는 상황이 올수 있음을 가벼이 여기

기에는 만만찮은 현실이 바로 눈앞

에 있다. 그럼에도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의 말씀 가운데 인생에서 가

장 슬픈 몇 가지를 들라고 하면 릫할

수 있었는데...릮 릫해야 했는데...릮 등

의 왜 그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섞인 발언이다. 당장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상적인 삶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

다가 나중에 후회를 할 것인지를 고

민해보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란다. 하지만 이러나저러나 같은 결

과라면 해보고 후회하는 쪽을 택하

라고 했다. 하고 싶은 생활을 하느

냐 마느냐 하는 것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해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쪽에 무게

가 실린다. 물론 삶의 가치는 함부

로 정의 내릴 대상이 아니다. 각자

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그

다른 가치관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도 없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고 그로 인해 직업까지 해결이

되었다면야 다시 뭔가를 선택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하고 싶은 일을 하

기위해서 그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

이 슬플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

기위해서 당장 일을 그만둔다면 한

동안은 가난하게 살아갈 각오를 해

야만 한다. 얼음 같이 냉엄한 이 현

실이 슬프다는 말이다.

맛집으로 소문난 어느 유명한 식

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손님

이 주인에게 장사가 잘되니 돈을 많

이 벌어서 좋겠다고 한마디 했다.

이에 주인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고 한다. 릲그러면 뭐 합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는데릳 이 대답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주인

의 가장 큰 즐거움이 돈 버는 것이

라면 대단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

에 틀림없다.

제주도 올레길로 유명해진 서명

숙 씨는 뢾오마이뉴스뢿 편집장이라

는 누가 봐도 매력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내던지고 산티아고로 떠났

다.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비슷한

류의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산

티아고로 떠난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든답시고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

갔다.

릫니가 도로공사에 취직했냐? 길을

만들게?릮 오죽 답답했으면 그의 어

머니마저 이렇게 말을 했겠는가. 하

지만 그녀는 7년 만에 올레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은 한국사람 모

두가 틈만 나고, 길만 보이면 정신

없이 걷는다. 어느 새 릫걷는 사람 서

명숙릮에게 푹 빠져버린 것이다.

릫서촌 오후 4시릮의 저자 김미경은

20여 년의 기자생활과 7년의 뉴욕

생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는 아름다운 재단의 사무총장으

로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난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거리로 나선다. 릫1억년 후의 화가릮라

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리에서 스

케치북을 펼친 것이다.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위해 빵집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머지 시

간은 스스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서

촌을 화실로 삼아 펜과 스케치북을

들었다. 그 어느 때 보다 행복해하

면서.

박태만 서예가

이영덕 소장이 4월 7일 정관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대학입시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요소별 비중 바뀌어도 전형 따라 소홀하지 않아야 해

모든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주된 관심사

는 수능이다.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칠 수

있을까? 저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특기도 다

르지만 수능의 큰 틀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에 맞춰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준비한다

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

러자면 정보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설명회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알짜배기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가 4월

7일 저녁 7시 정관고등학교(교장 곽강표, 이

하 정관고)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학생, 학

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6학년도 이후

대학별 모집요강 등 정확한 입시정보 및 대

비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기장군 지원으로 열

린 이번 맞춤형 대학입시설명회는 많은 사람

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날 강연자로 나선 대성학원 이영덕 입

시전략소장은 연도별 입시제도 변화, 수시

준비 전략, 정시 대비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

했다. 우선 학년도별 입시제도 변화를 살펴

보면 2016학년도(고3)에는 2015학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나 대입전형 간소화, 논술고

사 선발인원 감소,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인

원 증가, 수시모집 비중이 증가될 전망이다.

2017학년도(고2)에는 한국사 영역 필수 운

영(절대평가 9등급), 수능시험 날짜 11월 셋

째 주 시행(현재 11월 첫 주) 그리고 수능시

험 체제 개선으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고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나, 가형으로 실

시된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고3)에는

수능 영어성적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영덕 소장은 ▲해가 바뀌어도 현재의 입

시 기본 틀 그대로 유지될 것 ▲수능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 ▲학생부(교과/비교과) 관

리는 1학년 때부터 철저히 ▲수능 영어는 비

중이 줄어들지만 영어는 여전히 중요한 과목

임을 강조했다.

현재의 대학 입학 전형 체제는 크게 수시

와 정시로 나뉘는데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내

용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학생부 비중이

절대적이며 종합 전형은 서류 비중이 절대적

이다. 또한 지방 대학은 선발인원이 아주 많

으며 일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논술고사는 비중이 줄어들지만 서울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그 비중도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높을 전망

이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형요소별 장굛단점을 잘 분석하

여 본인에게 맞는 맞춤식 전략을 세우는 것

이 중요하며 요소별로 비중이 바뀌어도 전형

에 따라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영덕 소장은 릲1학년이 수능 준비를 시작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미리 종합적으

로 잘 준비하면 원하는 곳에 모두 가리라 믿

는다릳고 말하며 강의를 끝맺었다. 강의를 마

친 후에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오갔고 학생, 학부

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 대학입

시에 대한 고민과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소

통의 장이 됐다.

2016학년도대학입시설명회정관고등학교에서열려

릫DreamHigh릮 동아리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장고등학교, 5월 진로의 달 맞이해 진로동아리 신설

꿈을 향한 배움은 사라졌다. 무한경쟁, 오

직 입시를 위한 12년. 대한민국은 선택과 능

력을 무시한 채 오로지 좋은 학력, 학벌만을

고집하고 있다. 각자의 가치가 과목별 등급

으로 매겨지고 소통과 협력보다 1등과 경쟁

을 강조하는 학교와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꿈이란 어쩌면 뜬구름 잡는 소

리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운데 5월 진로의 달을 맞아 올해 처

음 기장고등학교(교장 박임숙, 이하 기장고)

에는 릫DreamHigh릮 라는 신설 동아리가 생겼

다. 기장고 2학년 14명으로 이루어진 이 동아

리는 학생들이 스스로에 대한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진학

담당 김남이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로 탄생한

진로동아리이다.

지난 3월, 릫DreamHigh릮 동아리 첫 수업이

있었다. 첫 날의 어색함을 풀고자 릫혼자 왔습

니다릮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김 교사의 안내로

꿈을 찾는 방법 중 하나인 릫그로그카드릮 라는

교육도구를 활용하여 각자의 느낌과 욕구에

대해 정의했다.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깨

닫고 그 때 느낌은 어떠한지 스스로에게 집중

하고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졌다.

릫Dream High릮의 운영방식 첫 번째 특징은

라포, 즉 관계형성이다. 기장고는 남녀공학으

로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호흡, 그리고 지

도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

다. 따라서 수업시작 전 항상 게임을 시작해

네임텐트(자기소개 이름표)를 만들고 모둠

별 수업 운영방식을 통해 관계형성에 가장

이상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생중심 운영이다. 동아

리 부원들이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게

끔 만들어 항상 학생 자기 자신의 의미를 깨

닫고, 동아리 수업만큼은 다른 수업과 차별

성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마지막 특징은 토의/토론수업이다. 매 동

아리수업마다 새로운 토론/토의 방식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고 비판하며 말

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또한 동영

상을 보고 중심키워드를 찾고 그 키워드로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

를 가능하게 한다.

동아리 활동 참여 학생은 릲꿈이 없었던 학

생들에게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윤곽을 잡게

했고, 꿈이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던 학생

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시간이었다릳며

부원 모두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러

워했다고 전했다.

릫학다리 권법릮이라는 게임이 있다. 이 게임

은 팔을 합장한 후 다리는 학처럼 한쪽 다리

를 올려서 중심을 잡는 게임이다. 처음에는

눈을 뜨고 중심을 잡다가 나중에는 눈을 감

고 설 수 있도록 한다.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

만 눈을 뜨면 꽤 오랫동안 중심을 잡을 수 있

지만, 눈을 감게 되면 3초도 못 버티고 넘어

지게 된다. 이렇게 눈을 뜨고 눈을 감고의 차

이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즉 꿈이 있고 없

고의 차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장고 릫Dream High릮 동아리가 꿈

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며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산기장고등학교 2학년

강은주, 송보경 명예기자

릫Dream High릮활동으로나의꿈에 릫한발짝릮다가서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릫 릮

니 몸, 네 맘 얼마나 아니? - 배정원(팜파스)

갈수록 청소년의 이차성징이 빨라지는 요즘, 요즘 청소년들은 자기

만의 다양한 통로로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다. 제대로 검증

되지 않은 성 지식을 진짜라고 믿다 보니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서도, 이성의 몸이나 성관계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성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잘못된 성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으니 말이다. 어른들은 쉬

쉬하고, 학교에서는 표면적이고 이론적인 성교육만 받는 청소년들은

이제는 릫제대로 된, 현실적인 진짜 성교육을 해 달라굩릮고 외치고 있다.

피그말리온 아이들 - 구병모(창비)

25만 독자가 선택한 룙위저드 베이커리룚의 작가 구병모의 신작이다.

가상의 학교를 배경으로 비밀을 지키려는 자들과 이를 밝히려는 주인

공이 벌이는 두뇌싸움은 흥미진진하며, 획일화된 우리 교육을 향한 작

가의 메시지는 통렬하다.

저자는 추격전과 추리 기법을 도입해 청소년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

었다. 교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마를 돕는 소녀 은휘와 위험을 무릅쓰

고 사건을 파헤치는 다큐 PD 마 역시 가족과 입시 문제에 갇혀 있던 기

존의 청소년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캐릭터들이다. 학생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어른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로젠탈 스쿨의 모

습을 통해 우리 교육과 사회의 일그러진 초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 번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 윤태성(다산북스)

공부, 대학, 취직, 결혼, 출산, 은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남들과

발맞추어 인생의 단계를 밟으라고 말하는 시대다. 이 중 하나라도 못하

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일쑤다. 단 하나

뿐인 내 인생을 남들과 비슷한 결로 맞추는 것이 옳은 일일까?

윤태성 교수는 릲인생이 여러 개의 산으로 이루어진 인생산맥이며 그중

에서 하나쯤은 본인이 원하는 산에 올라야 한다릳고 강조한다. 인생이 마

음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진짜 원하는 대

로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책을 펼쳐보자. 당신은 결국 당신이 원하는 인

생을 살기 위한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 칼 팔레머(토네이도)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 코넬

대 칼 필레머 교수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을 통해

우리 시대의 노인들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현자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산 증인임을 천명한 바 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의 경륜을

지닌 노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오던 우리의 오랜 전통이 가진 힘이었

다. 노인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검증된 경험의 원천이자 위기에 처한 부

족 구성원이 찾아가는 진정한 릫스승릮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에도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해졌다고 칼

필레머 교수는 역설한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 416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창비)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대표 김순천, 이하 작가

기록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단원

고 희생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중 부모 열세명을 인터뷰하여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기존의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격정적인 분노와 무력

감, 사건 이후 대다수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는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고

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왜 그리운 것은 늘 멀리 있는 걸까 - 박정은(책읽는수요일)

기억을 그리는 작가 박정은의 감성 일러스트 에세이. 나를 더 사랑하

고 싶던 날,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 따뜻한 기억들을 담았다. 두 번의 겨

울을 지나는 동안, 내 곁에 남겨두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과 어쩌면 영원

히 사라지지 않을 아픔과 기쁨들을 하루 한 장씩 그렸다. 왜 그리운 것

은 늘 멀리 있는 걸까? 책은 그리움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눈부

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금 더 나이를 먹었을 뿐 여전히 여린 당신에게,

꽁꽁 감추고 살아왔던 외로움을 들켜버린 나에게, 우리만 내버려두고 앞

으로만 흘러가는 시간 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고마운 시간의 선물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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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My family had the best special trip for

two days. ②The first day of Seoul trip, we

arrived Seoul about 11:00 am. ③We went to

Seoul University for have a strong desire to

studying. ④Beautiful campus with trees and

flowersmakeswonderful scenery.

⑤Next, I visit Insadong street where is one

of the famous steet in Seoul to see strange

and funny things. ⑥We are little bit afraid of

going up toNamsan Tower by lift, but it was

great time. ⑦Seoul is much attractive and

activecity than theother city I think.

①My family had the best special trip to

Seoul for two days.

My family went on a special trip to Seoul

for two days.

릫go on a trip릮은 여행을 가다 라는 뜻이다.

릫go on a business trip릮은 출장을 가다 라는 뜻.

②The first day of Seoul trip, we arrived

Seoul about 11:00 am.

It was around 11:00 a.m. when we arrived

at Seoul on the first day.

날짜앞전치사는on을쓴다. arrive는 at과결

합한다. 몇 시 할 때도 전치사는 at이다. 오전을

나타낼때는a.m. 이니조심하자.오후역시p.m.

③We went to Seoul University for have a

strong desire to studying.

When we went to Seoul National Universi-

ty, I felt my determination to study harder

growing stronger.

릫서울대에 가 보니 공부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짐을 느꼈다릮라고 바꿔 써 봤다. 릫grow +

형용사릮는 릫~하게 된다릮라는 뜻.

④Beautiful campus with trees and flowers

makes wonderful scenery.

I was deeply impressed with the beautiful

campus with lots of trees and flowers.

나무도많고 꽃도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에 깊

은 인상(deeply impressed)을 받았다라고 썼다.

⑤Next, I visit Insadong street where is

one of the famous steet in Seoul to see

strange and funny things.

Next, we went to Insadong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streets in Seoul to see in-

teresting and traditional craftwork.

장소라고 무조건 관계부사 where이 아니다.

여기서는관계대명사를써야한다. 인사동거리

에 가면 재미있는 전통 공예품(traditional

craftwork)을 볼 수 있다고 바꾸어 봤다.

⑥We are little bit afraid of going up to

Namsan Tower by lift, but it was great time.

We were afraid of going up the Namsan

Tower on a lift at first, but it was a great

time.

처음에는(at first) 리프트를 타고 남산을 올

라가기(go up)가무서웠지만멋진시간을보냈

다라는 뜻.

⑦Seoul is much attractive and active city

than the other city I think.

Seoul is a city that릮s much more attractive

and dynamic than any other city, I think.

비교급의강조를나타날때는much를비교급

앞에쓴다. active를 dynamic으로바꾸었다. 릫비

교급 than any other 명사릮는 최상급이 된다.

여기서는 릫서울이 가장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도

시릮라는 뜻.

릫 릮
릫빅데이터릮라는 용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릫빅데이터(Big Data)릮

는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말하며, 전

문가들은 빅데이터를 정보화사회의 원유(Oil

)라고 비유해요. 기름이 없으면 기계가 작동

하지 않듯, 디지털시대에 빅데이터만큼 중요

한 자산은 없다는 뜻이죠.

2012년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가 빅데이터

를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하면서 빅데이터 분

석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모아졌어요. 빅데이터

분석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해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시장 경제상황 등을

예측하기도 하고 트렌드를 읽어내 부가가치가

높은 결과물을 끌어내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들의 업무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

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기획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분석할 빅데이터 자원이 확보되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들은 다양한 분야에

서 사용됩니다. 서울시에서 자정 이후에 택시

비 결제가 집중되는 위치 정보 데이터를 분석

해 심야버스 노선을 정한 사례는 꽤 유명하죠.

또 기상청에서 호우, 풍랑, 한파 등 위험기

상 예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항공

업체가 항공기 운항, 기상정보 등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도운 경우도 있어요.

기업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빅데이

터 분석 결과를 생산이나 마케팅 전략 등 중

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

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통계학에 대한

지식과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설계기법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

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또 데이터 처리 능력

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가설굛모형을 만들

고, 결과를 도출해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요

구되지요.

빅데이터 분석은 거의 전 분야가 수학에 기

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이나 통

계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

고, 경영학, 경제학 및 심리학과 관련된 지식도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가는 최신 트렌드를 많이 다

루기 때문에 세계 각 기업이나 분야별 시장동

향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죠. 세계 각

국의 새로운 기술, 관련 기사나 논문 등에 호

기심과 관심을 갖고 발 빠르게 파악하려는 자

세를 키워야 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석

과정을 인내해야 하므로 끈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문화통장에추억을저축해보아요굩

구분 장소 기간 내용 문의

체험

부산
박물관

5.5(화)
(10시반~5시)

○ 내용 : 퍼니 뮤지움
○ 걱정인형만들기, 유물탁본, 캐리커쳐 체험 등 역사체험 및

마술공연(※ 참가비는 무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체험진행)

시립박물관
교육홍보팀
(610-7147)

수산
과학관

5.5(화)

○ 내용 : 수산과학관 어린이날 이벤트
○ 회오리사탕증정(사탕소진시까지), 가족즉석사진(500가

족), 영화상영 : 썬더와 마법저택(10:00~11:40), 비행기2 소
방구조대(13:00~14:30),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15:00~16:30)

수산과학관
(720-3063)

벡스코
(제1전시장

3홀)

5.9(토)~5.10(일)
(10시~5시)

○ 내용 : 2015년 부산 과학축전
○ 엔지니어링 마을, 과학놀이마루, 작품시연 및 과학체험

부스 운영 등
○ 입장료 : 무료

부산과학기술
협의회

(501-3124)

복천
박물관

○ 행사일
- 칠두령 : 5.16(토)
(10시~12시, 2시~4시)
- 금동관 : 5.23(토)
(10시~12시, 2시~4시)

○ 내용 : 춘계 가야유물만들기(칠두령, 금동관)
○ 대상 : 초등학교 1~6학년생 (※회당 30명, 총60명)
○ 접수 : 복천박물관 홈페이지(HOME뢿교육신청/확인)
○ 수강료 : 무료
○ 접수 : 선착순 마감

- 칠두령 : 4.29(수)~5.6(수)까지, 금동관 : 5.6(수)~5.13(수)까지

복천박물관
조사보존실
(550-0331)

공연

해운대
문화회관

5.4(월)~5.5(화)
○ 내용 : 뮤지컬 후크선장과 캐리비안 해적
○ 시간 : 10:30, 11:40(총 60분)
○ 입장료 : 현매(2만5천원) 할인(1만 2천원)

1577-4868
010-8509-0622

영화의
전당

5.5(화)~5.10(일)

○ 내용 : 5월의 눈보라 슬라바 폴루닌의 뢾스노우 쇼뢿
○ 시간 : 평일 20:00 / 공휴일, 토요일 14:00, 19;00 / 일요일

14:00 (총 85분)
○ 입장료 :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예매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에서 가능)

영화의전당
(780-6000)

축제

벡스코 5.5(화)(10시~3시)
○ 내용 : 어린이날 큰잔치
○ 축하행사(비보이, 마술쇼, 가수, 레이저퍼포먼스 등),

도서교환전, 염색, 항공우주체험, 축구교실 등

아동청소년과
(888-1647)

부산시
어린이
회관

5.5(화)(10시~5시)

○ 내용 : 부산어린이날 93회 가족문화축제
○ 어린이회관, 꿈나무교통나라, 시립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

관 등 4개기관 연계 참여 가능
○ 가족공연, 이벤트, 과학체험, 전시실관람 등

부산시
어린이회관
(810-8800)

시민공원
(다솜광장)

5.23(토)(1시~5시)
○ 내용 : 제9회 부산가족축제
○ 마술쇼, 부부마당, 가족놀이마당, 사진촬영, 먹거리,세계

전통놀이 체험 등

여성가족과
(888-1532)

문화통장이란 경험한 곳의 입장권, 사진, 나의 느낀점 등을 묶어서 만든 1권의 노트랍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5월의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워터파크 → 물놀이공원

워터파크는 릫각종 물놀이 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릮을 뜻한다.

(예) 국내 최대 물놀이공원(워터파크)인 ○○휴양지에는 올여름

들어 최대인 1만 6천여 명의 가족 및 연인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

려 무더위를 식혔다.

○ 마일리지 → 이용실적(점수)

마일리지 제도는 원래 단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항공사의 판매

촉진 제도로 시작해, 지금은 영화관, 서점, 이동통신, 신용카드,

백화점, 주유소 등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퍼졌다.

(예) 릲○○카드릳는 기본 혜택과 함께 발급 첫해에 5만 포인트 또

는 △△항공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3000점을 쌓아 준다.

○ 무빙워크 → 자동길

무빙 워크는 평지나 약간 비탈진 곳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

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 모양의 기계 장치

를 뜻한다.

(예) 공항철도역에는 자동길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짐을 들고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 자 제 목

5월 2일 주전자엄마와 이불아빠

5월 9일 혼나지 않게 해 주세요

5월 16일 키 크는 그림책

5월 23일 호랑이 뱃속 잔치

5월 30일 새 둥지를 이고 다니는 임금님

일 자 제 목

5월 2일 (토) 로덴시아 마법왕국의 전설

5월 3일 (일) 관상

5월 9일 (토) 몬스터 대학교

5월 10일 (일) 오싱

5월 16일 (토)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2

5월 17일 (일) 굿모닝 프레지던트

5월 23일 (토) 하울의 움직이는 성

5월 24일 (일) 각설탕

5월 30일 (토) 코알라키드 : 영웅의 탄생

5월 31일 (일) 엑스맨 :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

국민연금공단, 연금 업무 중단 알림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6월

전북혁신도시(전주시 덕진구 소재)로 이전하며, 공단 본부

이전에 앞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공단 ICT(서버굛네트워

크굛보안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센터를 이전한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ICT센터 이전기간인 5월 1일(근로자의 날)부

터 5월 5일(어린이날)까지 증명서 발급 및 반환일시금 지

급, 각종 신청굛신고서 처리 등 국민연금 업무 대부분이 중

단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 업무는 4월 30일 18:00부터 5월 6일

09:00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5월 4일은 전국 지사 및 콜센터

(1355)를 통해 단순 조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1. 병아리일일독서교실신청안내

-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

- 운영일시 : 2015년 5월 ~ 12월, 화 ~ 금(10:30-11:30),

방학기간 제외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 전화접수(709-5321), 취합 후 중복 될 경우 일정

조정.

- 운영내용 :견학프로그램(금), 책읽기 활동(화 ~ 목)

-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교육, 우수 그림책 빛그림, 전자책,

동화구연, 책읽기 등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2.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굛일요일 14:00 ~ [시청각실]

※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굩

(709-5336)

3. 그림책읽어주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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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6 ~ 7세 유아 및 가족

후원금모집안내

○계좌번호 : 농협 301-0170-9190-61
○예 금 주 : 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최영환)

유료광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굩

국회의원기장군단독선거구는 기장군민의 숙원이자 시대적

과업입니다. 기장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군민의 간절

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기장군단독 선거구 추진위원

회 발대식은 지난 3월 13일 군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서 성황

리에 마쳤으며, 4월 10일에는 군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

적으로 알리는 릫10만 명 서명운동 선포식 및 가두행진릮도 훌륭

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굩

20여 년 전 군민의 힘으로 기장군 복군을 이루어냈듯이, 이

제 기장군단독선거구도 기장사람들의 손으로 반드시 쟁취해

냅시다. 밟으면, 밟힐수록 더 강인해지고 더 단결된 힘을 보여

준 군민들이 바로 릫기장사람들릮아닙니까. 기장군 단독선거구

쟁취의 그날은 꼭 옵니다.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장군단독선거구 추진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 후손들에게

기장사람으로서 권리와 자존심을 당당하게 갖게 해주는 운동

이기도 합니다. 기장사람들의 열정과 정성, 힘만이 우리의 자

존감을 더 고양(高揚)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기장군단독선거구추진위원회추진위원일동

(추진위원회 사무국 051-723-2008, 사무국장 010-5558-4180)

티끌모아 태산굩 태산도 움직입니다.

※ 후원은 소액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기장군단독선거구 촉구
후원금 모집 안내

토지관리과(709-4781)

구분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동굛층굛호)

참고항목

다가구
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가동 4층 501호 (전원빌라)

□도로명주소상세주소사용신청안내

○추진배경

-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빌딩 등 동굛층굛호의 상세주소 부

여로 주민등록 공적 주소표기를 통해 우편물의 반송ㆍ분

실 및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쉽고 빠른 위치 찾기로

생활편의와 사회비용 절감

○신청대상

- 다가구주택, 원룸, 복합상가, 빌딩 등(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제외)

- 공공청사, 종합병원, 공장, 대학 등 2개 이상의 동으로 이

루어진 건물군

○신청방법

-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구비 건축주(임차인) 대표 일괄 연

중 신청

※ 건축주는 건물번호 신청시 건축물대장에 동굛층굛호의 상

세주소 표기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신청(등록되지 않은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불가)

○표기방법(예시)

□국가기초구역기반새우편번호 5자리시행안내

○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으로

2015. 8. 1 이후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국가기초구

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

○ 배달, 위치찾기가 쉬워지므로 공공요금 고지서 및 우편봉

투 인쇄 활용, 도로명주소(http://www.juso.go.kr) 및 우

체국(www.epost.go.kr)홈페이지 참조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안내

굛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영어 에세이, 일기 등을 A4 10줄 내외 분량으로 자

유롭게작성하셔서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원문첨삭

하여 릫기장사람들릮에게재해드립니다.

□보내실곳 :주소)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E-mail) kmji306@korea.kr

주변에다양한분야의으뜸왕어린이굛청소년을추천해주세요.
예) 봉사왕, 가수왕, 암기왕, 글짓기왕, 축구왕 등

연락처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709-4071~5)

기장도서관 5월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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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투명한수채화물맛에빠져봐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찾아서 기장읍 릫수채화교실릮

수강생들이 수채화 그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어느 화가의 작품 앞에서 우두커니

그림에 빠져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

이다. 화창한 날씨 때문에 우울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춰 그

림과 동행한다. 유명작가의 유명 작품

이 아니더라도 작품이 담고 있는 정서

를 느끼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그림을 통해

힐링을 하는 것이다. 바쁜 하루를 견디

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힐링 공간이

여기 있다.

기장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매주화,

목 10시부터 12시까지 수채화 교실이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입소문이 타면

서 2분기(4월∼6월)에는 1반이 더 증

설돼 수채화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기회

가 많은 이들에게 주어졌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붓, 팔레트, 물감 등의 재료

가 필요하나 구매하기 부담스러우면

강사가 준비해온 재료를 사용해도 무

방하다.

수강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채화 한 점. 그 중심에는 기장군예술

인협회 서양학 회원인 배영훈 강사가

있다. 그는 분기별로 풍경, 정물, 인물

등 수채화의 고전적인 주제이면서도

우리 일상에 친숙한 대상들을 채택하

여 구도 잡기, 그림 소재 사용법 등의

스케치 노하우와 원하는 물감 색 얻는

비결, 물 조절 방법, 붓의 섬세한 테크

닉 등 수채화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

면서 수채화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안

내할 예정이다.

수채화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과 물감의 농도 조절로 그림을 그린

다. 하나의 색채 위에 다른 불투명한

색채를 자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덧칠하는 유화와 달리 수채화는

색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흰

면을 남겨두어 밝은 색을 살린다. 백색

은 백색의 종이 자체를 이용하며 가장

어두운 강조색은 튜브에서 짜낸 물감

을 그대로 쓰거나 물을 매우 적게 섞어

서 쓰면 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물감

을 물로 희석시켜 색채의 농도를 조절

한다. 그래서 농도 조절만 좋아져도 본

인 실력의 50％는 향상 될 것이라며 본

인이 생각한 정확하고 맑은 수채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농도 조절이 중요하

다고 배 강사는 강조했다.

그리고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을수록

종이가 색채에 미치는 영향도 커 그림

이 내 마음과 같지 않고 슬럼프가 왔을

때 벽지에 수채화를 그려보는 것을 추

천했다. 벽지의 문향과 결이 수채화와

만날 때 다른 종이와는 다른 색다른 즐

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벽

지는 잘 지워지기에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 초보자들이 쉽게 작품을 완성

하기 좋은 재료라고.

배 강사는 릲수채화는 실수를 줄여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은 습작이

지요. 갈수록 세련되고 능숙하게 작품

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내재되어 있는 감각을 끄집어

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릳라

며 수강생들을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

았다.

겹치고 번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채화

를 대하다보면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그의 말처럼 일주일에 1~2번 서

로 정서를 공유하고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그림에 몰입하는 시간이 수강

생들에게 취미생활을 넘어 치유의 시간

이 아닐까. 어릴 적 한번쯤 꿈꾸어 온

화가의 꿈을 다시 펼쳐내고 그림에 매

료되어 배움의 열정을 쏟고 있는 그들

에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즐겁고 그

로 인해 얻는 위안은 인생의 활력소다.

5월 16일~17일 기장읍 새마을공원~

기장중학교 정문 앞에서 2015년 기장

나눔 프리마켓을 연다. 이곳에서 수채

화교실 1기, 2기 회원들의 습작이 전시

된다고 하니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

이 부는 5월, 그들을 응원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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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32호 릫기장사람들릮

에 게재됩니다. 5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5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기장군은 4월 9일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릫기장 빛굛물굛꿈 ○

○○○릮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견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

로 전망됩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기장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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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재난안전과 진솔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0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23명 등기발송)

▷ 김정호 성용호(기장읍 기장대로) 임경희(기장읍 대청로) 김

진태 박주하 유경민 최옥선(기장읍 차성로) 신재모(기장읍

차성동로) 김규랑 김성조(기장읍 차성서로) 이지연(기장읍

청강로) 김남훈(일광면 동백길) 허상득(일광면 문오성길)

박순미(일광면 이천10길) 송둘자(장안읍 좌천2길) 김영복

(장안읍 하근1길) 박선경 박원욱(정관면 모전1길) 이수지

(정관면 산단2로) 전현희(정관면 정관4로) 김미소 김선정

(정관면 정관5로) 이태남(철마면 안평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박헌철(기장읍 기장대로) 손광훈 신금선(기장읍 차성로) 이

유진 전유정(기장읍 차성서로) 손우정(기장읍 청강로) 최영

두(정관면 농공길) 정은선(정관면 모전1길) 김연희(정관면

산단2로) 고수경(정관면 정관4로) 배미숙(철마면 장전2길)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23명 등기

발송)

▷ 김하영 이순기 최형욱(기장읍 기장대로) 정덕이 최은아(기

장읍 대변로) 박연식 이진출 정주휘(기장읍 대청로) 김석주

(기장읍 두호길) 김봉기(기장읍 마장터길) 김은자 이혜진

(기장읍 차성로) 김정암 윤영옥(기장읍 차성동로) 김봉희

허민서(기장읍 차성서로) 박영자(기장읍 청강로) 이상현

(일광면 이천10길) 김성윤(장안읍 천산로) 남희연(정관면

정관로) 김민수 박우진(정관면 정관5로) 신화찬(철마면 고

촌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최지성(기장읍 차성동로)

행사이모저모

4월 21일 릫전통주 담그기릮교육에서 강사가 부의주 제조에 앞서 누룩과 고두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릲우리농산물로명품전통주만들어요릳
맞춤형 전통주 제조원리와 제조방법 전수해

릲내손으로 직접 술을 빚어 제사도 지

내고 주변 분들과 나눠먹고 싶어요릳

인기리에 방영된 릫삼시세끼릮 프로그

램에서 연예인 차승원 씨가 막걸리를

직접 담그는 모습이 방송 된 적이 있

다.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넣어서 호화

하는 모습이 꽤나 인상 깊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릫나만의 술릮, 릫우리 집만의 술릮

을 위해 직접 술을 담그는 사람들이 많

이 늘고 있다. 이렇게 전통 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 고유의 가양

주 재현굛보급에 기장군이 나서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릫전통주 담그기릮교육은 4월 14일부터 6

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전통주

생산과 상품화를 원하는 기장군민 30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잊혀가는 전통주

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전통주 보존과 특색 있는 전통주 개발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전통주를 농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

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

촌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10회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에서

는 우리나라 전통주 대중화에 크게 기

여하고 있는 부경전통주 교육 전문강

사 이해현 강사와 전통주 전문가인 전

선자 강사를 초빙하여 전통주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술 빚기와

현장 견학 등의 실습 위주로 알차게 진

행된다.

첫 시간인 지난 14일에는 간단한 오

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전통주의 역사

와 유래, 문화, 발효의 원리 등의 이론

수업을 통해 전통주에 대한 교육생들

의 이해를 도왔다.

본격적인 전통주 담그기는 2회차 수

업부터 시작됐다. 찹쌀로 빚은 맑은 술

에 밥알이 동동 뜨게 빚어져 마치 개미

가 물에 떠 있는 것과 같다는 부의주

(浮蟻酒)를 빚기 위해 교육생들은 분

주하게 움직였다. 차게 식힌 고두밥과

물, 누룩을 잘 섞어 술독에 담그는 과

정을 곧잘 해냈다. 7∼10일이 지나면

노르스름하고 맑은 빛깔을 뽐낼 자신

만의 부의주를 기대하며 첫 실습을 무

사히 마쳤다.

부의주를 필두로 여름디주, 방문주,

석탄향주, 입국청주 등 다양한 전통주

를 제조하고 분곡, 정화곡 등 밀로 다

양한 누룩도 만들 수 있게 강도 높은

실습도 포함시켜 단순히 체험이 아닌

직접 자신만의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

도록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을 통해 전통주의 맛과 향에 푹

빠진 안경미씨는 릲우리 술의 우수성과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

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 전통

주 제조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거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배워

서 나만의 전통주를 만들고 싶어요릳라

고 말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릲전통

주의 기본은 쌀로 빚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주를직접담그면서쌀소비도촉진

할 수 있을 것릳이라며 릲농업인들이 지역

농굛특산물을 이용해 차별화된 특산주를

제조하고소득도올릴수있도록교육지

원을보다강화하겠다릳라고전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2)

기장읍 주부교실(회장 강남형)에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성금 50만원을 4월 10일 기장읍에 기탁했다.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정관면 분회장 이굛취임식이 정관 동

부산농협에서 정관면 경로당 회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4월 8일 개최됐다.

기장 원불교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

(1박스 4kg) 30박스를 4월 7일 기장읍에 기탁했다.

제12회 부산기장JC 회장배 한굛일유소년 축구대회가 부산기

장청년회의소(회장 유상일) 주관으로 3월 28일부터 30일까

지 월드컵빌리지에서 개최됐다.

장안읍 용소마을 부녀회장 서무순 외 회원들은 지난해 수해

를 입은 용소천 일대 쓰레기 줍기 등 마을대청소를 3월 30일

실시했다.

기장군국학기공연합회(회장 김인식)는 기장군 생활체육대축

전 국학기공대회 행사를 4월 12일 기장국민체육센터에서 개

최했다.

기장소방서(서장 안유득)는 신속한 119신고와 적극적인 소

방차량 유도로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기장군민 이용만

(남, 54)씨에게 3월 20일 화재현장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기장 해광사(주지 혜성)는 기장읍 저소득가구를 위해 백미

20kg 100포를 2월 16일 기장읍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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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국비 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재직자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 한식개강일 : 2015.7.1~(저녁7시 1일2시간)

(죽, 면요리/비빕밥,콩나물밥/찌개.찜요리/구이.볶음요리/후식)

○ 양식굛중식개강일 : 2015.5.26~(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 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테

이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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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반.

＊학생 - 6개월/1년 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

＊중굛고굛대학생 우선 접수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한식굛양식취업창업반과정15.6.10~7.21(09:30~14:30)

◈소자본창업실무요리과정(목.금.토) 15.6.15.13~7.31(14:30~18:30)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월.화.수) 15.5.11~7.2(14:30~18:10)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15.5.14~6.2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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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 제일프라자304호

(휴먼시아1단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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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원로작가 계산 선생(83세)

□인원 :선착순 20명

□목표 :매란국죽 작가 수준(지도자급, 수준에 따라 개인지도)

□시간 :매주 월, 금(택일도 가능) 10시~12시

□장소 :일광면 한문교실

＊화선지 무료 제공함

일광면 자치센터(709-5214)

四君子 무료 강의
孝

노인요양센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4년 연속(기장군최초굩)

최우수 1등급시설(재가)
(2015년 4월 24일 공표)

1급 요양보호사가정방문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전문기관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중풍,치매,노인성질환)

유료광고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부산지역 내 소재한 해양 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양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 귀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2015. 4. 22 ~ 5. 19까지

□조사대상 :관내 해양관련 사업체 1천600여개

□조사문항 :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체구분, 해양산업의 종류

- 종사자수, 총매출액 및 해양분야 매출액, 경영실적 및 전망

- 부산해양산업발전 현안, 중요도 및 부산의 경쟁력 수준,

경쟁국가

□ 조사이유 : 부산해양산업의 실태파악 및 발전방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를 하거나, 조사표 배부 후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작성

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

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기획감사실(709-4031)

2014년 기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실시

법인수익금연간 1억5천만원, 주민복지사업에쓰여

사)정관삼부발전협의회 릲주민이 행복한 그날까지릳

2005년부터 샘물장학회 통해 2억8천만원 전달

사단법인 정관삼부발전협의회는 제11회 샘물장학회 장학금 수여식과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3월 20일

가졌다.

박규진 이사장

사단법인 정관삼부발

전협의회(이하 삼부협

의회)는정관면월평리,

두명리, 임곡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각

세대당 한명씩 정회원

으로 등록된 단체다.

삼부협의회는 주민의

식과 애향심 함양을 위한 활동, 장학 사업, 지역

마을 지원, 월평초등학교 지원사업, 지역민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행사 주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대, 수익사업 등을 전개해가고

있다.

현재 집행부로는 협의회 이사장 박규진(두명

리), 수석부이사장 김일근(임곡리), 차석부이

사장 이종규(월평리), 감사 한광열(월평리),

도옥숙(두명리), 사무국장 서봉철(임곡리) 등

으로 구성돼 삼부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또 각

마을에서 5명의 대표를 선임해 총 15명의 이사

진이 구성돼 있다.

정관면 3개 마을이 1960년대 들어 상수원보

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원금법도이 만들어졌지

만 주민지원사업비는 2000년도 들어서야 받기

시작했다.

보상금으로 각 마을에 정부지원금을 집행하

고 있다. 2013년에 6천176만원, 2014년에 6천

919만원, 2015년에 6천864만원, 2016년에는 6

천884만원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이때부터 특별회계로 릫샘물장학회릮를 만

들어 2005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2014년까지 280명에게 100만원씩 총 2억8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3월 20일 협의회사무

실에서 제11회 샘물장학회 장학금을 30명에게

100만원씩 전달했다.

2007년 들어 추모공원지원비로 사단법인 정

관삼부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7억4천만원으

로 토지를 구입, 임대용 창고를 건립했다. 이후

창고임대사업비 월 32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또한 1억3천만원을 투자해 협회 창고 옥상에

태양광 48㎾발전소 설립하고 지난 3월 20일 준

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에서는 연간 약 2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발전소의 발전량

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

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다.

협의회 수익금으로 해마다 각 마을에 1천580

만원을 지원, 총 4천740만원을 지원했다.

협의회 박규진 이사장은 릲우리 3개 마을은 약

40여년을G/B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

돼 있어 재산권 행사나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릳며 릲앞으로 부산광

역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T/F팀과 상수원보호

구역과 G/B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릳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계속해서 릲삼부협의회는 모든 회

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노력할 것릳이라며 릲각

마을의 선심성 지원은 과감하게 없애고 협회임

원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과 마을을 위해

봉사해 줄 것릳을 당부했다.

부산해마루학교학생MBC방송국견학

부산해마루학교(교장 박춘배)는 학생들의

다양한 직업탐색을 위해 본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30일 부산 MBC 방송국을 견학

<사진>했다. 오전, 부산 MBC에서 자체 제작

하는 릫TV닥터릮 프로그램의 리허설부터 본 녹

화까지 전 과정을 방청했다.

오후에는 조정래 편성국장과 이희길 기획국

장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방송국 전체를 견학

했다.

특히 오후 시간의 견학에서는 MBC 뉴스데

스크, 시사포커스 등을 진행하는 공간과 라디

오 방송을 진행하는 곳,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편집 등의 작업을 하는 공간 들을 둘러 볼 시

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한 인솔 교사는 릲학생들이 텔레비

전이나 라디오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공

간을 직접 봄으로써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

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릳이라고 말했다.

정관면 모전로에 위치한 부산해마루학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 미래 직업

인을 양성하는 농굛생명 직업교육 중점 학교

이다.

해마루학교는 학생의 장애 정도, 학습 능력

등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을 통해 릫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자연친화적인 건강한 사회인 육성릮

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취업성공패키지가뜬다

맞춤형개인별취업경로설정

구분 취업률
고용유지율

3월 6월

2013년

계 56.4 77.2 60.6
저소득층 51.3 77.8 61.3
청년층 65.4 76.9 60.3

중장년층 53.9 75.7 58.9

2014년

계 77.9 78.8 63.7
저소득층 76.4 79.7 64.9
청년층 79.8 78.0 62.7
장년층 79.0 76.8 61.6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이 그 대상이다. 개인의

특화된 취업지원 경로설정과 함께 차별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1

년간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이다.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결과, 취업역량 평가 등을 감안해 개인

별 특성이 반영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수립 후 15~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낮은 자비 부담률(2유형10％~30％)과 직업훈

련 후 동종업종 취업 시 본인 분담금이 환급되는 시스템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구직자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 취약계층)은 고용노

동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00)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청년층, 장년층)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기장군에

민간위탁기간이 들어서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장군 소재 민간위탁기간 :퍼스트인잡 051-744-720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률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

에 선정돼 4월 2일 베이비부머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발대식에 참

여했다. 정리수납봉사단 양성교육은 4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

다 5주간의 교육 후 6월부터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집안을 정리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4월 18일 기장중학교 앞 새마을공원 주변에서 기장군자원봉사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자원봉사 단체들과 연계해 자원봉사 재능체

험과 자원봉사 홍보, 교육 부스와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

본부 후원으로 사랑의 국수나누기 부스를 운영했다. 벼룩시장 운

영을 통한 수익금 일부는 기장군 드림스타트에 기부했다.

한편 센터는 6월 중 자원봉사활성화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강연회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와 기장군 지역 봉사자들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

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이번 자원봉사활성화 강연회에 참석하길 바란다.

참가문의 전화 722-2365, 724-1365

기장군자원봉사문화축제성황리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장학금 3천만원전달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기장읍 대변리 소

재)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중굛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마을 이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장

학금 전달식<사진>을 3월 30일 가졌다.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 대연회장에서 개

최한 이날 행사에는 구천서 해운대비치 골프앤

리조트 회장을 비롯한 이경신 부산광역시 바르

게살기협의회장, 문성희 기장읍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인근 6개 마을 이장과 학부모님들이 함

께 자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기장군에서 추천한 학

생과 각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 마을에서 추천

한 학생위주로 선발해 총 3천만원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부산 관광단지의

많은 사업 중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가 가장

먼저 오픈을 하게 된 것은 기장군을 비롯한 군

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이 장학금에 담아서 표하

고 싶어 이와 같은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

했다.

또한 오늘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

으로 기장군의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력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는 추가사

업으로레포츠센터를비롯한복합의료관광센터

와 레지던스호텔을 건립해 2017년까지 약1천

200여개의일자리창출과 고용효과를 유발해 기

장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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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새벽을여는기장농민 - 자수성가백현지회장

꽃을 따라 경북 영천에서 강화도까지 전

국을 떠도는 백현(55세 사진) 지회장. 그는

부산에서 꿀 소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양봉

업자 중 한 명이다.

개화시기와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해마

다 생산량이 들쑥날쑥하지만 28드럼에서

35드럼을 평균적으로 생산한다. 2012년에

는 40드럼이라는 경이적인 수확을 올리기

도 했다.

2014년 12월 한국양봉협회 부산시지회장

으로취임한 그는 10년의 양봉 경력자다. 30

년 이상 양봉을 해온 사람들도 많은데 10년

의 경력자가 이렇게 꿀을 많이 생산한 것은

그의 억척같은 노력 덕분이다.

처음 시작하던 몇 해는 힘들었다. 양봉 이

론은 환한데 실제로는 벌 상태를 제대로 진

단하지 못해 관리 부실로 계속 죽였다. 첫 3

년 동안은 종봉 50군, 60군 사서 다 죽였다.

그리고 첫해엔 꿀을 일곱 말밖에 못 땄다.

양봉에 조언을 해줄 인맥도 없었고 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

릲3년째그러고있는데도집사람은불평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4년째 또 40군을 사

서 제가 집사람에게 먼저 말했지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또 죽이면 접겠다고요릳 백 지

회장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말했다.

그해에 아카시아나무 꽃을 따라 봉화로

갔다가 힘들게 양봉하는 것을 딱하게 본 누

군가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방역 약품도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그때 양봉협

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길로 협회

에 가입하고 일 년 만에 사무국장을 맡았다.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협회 일과 양봉 일

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봉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

양봉업에서 내놓으라하는 사람들과 알게

되면서 하나를 들으면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었다. 이론적 바탕은 있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각오를 단단하게 하니 금방 기술이

쑥쑥 늘어 이제는 많게는 꿀을 40드럼까지

생산하고, 벌도 잘 키워 종봉을 분양하는 입

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동식 양봉을 했다. 평소

엔 경북 영천에다 봉장을 마련해두고 벌을

관리하다가 봄꽃 피는 철이 되면 대략 5월

초에 출발해 아카시아나무 꽃이 제일 빨리

피는 구미 금오산부터 시작해 음성 진천을

거쳐 강화까지 개화시기에 맞춰 밀원을 따

라 전국을 일주한다.

꿀 채취는 대략 6월 말이면 끝난다. 꿀 수

확의 성패는 벌을 얼마나 잘 키우고 관리하

느냐와 밀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아카

시아나무 꽃의 경우 약 일주일간 꽃이 피는

데꿀이왕성하게분비되는시기는앞뒤각

각 이틀을 빼고 가운데 3일 정도다.

그런데 이 유밀기에 비기 온다거나 바람

이 부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꿀이 물꿀이

되기도 하는 등 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백

지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창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벌을 갖고 나가는 것. 분

봉열이 일어나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리하

는 것. 그리고 내검과 방역 등이다. 백 지회

장의 경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

을 다한다.

이렇게 생산하는 꿀은 한국양봉협회와 농

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대표 벌꿀로 지정한

릫한벌꿀릮이다. 꿀의 전화당, 자당, 수분 함유

량과 항생제, 농약성분 잔류량등 50가지검

사를 모두 거쳐 합격해야 릫한벌꿀릮이라는 브

랜드를 달 수 있고, 생산자의 이력추적까지

되도록 하는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다.

모든검사와소분과정(병에담는과정)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 직원의 입회하에 철저

한 관리가 이뤄지며 기준을 통과한 꿀에만

릫한벌꿀릮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품질보증

지와 꿀병 앞뒷면 스티커를 교부받게 된다.

백 지회장은 오는 8월에 부산시에서 심의

예정인 릫도시농업과 체험 양봉장 사업릮이 협

회의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

시민 1가구 1벌통 갖기운동, 자기꿀벌나무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또한 꿀벌 종자개량과 보급을 위한 전문

육종기관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말했다.

백 지회장은 릲오는 9월 15일부터 20일까

지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양봉대회 참여 준

비로 분주하다릳며 릲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여서 양봉인들의 인적, 기술 교류를 통

해세계적수준의국내양봉을전세계에알

릴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하고

있다릳고 말했다.

백현 010-9395-9574

취재협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기장사회서비스협동조합

(엄마랑아가랑센터)

(051) 721-5655, 010-4630-3490

경력자 우대 합니다

저희는 기장군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법인입니다.

기장지역에서 거주하시는 35세~65세까지의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분 중에서 산모도우미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은 60시간의 교육 후, 지속적으

로 일자리를 재공해 드립니다.

4대보험과 1년 후 퇴직금도 있습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산모도우미 모집
유료광고

진료내용내과(신장)

■ 풍부한경험의혈액투석시술굩

■ 첨단혈액투석장비굩(40대이상 보유)

■ 우수한 의료진굩

■ 풍부한 경험의 간호사굩
홍수희 병원장

진료내용 재활클리닉

김기림원장(전 메드월병원장)

■ 뇌신경 재활(뇌졸증,성인 뇌성마비 등)

■ 근골격계 재활(척수,관절,각종관절염등)김기림 원장

(재활의학과전문의)

ㅣ진료문의ㅣ 051)553-9000 ㅣFAXㅣ051)526-7121

진료과목

·내과·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외과

·피부과·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퀴즈협찬광고유료광고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부부의정성이담긴야생화전시회

철마 미동 자택서 공개 5월 8일~10일

최영수, 김선봉 부부가 30년 간 취미로

키운 250여종의 야생화를 오는 5월 8일

부터 10일까지 철마면 미동마을 자택 마

당<사진>에서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

최 씨 부부는 릫들꽃(우리꽃)펼침 마

당릮이라는 주제로 봄이 되면 정성껏 키

운 야생화를 14년째 가까운 지인들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공

개할 계획이다.

김선봉 씨는 릲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토종 야생화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야생화는 약초와 나물 등으로 응

용할 수 있고 꽃은 아기자기한 아름다움

이 있어요.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에 꽃

을 피우는 야생화는 우리 삶을 보는 것

같아요릳라며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들

러 구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소는 철마면 미동길 53-5이고 철마

면사무소에서 정관면 가는 옛길로 가다

가 중리사거리에서 미동마을로 진입,

미동암소정 식당에서 미동마을회관 아

랫길을 따라 100여 미터 들어오면 끝집

이다.

예약 전화 김선봉 010-3801-1172

기장군은 2014년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대상자를 릫삼부농수산물영농조합

법인(대표 이원구)릮으로 선정하고 저온

저장고 200㎡, 저온선별장 140㎡, 저온

수송차량 1대 등 총 3억4천500만원(국

비 20％, 시비 10％, 군비 10％, 융자

30％, 자부담 30％)을 투입했다.

저온저장고는 2014년 12월 준공하고

지난 4월 3일 지역농산물직판장과 함께

개소식을 가졌다. 이 저장고에는 20㎏

당근 박스를 1만8천개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전국의 당근 출하물량의

60％를 차지한다.

이원구, 박봉희 부부<사진>는 릫근이네

당근나라릮라는 등록상표로 기장당근의 맥

을 잇고 있다. 릫근이네 당근나라릮라는 상

표를 등록한 것은 5년 전, 당근농사를 지

어온 지는 벌써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근이네 당근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검

증을 거쳐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아 학교

급식과 주스 회사에 대량 납품되고 있다.

당근과 당근주스는 인터넷으로도 판

매한다. 부산시에서 만든 비원몰(http:/

/www.b1mall.com), 근이네당근 홈페이

지(https://www.geun2.net:7006/main.

php)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당근저온저장고개소식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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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시설물부식방지릮업계 27년간의노하우보유
탄탄한 기술력으로 원가굛유지보수 절감

커피점의성공포인트 ②

나만의특성, 매장정체성구축해야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겉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릫빛 좋은 개살구릮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운영이 어려운 커피점, 겉이 번지르르 한만큼 실속도 토실토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매장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창업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며 마

음으로 확신하는 준비를 하여 고객들에게 릲아굩 이 집은 정말 뭔가 다른 점이 있

구나굩릳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릫나만의 특징을 가진 커피점릮을 창업 운

영하는 것이다.

커피점은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건당 매출액 내지 객

단가(고객 한명 당 평균 구매액)가 낮으며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다수이고 유동

성이 짙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커피점은 자칫 성공창업의 철칙이나 다름없는

표적시장의 명확한 설정이나 표적시장 맞춤식 마케팅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

런데 커피점은 다른 업종들에 비하여 복수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많은 대화

를 나누는 곳이다. 따라서 커피점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

는 매장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점포를 구성하

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과 2013년 공시자료를 활용하

여 연매출 기준으로 점유율 상위권 7개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74

점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들이 커피점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러한 틈새를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예상외의 좋

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커피점을 창업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

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독립점 창업을 할 것인가이다. 릫우선 먹기는 곶

감이 달다릮는 말처럼 가맹점 창업이 브랜드나 인테리어 등에서 그럴듯하게 보이

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것이다. 게다가 프랜차이즈본부에서 시설을 설치해주고

재료를 공급해주며 경영기법도 알려주기 때문에 특히 초보창업자에게는 더욱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가맹점 창업은 무엇보다도 창업비용이 많

이 들고 경영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으므로 커피마니아층의 다양한 욕구를 깊이

있게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릫한 집 건너 커피집릮이라고 할 만큼

커피점 홍수 속에서도 고객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커피점에서는 찾

아볼 수 없는 자신의 커피점만의 차별화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는 독립점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특히 자본이 넉넉하지 않은 창업자일수록, 번

화가보다는 동네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커피점일 수록 독립점으로 창업하여 차

별화를 뽐내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이름이 꽤나 알

려진 가맹점 커피점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독립점의 차별화되는 특징

을 통한 성공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준다. 아울러 독립점으로 창업한 후 성공

하여 자신이 스스로 프랜차이즈본부를 운영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기를 권유하고

싶다. 이러한 권유가 터무니없게 들릴는지도 모르나 우리에 익숙한 유명 브랜드

들도 창업초기에는 보잘 것 없는 규모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커피점은 비록 전체시장규모 차원에서는 여전히 성장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지라도 커피점 창업 차원에서는 소위 릫막차 타는릮 심정으로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우후죽순처럼 창업하고 추풍낙엽처럼 폐업하는

커피점의 운명 속에서 생존 번영할 수 있는 커피점이 되

기 위해서는 창업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저렴한 가격, 낮은 객

단가, 불특정다수인처럼 느껴지는 고객, 오며가며 드나

드는 것 같은 고객굩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보자. 새로운

답이 나올 것이다. 그 답은 창업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

기까지 매장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작지만 알찬 그야말로 속이 튼튼

한 나만의 커피점이 될 것이다.

정관면에 위치한 케이코텍(주) 전경.

케이코텍(주)

김진우 대표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노후된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자

연의 섭리다. 그렇

지만 어떻게 세월

을 먹는지는 제각

각이다. 이는 관리

의 필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관면에 위치한 케이코텍(주)(대표 김

진우)은 1988년 설립되어 27년 동안 각종

설비물의 부식방지 분야에 전념해 온 방

식전문 기업이다. 주 취급품목은 릫Denso

테이프 시스템릮과 릫Archcoat Lining

(Glass Flake Lining) 시스템릮 등으로 방

식 및 내마모성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가스공사, 해수설비 등에 적용해 성능을

입증 받았다.

방식분야의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력

으로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노후 선박이

나, 조선소, 화학공장, 정유공장, 각 지역

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플랜트 및 콘

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호를 위해 특

수 폴리머 세라믹 코팅과 방식테이프, 글

라스 라이닝 코팅 등 다양한 공법을 적용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설비물의 외부 부식문제 뿐

아니라 배관, 열교환기, 각종 탱크, 필터류

등을 부식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영구적

으로 재생가공이 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제

공해 각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

다. 케이코텍(주)의 부식방지 공법은 페인

트 등 일반 도료형태로 할 경우에 비해 경

비가 절감될뿐더러 효과 또한 뛰어나다.

이에 케이코텍(주)은 ISO9001를 취득

하고 5대 화력발전소(서부, 동서, 중부, 남

부, 남동) 방식 정비 적격업체로 인증 받

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한국수력원자력

(주)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원자력 발전

설비 방식공사 Q적격업체로 인증 받았으

며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기기수리업체 Q

적격업체로 인증받기도 했다.

케이코텍(주) 김진우 대표는 릲세상의 모

든 설비는 부식한다. 이를 막는 것이 우리

의 목표다릳라며 릲단순히 도장처리하기에만

급급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 오로지

설비물의 유지보수와 기술향상을 위해 모

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며 노력해왔

다릳고 말하며 품질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케이코텍(주)의 직원들은 대부분이 방

식관련 자격증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들로 오랫동안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또

한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

하고 24시간 각 장소에서 여러 가지 설비

물의 수리와 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편 케이코텍(주)은 오랜 신뢰와 기술

력을 바탕으로 김진우 대표의 아들 김웅수

대표가 자회사 케이시피를 설립하고 부식

방지 사업을 견고하게 이어감과 동시에 새

로운 사업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총판대리점으로 케이시피에서 판매

하는 퓰버디(Fuel buddy)는 경유, 휘발유

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중장비

등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해로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엔진 효율 향상을 위해 제

작된 연료절감기다.

현재는 관공서 및 기업체에 퓰버디를 공

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퓰버디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절감효과가 달라진

다. 케이시피에서는 지속적 연구 개발로

국제 인증을 받은 연료절감기를 국산화하

는 것이 목적이다.

부식방지 특수코팅제로 시작해서 새로

운 도전을 시작하는 케이코텍(주)은 사업

의 확장과 더불어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

지 절감 등 기업이 사회공헌과 함께 나아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코텍(주) 051)728-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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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재 양성의 효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상규)가 4월 14일

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장호익)와 지역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

육연계 협약<사진>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두 대학은 교육인

프라 공동활용과 인적자원 교류활성화 추

진은 물론 향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과정

이수형자격제도 도입 등 급변하는 HRD환

경에 맞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규 동부산폴리텍대학 학장은 기념

사에서 릲이번 협약은 삼국지의 도원결의에

버금가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지근

거리에 있는 두 대학이 한 뜻으로 모여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릳 며 양교의

협약체결을 축하했다. 한편 4월 8일는 IBK

기업은행 장학금 수여식을 폴리텍대학 세

미나실에서 가졌다. 지역사회 기술인재 양

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는 산업설비학과 최지웅 학생 등 5개학과

25명에게 총 2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

다. IBK 기업은행 박영종 정관지점 지점장

은 릲평생기술로 평생직업을 이라는 슬로건

이 요즘 시대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릳이

라며 릲기술인재로 거듭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릳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의학원, 울산건강박람회서지역민무료검진

286명 대상, 초음파굛체성분 검사 등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4월 11일부터 12

일까지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릫울산건

강박람회릮<사진>에서 지역민 286명을 대

상으로 다양한 무료 검진과 건강 상담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

었다.

의학원은 울산과 지역민들의 조기암

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해 유방, 갑상선, 전

립선 세 분야의 초음파 검사와 체성분 검

사, 혈압 측정 등의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은 61명

가운데 17명에게서 양성, 악성 의심 결절

등의 이상소견이 있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42명 중 22명에게

서 갑상선 염증과 결절 등의 병변을 발견

했으며, 전립선 초음파에서는 16명 가운데

4명이 전립선 비대증, 암 의심 소견이 있

었다.

의학원 검진팀은 암 의심과 정밀 검사

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병원

을 방문해 추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기

를 당부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앞으로도 부산,

울산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검

진행사를 개최해 암 조기 검진에 대한 경

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동부산폴리텍대학 -동원과학기술대협약
IBK기업은행, 장학금 전달해

릫안전한국훈련릮은무엇인가요?

○ 풍수해, 지진(해일),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는 재

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 2005년 릫재난대응 국가종합훈련릮으로 최초 시작함

금년훈련은언제실시되고내용은무엇인가요?

○훈련기간 : 2015. 5. 18 ∼ 5. 22 (5일간)

○참여기관 :중앙부처, 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굛단체

○기장군훈련일정

- 5월 19일 릫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도상훈련릮 실시

- 5월 20일 국민체감형 훈련 화재 대피훈련

(정관면 소재 (주)성우하이텍)

- 5월 21일 해양오염사고 대비 릫매뉴얼 및 해안방제 교육릮

(기장군청에서 실시)

릫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릮 실시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와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및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

▷ 업무용굛영업용 →일반용 통합, 누진단계 4단계→3단계 축소

- 가정용 4인가족(월20㎥)기준 300원 증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년차별 요금인상

- 가정용 4인가족(월20㎥)기준 1,100원 ~ 1,200원 증가

※ 부과체계개선 : 2015년 5월 납기분부터,

요금인상 : 2016년 3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669-5561)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

안전한 농산물 이용과 가공저장에 대한 교육으로 농산물

의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을 하오니 희망하는

기장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신청기간 : 5월 6일(수) ~ 5월 12일(화)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둔 기장군민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또는 방문접수)

○교 육 비 :무료

(단, 재료비 초과 시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

○모집인원 :선착순 40명

(향토음식교육 20명, 양념장교육 20명)

○교육일자및내용

▷ 향토음식강좌

- 날짜 : 5월 18일(월) ~ 6월 22일(월), 총5회 과정

매월 월요일(5월 25일 제외) 14:00 ~ 16:00

- 내용 :호박범벅, 장떡/ 설치 / 추어탕 / 매집찜 / 해초나물

▷ 한식양념장강좌

- 날짜 : 5월 20일(수) ~ 6월 17일(수), 총5회 과정

매월 수요일 14:00 ~ 16:00

- 내용 : 고추장 양념장(제육볶음, 비빔밥) / 간장 양념장

(소고기장조림, 소불고기) / 식초 양념장(막대무

초절임, 밀쌈) 등

○교육장소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생활과학관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1)

농산물가공 교육생 모집

□행사기간 : 2015. 6. 22 ~ 6. 28(7일간)

□행사장소 :장안사 계곡 일대

□내 용

○ 반딧불이 생태전시관 관람

○ 반딧불이 생태탐사(생태해설사 안내)

□참여방법 :사전예약

○ 접수기간 : 2015. 6. 1 ~ 6. 5

□생태해설가능한자원봉사자모집

○ 모집기간 : 2015. 5. 1 ~ 5. 8

○ 모집인원 : 20명 정도

○ 교 육 : 5월~6월중 생태해설 단기교육

○ 조 건 : 야간안내 가능한 건강한 기장군민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3)

2015 기장군반딧불이생태체험학습행사계획

생활체육 무료교실 안내

종목 장소
운영일정

시기 시간 요일

볼링
기장볼링장(5~6월)
동강볼링장(7~8월)

5월11일~8월28일 10:30~12:00 월, 수

그라운드
골프

월 - 철마체육공원
화,목 - 정관소두방공원

5월11일~7월31일 14:00~15:00 월, 화, 목

탁구
정관 방곡리 동부산농협

지하 정관 탁구장
5월11일~7월31일 13:00~14:00 월, 금

기장군민의 체력향상과 아울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면

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소가 될 생활체육 무료교실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기장군민 누구나, 선착순종목별 20명 마감.

- 접수기간 : 5월 4일 ~ 5월 8일까지 선착순 무료 접수.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기장군생활체육회(709-4897)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유치와 야구 테마파크 조성 기념으

로 사회인 야구 대회를 기장군 주최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 회 명 :제1회 기장군배 사회인야구대회

○대회기간 : 2015. 5. 9(토) ~ 10. 17(토)

※ 개막식 5. 9(토) 10:30

○대회장소 :기장 장안천 야구장, 동의대, 경남고

○대회방식 : 64개 팀 토너먼트 및 리그전 혼합경기 진행

○대회운영관련문의 : 051-850-9359(KNN)

문화관광과(709-4121)

제1회 기장군배 사회인야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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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배추 버섯야채 숙회

☆ 영양팁 : 배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감기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식이

섬유가 많아서 변비예방에도 좋다. 또 이소티

오시아네이트가 함유되어 있어서 발암물질의

억제와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뇨작

용에 도움을 주는 칼륨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재료 및 분량 (3인분)

배추 잎 8장, 팽이버섯 100g, 백만송이 버

섯 100g, 표고버섯 4개, 다시마 7*7cm 4장,

양배추 4장, 미나리12줄기, 당근 1/2개

유자소스-양조간장 1/2큰술, 발사믹 식초

2큰술, 유자청 1큰술, 올리브유 2큰술

만드는 방법

1. 팽이버섯과 백만송이 버섯은 밑동을 제거

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가닥가닥 뜯어놓

고, 표고버섯은 0.5cm 두께로 썰어준다.

2. 다시마는 소금기를 씻은 후 10~20분 정도

물에 담궈 둔다.

3. 양배추는 일정한 크기로 잘라 준비한다.

4. 미나리는 잎을 제거하고 15cm정도 길이로

잘라 주고, 당근은 채 썰어준다.

5.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배추, 양배추,

버섯, 미나리, 당근 순서로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 준다. (표고버섯은 간장과

들기름으로 살짝 밑간을 하면 더욱 깊은

맛이 난다.)

6. 배추는 줄기 아래 쪽 두꺼운 부분을 얇게

저며 준다.

7. 배추를 위 아래로 엇갈리게 겹쳐 펴 주고

다시마 양배추, 팽이버섯, 백만송이 버섯,

표고버섯, 미나리, 당근 순으로 올려준다.

8. 김밥 말듯이 배추를 잡고 돌돌 말아서 2cm

두께로 썰어 소스를 곁들여 낸다.

윤진(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팀장)

멸치는봄철피로회복제

기장군 대표적 먹거리를 찾아서

릫칼슘의 보고릮

타우린 다량 함유

멸치찌개 멸치회무침

멸치회

19돌을 맞은 기장멸치축제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대변항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

다. 인산인해를 이뤘던 대변항은 봄에 만날 수 있는

일상의 포구로 돌아왔다. 오후에 한차례, 어둑어둑한

밤이 되면 또다시 만날 수 있는 멸치 터는 후리소리.

멸치는 국민생선으로 자리 잡았다. 젓갈 외에도

토속음식이나 국수에 우린 물 내는 데 반드시 들어

간다. 그래서 생선 구경하기 힘든 산간벽지에도 멸

치만큼은 항상 마련해둔다.

릮멸치도 창자가 있다릫는 속담이 있다. 작지만 큰 고

기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거니와 성깔 있다는 말도

된다. 창자를 밸 또는 배알이라고도 하지 않나. 더구

나 멸치는 릮귀하신릫 생선들과 비교해도 그 값어치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훨씬 우수

하다.

멸치가 칼슘왕이라고 불리는 건 당연하다. 칼슘의

보고라는 우유에 비해 12배나 많이 들어있고, 사골

용 쇠꼬리보다 60배나 풍부하다. 더구나 흡수율이

매우 높고 통째로 먹는 장점이 있다.

대변항에서 유통되는 멸치는 잔멸치가 아니라 손

가락 굵기의 젓갈용 멸치를 말한다.

평상시 멸치는 젓갈을 담는 게 주이지만 봄철에

잡히는 싱싱한 굵은 멸치는 갖은 양념과 야채를 버

무려 회로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회 맛 자체로 본다면 탄력이 없고 흐늘거리는 맛

이라 횟감을 만들기엔 적당치 않은 고기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대변항은 멸치회로 유명하다. 멸치회

는 고기 자체의 육향보다는 멸치회와 버무려서 나오

는 야채와 양념의 향을 즐기는 회라고 생각하면 된

다.

명성만 듣고 멸치회를 처음 접하는 이는 흐물흐물

한 독특한 회 맛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인내심 있

게 씹다보면 담백한 향이 어느새 입안에 고이는 것

을 발견하게 된다.

완연한 봄기운 탓에 춘곤증에 시달리기 쉬운 요즘.

피곤함으로 자칫 입맛을 잃고 건강까지 해치기 십상

이어서 입맛을 살려주는 제철 음식은 보약보다 더 나

을 수 있다. 특히 릮웰빙 음식릫인 제철 수산물은 다양

한 맛과 영양으로 식도락가들의 미각을 유혹한다.

대변항에 위치한 기장수협의멸치위판장에서중도

매인을 통해 멸치를 구입한 소상인 수십명이 인근에

서 난전을 이뤄 멸치를 판매한다. 부산기장수협 중

매인과 직접 관련된 소상인들만 25명에 달한다.

갓 잡은 멸치는 그 크기가 10~15㎝, 살짝 포를 떠

서 참기름으로 무치면 보들보들 멸치회가 되고 각종

채소에 양념을 버무리면 멸치회 무침이 된다. 멸치

는 고등어나 참치처럼 석쇠에 얹어 왕멸치구이로 즐

길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천일염과 혼합해 즉석에

서 젓갈을 만든다.

대변항 횟집은 말할 나위 없이 멸치 철이면 기장

군 전역의 식당에 멸치회, 멸치회무침, 멸치찌개가

메뉴에 오른다. 대변항에서 운영 중인 횟집은 24곳

으로 추산되고 있다.

멸치찌개는 멸치와 우거지, 마늘, 고추, 대파, 버섯

등이 들어간다.

횟집 운영 경력만 20여년이 넘는 김성련(58세) 사

장은 대변항에서 23년째 방파제횟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김 사장은 싱싱한 생멸치를 사용하기에 별다른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아도 맛이 우러난다고 한다.

멸치회는 이곳에서 멸치회무침과 구분하기 위해

누드멸치회라고도 한다. 양배추, 미나리, 당근, 풋마

늘, 청량고추, 땅콩가루, 참기름 등을 넣고 그 위에

싱싱한 멸치를 올린다. 이것을 초장이나 겨자소스에

찍어 먹는다.

멸치회를 장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이 씻

어 비늘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것이다. 비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되면 맛을 떨

어뜨린다.

대변항에서 멸치요리는 1년 내내 맛 볼 수 있지만

3월부터 6월까지가 싱싱한 생멸치 특유의 육향을 맛

볼 수 있다.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와 함께하는 영양상식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 자살

에까지 이른다든지 10대들이 서울 도심공원에서 대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무분별한

폭력이 음식물의 섭취, 즉 영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타민 바이블의 저자이며 현대 영양학의 혁명을

일으킨 얼 민델 박사는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을 일

삼는 아이들의 비행 원인은 식생활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얼 민델 박사는 최근 비행청소년 증후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음식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획기적

인 보고를 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이들 비

행 청소년들은 설탕과 같은 당분의 섭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지적하였고

그밖에도 염분, 지방질, 카페인, 인공 착색제와 방부

제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인스턴트식품이나 청

량음료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당질의 섭취뿐만 아니라 육식의 섭취가 두

드러져서 점점 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은 아닐

까? 육식동물의 수명이 가장 짧다는 사실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이다. 당질식품, 육식의 섭취, 식품첨

가물 등의 식품에 따른 요인들 때문에 폭력과 비행

이 난무한다고 하였는데 당질식품 중 꿀이나 엿의

경우 공부에 지친 수험생들에게 가끔 도움이 될 때

도 있다.

또 미국의학계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흰설탕과 식품첨가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

이 그 원인이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식품속의 첨가물이나 흰설탕이 뇌세포에 필요한 비

타민이나 칼슘, 레시틴 등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파

괴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뇌의 식품이라

일컬어지는 레시틴 부족이 문제가 되며 이것이 청소

년 폭력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레시틴은 인산을 함유한 인지질로 구성성분 중의

콜린은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고 시력장애에도 효과

가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레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두부, 된장, 청국장, 검

은 콩 등의 콩류 식품과 그 외에도 달걀노른자, 잣,

호두 등을 들 수 있겠다.

조득문

동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자문위원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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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신천리 마을전경(2005년경)

기장야화 23

인물의고장기장읍신천마을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나 방위로 인간의

길흉화복에 관련시켜 설명하는 학설을 말하

는데 좋은 터 즉 명당에 집을 짓고 또 선대

의 묘를 잘 쓰면 지기(地氣)의 음덕을 입어

자손들의 번영과 출세 등 부귀를 누릴 수 있

다는 하나의 신앙을 말한다.

기장읍지에 따르면 진산(鎭山)인 수령산

은 숫뫼이고 숫뫼서 마주보는 남산 앞 신천

마을 뒤 산의 새꼴산을 암뫼(雌山)가 되어

한 쌍의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풍수설대로 본다면 서부리에 있는 수령산

은 숫뫼 즉 남성이고 암뫼의 신천은 여성으

로서 생산성을 갖는 명당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천의 옛 명칭은 쇳골 또는 새불이로서 지

금마을에서 죽성쪽으로 가는 담 안에 있다

가 300여년 전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남

산을 배산으로 삼고 멀리 일광산을 안산으

로 그리고 좌청룡은 안장산 우백호를 재당

산을 했다. 마을 앞에 있는 꽤 넓은 복골들

앞을 흘러내리는 청강천을 비롯해 대라 용

소 만화 교리하천물의 합류는 풍수설의 득

수로 보고 있다.

5대 하천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죽성 앞

바다로 서서히 흐르는 한쪽에 그물을 받혀

소득을 보려는 소쿠리 형국 같은 신천마을

이다.

신천마을을 창건한 시족은 350년 전 순흥

안씨로 알려져 있다 순흥안씨가 이곳에 정

착하여 새마을을 형성했다 하여 새마실 또

는 신리(新里)로 부르기도 했다. 5대 하천

물이 강물이 되어 마을과 복곡들을 위협하

는 바람에 기장현청에서 이곳에 제방을 쌓

았다 하며 치내(治川)로 부르다가 새롭게

하천이 되었다고 신천(新川)이라고 했다.

신천마을의 뒷산은 기장현 때 남산이며

봉수대가 있는 산이다. 봉수대는 고려, 조선

때 기장앞바다를 따라 침범해 오는 왜적의

동정을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이웃 봉

수대에 연락하는 일종의 통신수단 역할을

하였다. 봉수대는 서로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연락하였으며 비나 바람이

세차게 불 때는 대기하고 있는 봉수병이 이

웃 봉대로 달려가 알렸다.

풍수설로 재산과 인물을 얻을 수 있다는

신천마을을 알아본다. 근세기 와서 마을을

창건한 안 씨의 후손으로 안수룡 옹이 있었

다. 95세로 일생을 마감하였던 안 옹은 한때

말을 타고서 진주권번까지 소일하러 다니던

인물이었다. 군내서 활량으로 통하던 안 옹

은 나이 들어서 큰 키에 흰 도복을 입고 희

고 긴 수염을 달고 나타나면 꼭 산신령 같았

다고 했다. 그의 아들인 찬업 씨도 95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92세까지 2천자에 가까운

차성가를 줄줄이 외어 군민들을 놀라게 했

었다. 또 순주인 준 씨는 마을개발위원장을

아래 상준 씨는 해군준장으로 예편했었다.

이밖에 군인으로서 박호철 소장과 이대호

중령 등이 이 마을 출신이다. 중국의 화타

같다는 한의술의 박약국이 신천마을에 있었

다. 이 집안의 큰아들인 은수 씨는 기장부면

장 그리고 둘째 용수 씨는 교수직을, 셋째

연수 씨는 법원서기 넷째 상수 씨는 농촌지

도소 공직자로 활동하였다. 이밖에 안귀포

씨가 20여년간 기장면에 근무하였으며 공직

에 있었던 사람은 안길선, 군의회 부의장을

지냈던 송낙조 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형가수인 문주란(본명 필련)

씨의 아버지 문기봉 씨 등 가족들은 신천마

을에서 대대로 살아온 인물이다. 사상이념

을 제 나름대로 갖고서 젊은 나이로 요절한

김옥엽, 이동선 씨 등도 있었다. 한글학자이

며 독립운동가인 김두봉 씨의 아버지 김돈

홍 씨와 제헌국회 때 국회부의장을 지낸 독

립운동가 김약수(본명 두전)씨의 아버지 은

홍 씨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 신천리로 알려

져 있다. 신천리94에서 태어난 김돈홍 씨와

은홍 형제는 면소재지인 동부리로 이사 가

서 두봉과 두전을 낳았다고 한다. 국회의장

을 지냈던 곽상훈 씨가 한 때 신천마을에 살

면서 독립운동을 했다. 1919년 3.1운동 때

동래고보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경인선 열차

안에서 일본학생들을 구타한 혐의로 주거제

한 조치를 받은 곽상훈 씨가 북면에 살다가

누이집이 있던 기장면으로 이사 와서 신천

마을에 살았다.

복곡들 건너 과수원에 살 때 둘째 아들이

집 앞 기박소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익사한

일이 있었다. 1942년 때 동부리로 옮겨 살면

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잡혔는데 옥

중에서 광복을 맞이했다. 고촌(古村)으로

알려져 있는 신천마을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해오는 샘이 아래가닥에 남아있다. 안

준(전마을이장)씨는 마을이 생긴 후 300여

년의 세월이 가도 한 번도 마른 일이 없는

샘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마을사람들이 식수

로 사용하고 이곳에서 세탁까지 하고 있다

고 자랑하고 있다. 복곡들 한복판에 두 쌍의

무덤이 오래 동안 있었는데 20여년 전 연고

자가 나타나 발굴하여 갔는데 이 무덤이

6.25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백선엽장군의 조

상들 무덤이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마을에 살았던 이대길(73. 전철도공무원 기

장역장 역임)씨는 말하고 있다. 세대수

(50세대)가 적어 작은 마을로 알려졌던 신

천마을은 2000년대 들어 마을1번지에 기장

군청이란 거대한 집단채가 들어섰는가 하면

이어 군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까지

들어섰다. 수 백 명의 공무원 말고도 하루에

100여대의 승용차까지 주차하는 큰 마을이

되었다. 이제 신천은 작은 마을이 아니다.

풍수지리설의 장군과 학자 그리고 많은 공

무원까지 탄생시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

사하는 명당이 된 셈이다. 1800년대 작성된

차성가에 신천이 나온다.

- 용소(龍沼)동 흐르는 물이 장강(長江)

으로 내려가니 사라수(士羅水) 장미수(長

尾水)가 셋 하천(河川)으로 합류(合流)한

다. 백석청강(白石淸江) 맑은물이 비가 게

니 신천(新川)이라-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둑 위에

여러 개의 냇버들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 노

목으로 거의가 고사되고 군청 가까이에 몇

그루 남아있다. 이 냇버들을 심은 이유는 버

들뿌리가 차츰 자라면서 둑의 흙과 단단히

묶는 일, 둘째는 범람하는 하천을 마을에서

보면 해로운 일이 생긴다고 이를 방패막이로

하였다는 설, 셋째는 기장현청의 동헌과 마

주 보여 현의 기(氣)가 함께 흐른다는 풍수

설 이였다. 조선 때 신천과 일광에서 재배한

인삼이 임금의 어약으로 쓰일 정도로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안성치(66.현대부동산대표)씨는

1965년께 마을 앞하천을죽성쪽으로직강공

사를 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안 씨에

따르면 강물이란 울산의 회야강 그리고 양산

천과 의령고을 앞을 흐르는 낙동강지선 경주

의 서천강 등과 같이 모두가 서서히 유연하

게 흘러가야만 인물과 재산이 모아지며 그

주위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서서히 신천 마을

앞을 지나 왼편의 기박소등을 활궁(弓)자로

흐르던 물을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죽성쪽으로 직강공사를 하는 바람에 물살이

세어져 기가 소실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불확실한미래굩불안정한노후굩본교육센터와함께미리미리준비합시다.^^

평생비젼교육센터과정별개강안내굩

퀴즈협찬광고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 알립니다. 지난 4월 1일자 230호 김

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릫엄마의 건강한

부부관계가 딸의 결혼관이 되다릮 칼럼이

김정미 원장의 최종 수정 원고가 적용되

지 못한 채 게재됐음을 밟히며 필진의 의

도대로 원고가 실리지 못한 점에 대해 편

집실에서심심한사과의말씀을전합니다.

수정 원고는 군홈페이지 기장사람들 E-

boo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

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갓 태어날

때 엄마와의 애착관계에서부터 비롯

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형제자

매, 친구, 선생님 등 많은 사람과 관

계를 맺으며 관계 맺는 방법을 경험

한다. 긍정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

로 관계를 맺은 경우는 관계도 긍정

적이지만 살아가는 인생도 즐겁고 행

복하다. 사물(事物)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귀고, 비슷한 부류의

성격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찾아 모인다는 뜻의 유유상종(類類相

從)이란 말도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동아리를 보면 자전거를 즐기는 성향

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

에 관계가 좋다. 또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들은 강연하는 곳에서 자

주 대면식을 갖는다. 그러다보면 다른

강연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

연스레 관계를 발전하기도 한다. 이렇

듯 어떤 집단이던지 그 집단에 모인

구성원들은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

로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자신과 비

슷한 처지이거나 비슷한 가치관을 가

지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과는

거부감이 없어 흡수되기가 쉽고 편안

함을 주기 때문에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가 쉽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

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

해서는 서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릫관계릮는 릫관심릮에 의해 발전된다.

릫관계릮는 한 번 형성되면 영원히 지

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보다는 단 한 번의 서운함에 오

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많

다. 이럴 경우,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

관계는 경계로 바뀌어 버린다. 담을

쌓고 구분을 지으면서 관계에 제한을

두고 한계를 만들어 버린다. 관심은

애정을 먹고 관계를 만들지만 무관심

은 경계에서 벽을 만든다. 사람과 사

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서로 소통되

는 인간관계, 서로 기대며 평생 동안

함께 갈 사람은 그냥 만나지는 게 아

니다. 릫one side of love릮 우리가 말하

는 짝사랑은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정이 우러나는 관계

야 말로 진짜 관계 즉, 명품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명품관계는 그

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먼저 릲고맙

다릳고 먼저 릲미안하다릳고 말해 보자.

사람관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

다. 그저 생각이 다를 뿐이다. 가끔씩

밥값을 계산하면서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여겨보기도 하고 일을 주도적으

로 해 보면서 책임이라는 것을 느껴보

기도 하자.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위

해 도와주기도 해 보자. 요즘 흔한 카

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를 통해 안부

를 보내주면서 릫한가해서가 아니라 마

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다릮는 것을

알게도 해보자. 자연스럽게 몸에 베여

습관이 되어 묻어나올 때까지 끊임없

이 노력을 해보자. 이러한 노력이 바

로 상대에 대한 관심이다.

관계는 사회생활에까지

멀리 그 영향을 미친다.

사회생활을 원만히 잘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인관계가 좋다고 한다.

사람이 최고의 자산인 우리사회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만큼 대인관계

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듯 명품관계를 잘 만들어 사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만

있다면 그래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명품인생을 즐겨볼 수만 있다면 지금

부터 한 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독자 여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이 궁

금하다.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대형 폐가전제품 이사철

일요일 문전수거 실시

분 류 품 명 비 고

필수
품목

4대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

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단일품목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 (본체+모니터)

다량배출*
품목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
(수량기준 5개이상 동시 배출시)

병행
품목

선풍기, 청소기, 프린터, 전기밥솥, 가습기, 휴대폰,
노트북, 믹서기, 전기히터 등 소형 폐가전

○ 대 상 : 아래 품목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

15990903.or.kr), 카카오톡(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단 일요일 당일 예약은 처리불가)

○ 시행시기(이사철 : 연2회)

▷ 1차 : 2015. 4. 1 ~ 5. 31(2달간)

▷ 2차 : 2015. 9. 1 ~ 10. 31(2달간)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

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

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

능합니다.

- 문전수거 대상 품목 -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장소:중앙중학교 4거리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문의)대표번호 724-5651

달음산삼짇날한마당민속축제열려

옛날부터 봄의 기운이 만물의 성장을 촉

구하는 삼짇날(음력 3월 3일)이 되면 달음

산을 찾아 한마당 놀이를 하곤 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달음산 민속보존회

에서 삼짇날을 맞이해 4월 21일(음력 3월 3

일) 달음산 정상에서 군민들과 함께 산신제

와 민속놀이 등의 달음산 삼짇날 한마당 민

속축제<사진>를 개최했다.

친정소식, 부모현제의 안부는 물론 헤어

졌던 친우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삼짇

날 달음산 정상이었다. 수백명이 모인 정상

에서는 장정끼리 모여 씨름판, 윷판, 사물놀

이 한마당에 하루해가 저무는 줄 모르고 즐

겼다. 잠시 중단되었던 삼짇날 행사를 전통

문화 행사로 부활 시키고자 산을 좋아하는

친우끼리 릫달음산 삼짇날 민속보존회릮를 만

들어 1997년 제1차로 릫삼짇날 놀이마당 달

음산 등반대회릮를 개최, 이후 매년 산신제를

지내오다가 2005년부터 릫달음산 삼짇날 민

속제릮로 개최해 오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 융자목적 : 식품위생영업소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

설 개선

□ 융자대상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굛가

공업소, 식품접객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2015. 2. 25 ~ 12. 31까지

(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 융자조건

○ 융자기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이율(금융기간 위탁수수료 1％ 포함)

-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

□ 융자방법: 담보 및 신용대출

환경위생과(709-4412)

구 분 융 자 대 상 융자한도액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굛가공업소

5억원 이내

식품제조굛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항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굛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굛가공업(즉석판매제조
굛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감량
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천5백만원

이내

과정명 과정내용 개강일(문의) 강점 및 진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7월11일 시험반굩

오전반 . 주간반 . 야간반
자격자반(간호,간조,사복,물치)

주간반: 5월18일
모집인원: 25명

문의:T) 724-5651

·강점 :구)기장요양교육원(부산시지정6호)
/2천5백여명 배출/ 전국최고 합격＆취업
률/ 검증된 교육기관

·진로 :내 가족요양/ 요양시설, 재가센터
취업 연계(급여 1일4시간 60만/ 시설취
업 160만 전후)

3월28일 15회 시험 36명 응시 합격률 92％ 달성 / 시험만점자 배출굩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현 무시험 취득기간굩

주간반: 09:00~17:30
야간반: 18:30~22:20

(야간반 재직자 국비60만원 지원)

주. 야간: 5월18일
모집인원: 20명

문의: T) 724-5652

·강점 :구)현대장례교육원(부산시제4호)/
200여명 배출/ 일본, 태국 등 고소득전문
직각광/ 취업연계

·진로 :상조, 장례식장 등 취업(250만 전
후) 및 개업

평생교육과정1
주부네일아트/피부미용

주간반. 야간반
네일아트미용사/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 대비반

각 과정 5월11일
모집인원: 각10명
문의: T) 723-0210

·강점 :(부산시제해69호)/취미시작 및 적
성확인 후 국가자격증취득 설계구조/ 본
원자체장학 50％지원

·진로 :네일샵. 미용샵 취업(200만 전후)
및 개업

평생교육과정2
(주1회 12주 실시)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체육지도사 외 사회복지

사1급 시험반 준비중굩

각 과정 5월11일
모집인원: 각20명
문의: T)723-0209

·강점 :(부산시제해69호)/일반 - 심화 -강
사 과정

·진로 :강사과정 이수 후 강의 또는 취업

그 외 과정

부모자녀 유전자지문
적성검사사업주위탁훈련
지원자격증 별 직무.

보수교육 지원

상의 후 일정확정
실시인원: 각 40명

문의:T)070-7550-5652

30명 이상실시 / 사업장별 위탁훈련. 직무
교육( 외국인근로자한글교육, 간호, 간조,
사복, 보육, 유교 등) 및 각 자격증별 보수
교육 실시 또는 지원

나의 일생 중 지나가는 오늘이라는 귀중한 시간굩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아실현은 물론 자립까지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거동불편어르신상담및지원 -우수기관 실버캐슬노인복지센터 051)722-0169 (기장군본인부담금30％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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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세대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

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컴퓨터 초급에서

부터 포토샵, 동영상제작, 스마트폰 이용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실버세대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왕 초급반 수업을 담당하는 전명복 강사

는 릲마음과 다르게 손이 자유롭지 못해 마우

스 조작조차 힘들어 하던 어르신들이 외국

에 있는 자녀, 손자들과 메일을 주고받고 소

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

다릳고 말했다.

정보화 교육은 고령자들의 정보화를 통해

서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 삶의 보

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기초, 운영체

제의 이해, 문서작성 요령, 정보검색 요령,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법 등에 대해 이론적

강의와 실기로 나눠 지도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

시 30분부터 2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수강

생들은 수업시간 전에 출석해 수업을 맞이

하고, 강사님도 수업 전에 강의 준비를 완료

하고 기다리는 모습에서 컴퓨터반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영필 회원은 릲컴퓨터 수업은 처음인데 일

상화되어 있는 컴퓨터라서 즐겁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 배움의 보람이 있다릳고 말했다.

서수만 회원은 수업에 만족해하며 릲21세

기에는 컴퓨터가 꼭 필요하고 사회생활을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고령화 시대에 기동

력과 은행업무 등에 꼭 필요하고 정보화 시

대에 따라가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집사람과 가족들이 놀라워

하고 있다릳고 말했다.

수업 중인 회원들은 컴맹에서 완전히 탈

출해 사이버 세상을 훨훨 날아보려는 의욕

으로 가득 차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느

라 분주하다.

릲설명 들을 땐 알듯한데 뒤돌아서면 잃어

버리는 게 우리 나이다. 그런데 전 선생님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주고 게다가 단계별로

쪼개서 설명해 주니 훨씬 알아듣기 쉽다릳며

회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릲컴퓨터 교육을 받는 목적은 유럽에 있는

손자들과 소통 싶어서 시작했다. 정보화사

회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바쁘지만 컴퓨터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더라릳며 릲옛날에 배

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새롭게 익히니 조금씩 기억이 난다. 강사님

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따라 하고 있다. 나

이든 사람들 가르쳐 준다고 고생이 많으시

다릳고 86세의 김형태 어르신은 수업과 강사

에 대해 만족해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는 실버들의 모습은 감동

적이다. 교육을 통해 멀리 외국에 있는 가

족, 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구들

과 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편리와 기동

력 있는 윤택한 생활이 릫백세파워릮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쪼록 왕초급반

회원 전원이 고급반에 무난하게 안착해 젊

은이들 못지않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

길 기대한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컴맹에서탈출하고손자들과소통합니다릳

우리 고장 기장에서활기찬노년생활을하

고 있는 황정강(사진 왼쪽 70세), 구영자

(74세) 두 어르신을 4월 봄비가 부슬부슬 내

리는 날 만났다.

두 어르신은 기장군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실보조업무자원봉사를하고있다. 두분은

20년이나 이웃에서 함께 산 친구로 활짝 웃

는모습이너무닮았다. 그전에도두분은자

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오고 있다고 한다. 복지관 물리치료실 봉

사는 3년째다.

두 분은 아침 일찍 노인 복지관 물리치료

실에 출근한다. 물리치료실에 들어서자 만성

질환과 예방관리를 위해 오신 분들로 침대가

가득차있다. 문밖에도이름을적어놓고순

서를 기다리는 의자에도 빈곳이 없다. 황정

강, 구영자 어르신은 이른 시간부터 물리치

료사와 함께 치료 받으러 오는 어르신들을

환한 얼굴로 맞이한다.

릲이 두 분 어르신은 직원처럼 사명감을 갖

고 일하세요. 진심으로 환자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분들이 안 계시

면 물리치료실 운영이 마비될 정도에요릳라며

물리치료실 주임은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돌

보는 그 열정을 극찬한다. 한방치료가 있는

목요일이나 주간 보호실 어르신 치료가 있는

날은 60여명이상을돌본다.그럴땐지칠만

도 할 텐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릫어르신

들의 건강지킴이릮 역할을 다하는 그들은 참

멋지다.

봉사는 원래 뒤에서 하는 것이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취재하는 것도 처음엔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 릲봉사할 곳이 있으

면 어디든 갈 맘이 있다릳라고 활짝 웃는 두

분은 만개한 벚꽃보다 더 아름답다.

릲기장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

이용을 더 많이 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면 좋

겠어요릳라고 소박한 주문을 하는 두 분 어르

신은 또 다른 청춘을 누리고 있다. 봉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며 기장의 모든 어르신들

이 각자의 시간과 건강을 이렇게 누리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서옥희 명예기자

노부부의가족사랑마을사랑

정인극(79), 안미자(76) 부부는 기장읍

대라리에서 잉꼬부부로 통한다. 부인 안 씨

가 노인회 일자리 사업을 통해 기장읍 사라

1리 마을회관을 청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3

년부터다. 그러다 작년, 안 씨가 무릎 수술

을 받고 올해 다시 회관 청소 일을 맡았다.

무릎이 완쾌는 됐지만 그 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퇴직했고 현

재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기에

부인이 쉬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아내

가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에 정 씨는 하는 수 없이 승낙했다.

이후 정 씨는 아내가 청소를 나가는 날이

면 함께 출근해서 힘으로 하는 일은 모두 정

씨의 몫이 됐다.

부인 안 씨는 릲처음에는 남들 보기에 민망

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기도 해서 못나오게

했는데, 이제는 같이 시간을 보내니 이런저

런 얘기도 하고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릳라

고 만족해하며 말했다. 이창열 이장은 릲마을

주민도 경로당과 회관이 더욱 깨끗해진 것

에 만족해하고 정 씨 부부의 사랑에도 박수

를 보낸다릳고 말했다.

이 부부는 1960년도에결혼했으며기장에

자리잡은 것은 2002년도이다. 남편 정 씨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농촌

체험 안내자로 주 2회 왕성한 활동을 펼치

고 있다.

어르신들건강지킴이로참보람을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이제 더욱

사랑할 때이다

겨울의 긴 침묵을 깨고 눈부신 꽃들이 온 산야와 도심에 넘쳐나더니 꽃이 진

위에 파릇한 새잎이 나고 천지는 연초록 신록으로 풍성한 5월을 맞는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무색하고 외로운, 우울한 오월이 아니라 넉넉하고 생기

넘치는 희망의 오월이다. 릫꽃과 잎 속에서 낯선 사람과 잊었던 사람들이 다시 올

것릮같은 오월이다.

릲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

고 명랑한 오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

운 바람……릳 학창 시절 가슴 벅차게 읽었던 이양하 선생의 신록예찬이 생각나

는 오월이다.

릫오월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목석이다.릮라는 속담이 있는데 아기 손 같은 잎을

펼치고 연둣빛 맑은 태깔로 햇살에 반짝이는 투명한 잎을 보노라면 무거운 가슴

은 생기로 부풀고 무언가를 사랑하고픈 정감에 마음이 설렌다.

엊그제 우리 기장문학회원들이 기장 8경인 임랑해수욕장을 출발하여 기장 3

경인 일광해수욕장까지 걸어오는 이른바 부산갈맷길 1-1 코스를 답파했다. 올해

기장문학 창립 20년을 맞는 협회의 연중행사로, 6월에는 1-2코스를 9월에는

9-1, 12월에는 9-2를 답파하여 기장의 자연경관을 알고 자세히 살펴 기장 사랑

의 정신을 높이고 릫기장문학릮 20호에는 기장의 자연과 경관 풍물을 특집으로 엮

을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약 9km의 거리를 해안을 따라 걸었던 것이다.

처음 이 길을 걷는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릫우리 기장 해안이 이렇게 아기자

기 한 줄을 몰랐다릮라고 서로 칭송의 말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여기저기 널브러

진 쓰레기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마음껏 즐기곤 쓰레기를 마구 던져버리

고 가는 시민들의 무심함을 탓하기도 했다.

수 억 년 파도에 씻기고 부대껴 칼날 진 기묘한 바위와 해안의 매끄러운 몽돌

들을 보면서 한 평 땅을 얻기 위해 마구 매축을 하여 자연을 훼손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토하기도 했다. 릲산의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되지만 저 바위와 몽

돌들은 어찌 다시 만들어 낸다는 말인가굩릳하는 푸념 섞인 말들도 쏟아져 나왔다.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이라도 제발 지켜주기를 빌면서 무거운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금세, 산들바람에 코를 스치는 해초와 짭짤한 바닷내음에 취하고, 도

착지에서 따끈한 아구탕으로 늦은 점심을 들 때는 모두 흥겨운 대화와 흐뭇한

마음으로 되돌아 왔다.

다음 2차 해안 갈맷길 1-2코스는 더욱 아기자기하다. 군청에서 출발하여 죽성

을 돌면서 황학대에서 고산 윤선도 선생의 유배의 흔적을 살피고, 대변항 일원

의 활기찬 삶의 모습을 즐기면서, 연화리와 오랑대를 지나 시랑대의 깎아지른

바위에서 땀을 식히며 기장의 역사를 반추할 것이다. 이어 시랑산을 끼고 돌며

부서지는 파도소리에 취해서 공수 마을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코스를 답파할 것

이다.

사랑하고픈 마음은 만나야 결실을 맺는 법. 기장 해안 백리, 맑은 동해를 끼고

걸어봄으로써 자연의 소중함과 기장 사랑의 정신이 한결 더 깊어지리라. 올해는

또 하나 기장군 복군 20년의 뜻깊은 해이고 10월에는 격년으로 열리는 제 13회

차성문화제가 열리는 해이다. 이를 위한 준비로 좋은 시의 소제를 얻는 것도 이

갈맷길 걷기의 한 방안이다.

엊그제 대변항의 기장멸치축제를 시작으로 해안을 끼고 축제들이 이어진다.

여기에 빠짐없이 참가할 생각을 하니 절로 흥이 난다.

5월을 장식하는 자연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으며, 풍성한 기

장의 해안을 둘러보고 축제를 통해 기장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다지는 기쁨의

계절이 되었으면 한다.

릲오월 숲에 물빛 미소가 내린다./ 소곤소곤 속삭이듯/ 날마다 태어나는 신록

의 다정한 몸짓/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오월

처럼만/ 풋풋한 사랑으로 마주하며 살고 싶다.(오순화의 뢾오월찬가뢿에서)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어르신들이 컴퓨터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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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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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유료광고

010-7648-7567

정씨 부부가 밝은 표정으로 마을회관 청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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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 이동항과 자연산 바둑돌

올해로 1천258년째 기장이라는 이름

을 사용한 이 지역은 선조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조성해 온 여러 가지

전통의 문화자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일광면 이동에서 장안

읍 임랑해수욕장으로 이어진 동해 바닷

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검은 돌과 흰

돌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14년 전에 기

장으로 유배 온 심노숭(1762~1837)의

릫남천일록(南遷日錄)릮을 보면 기장의 바

둑돌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안타까운 기

록이 있다. 그리고 심노숭보다 24년 뒤

에 태어난 추사 김정희(1786~1856)의

릫완당전집(阮堂全集)릮에는 선생이 바둑

에 반하여 이곳 기장 바닷가로 와서 바

둑돌에 대한 아낌없는 예찬을 주옥같은

글로 그의 문집에 남겨 두고 있다. 추사

김정희선생도 반한 기장의 바둑돌에 대

하여 알아보고 기장 바둑돌을 우리의 문

화자원으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한번 생

각해 보기로 하자.

심노숭의 글에는 214년 전 기장바닷

가에 살던 청소년들의 아픔이 묻어 있었

다.

심노숭(1762~1837)은 조선 후기 문

인으로 1801년에 기장에 유배되어 무려

5년간이나 귀양살이를 하였으며 그의

문집 릫남천일록릮 1801년 3월 24일자 기

록을 보면 조선시대 바둑에는 기장 바닷

가에 살던 청소년들이 바둑돌을 깎아 만

든 노동의 아픔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릲한양 선비

들은 반드시 기장 바둑이라 불렀는데 일

찍이 읍의 토산물이었으며 심히 넉넉하

였다. 근일에 관아의 아이들 무리가 와

서 보았는데 사람마다 모두 손가락 손톱

이 파지고 깎인 것이 심히 괴이하여 물

어보니 이는 바둑돌을 갈기 때문이라 하

였다. 바둑돌의 생산은 읍의 십리포구를

덮고 있다. 첩첩이 쌓여 있는 것이 구릉

같은데 그 중에 살펴보고 가리는데 하루

에 얻는 것은 불과 30개정도이다. 흰 바

둑돌의 생산은 동래의 수영포구이다.

(京師 必稱機張碁子 曾謂邑之土産

(甚)饒賤 近日官 輩或來見 人人皆指爪

穿削 所見甚怪 叩之 謂是磨碁之故 …下

略)고 당시 아이들의 바둑돌 생산에 참

여한 안타까운 모습과 하루에 30개 정도

의 바둑알을 만들고 흰 돌은 수영포구에

서 생산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기장 바닷가에서 200알이 한 벌로 된

바둑돌을 1천벌을 만들어 바쳤다

심노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릲밥을 싸들고 가서 돌

을 주워 모아 단단한 돌에 가는 일은 관

아에서 부리는 아이들이 하였는데. 익숙

한 아이라도 하루에 30 개를 만들 정도

였다. 흑백돌이 각각 200알이 한 벌인데

관아에 바치는 것이 1천 벌이다. 관아의

아이 20명이 1년 내내 바둑돌을 갈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손톱이 파이고 깎

이는 것이 이와 같았다. 관의 아이가 흰

바둑돌 수십 개를 순백의 옥처럼 다듬

는데 본(本)이 되는 돌에 맞지 않으면

버려지는데 본은 뿔을 깍아 만든 것으

로 마치 주조(주물)한 것과 같다. 색과

모양은 이것과 같아야 하며 조금이라

도 다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齎糧就拾

于取精妙 官 任此役 磨手雖熟

(亦)日不過數三十碁 黑白各二百顆爲一

部 (而)一官所納 不下千部 …中略 以不

中本見黜 將改治 所謂本者 自京爲角本

如鑄範 色狀一視 此少違 不用也)릳라고

바둑돌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당시 아이들이 손톱이 파

여 피를 흘리는 정도의 힘든 노역으로

사대부의 놀이문화인 바둑돌을 만들어

야 하는 안타까운 실상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집의 마지막에는

한양과 천리나 떨어져 있는 하읍 기장고

을이 바둑알의 특산지로 아이들의 손에

피가 나고 굳은살이 붙은 모습을 본 유

배객 심노숭의 마음은 무척이나 안타깝

고 가련하였음을 글로 적고 있다. 당시

1천벌의 바둑알을 보냈다니 사대부의

놀이문화에 이름 없는 희생을 이곳 기장

바닷가 아이들이 감당하였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선생도 반한 기장의 바둑

돌 이야기

19세기 대문장가인 추사선생의 기장

바둑돌에 대한 글은 릫완당전집릮 제9권의

시에 자연기(自然碁)라는 제목으로 모

두 300자(5언, 60구)의 한시이다. 선생

의 주옥같은 글의 내용은 먼저 바둑돌이

생산되는 곳을 동해의 바닷가 기장의 고

호(古號)인 차성고을이라 하고 그가 이

곳에 와서 자연산 바둑돌의 아름다움을

시로 예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릲동해의 바닷가 차성 고을에 바로 이

자연산 바둑돌이 나는데…중략… 맑고

트여 터럭도 비칠 만하고 윤택하여 엉긴

기름 잘라놓은 듯 검은 것은 바로 곧 팥

자갈인데 하나하나 둥글고 기이하다네

(東海車城縣 乃生自然碁 瑩淨可鑑髮

滑疑截詣 黑者是小石 一一圓更奇)릳. 라

고 바닷가에 산재해 있는 자연산 돌의

아름답고 기이한 모양을 소개 하고 있

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음과 같이 바둑돌을 다시 예찬하고 있

다. 릲의이새가 머금은 알 떨어뜨렸나 내

가 에날에 이곳 바닷가를 거닐면서 …중

략… 비하자면 천상의 별과 같아서 삼성

이랑 자성의 착락이라면 또다시 소반 위

차림 같아서 밤이랑 배가 모두 포개져

있구나( 啣卵墮 昔余遵海行 …中

略… 譬如天上星 歷落參與 復如盤中

食 栗與梨)릳 라고 적고 있는데 언제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사선

생이 자연산 바둑돌을 보기 위해 이곳

기장 바닷가를 직접 방문하였다. 그는

모래위에 쫙 깔린 무수한 검고 흰 알이

천상의 별과 같았고 제비가 날아 가다가

알을 떨어뜨린 것 같은 수많은 자연산

바둑돌의 아름다움을 옛 한적고사를 인

용하여 쓰고 있다.

기장 바닷가에서 열손가락으로 바둑

돌을 움켜진 추사선생의 바둑 사랑

세 번째 단락에서는 릲열 손가락 움켜

쥐어 보니 탐내는 사람 …중략… 중국

요는 자기 굽기 묘하다지만 이와 같이

천연으로 이루어져서 반수도 아니 빌림

어찌 같으리오. 나 자신은 바둑을 둘 줄

몰라서 일반도 엿본 적이 평소에 없는데

이 좋은 기구 장차 어디다 쓰리오 상자

째 울밑에 버릴 수밖에 없구나. … 중

략 … 동방의 미옥보다 월등히 나은 것

이라(十指 且攫 貪夫籠波斯 …中略…

華 妙燔瓷 曷若此天成 不假般又 伊

余不解着 少無一斑窺 利器將焉用 巾

便委籬 不惜相持贈 絶勝珣 琪)릳라고

추사선생은 한 층 더 기장바둑돌을 찬양

하고 있다. 그는 직접 열 손가락으로 바

닷가에 펼쳐있는 돌을 움켜줘 보고, 중

국 도공이 만든 도자기 보다 더 아름답

고 기묘하다 극찬을 하고 동방의 미옥보

다 더 훌륭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릲성긴 발 구름비 내리는 곳에 낙

락장송 맑은 날 바람 일 때에 …중략…

심오한 이치 실로 여기 있으니 …중략…

주머닛돈 추렴하여 반회 벌이고 날을 갈

라 즐기며 정겹게 노는데 나는 늘 옆에

앉아 구경만 하며 흔연히 또 한 잔을 들

어 본다오.(疎簾雲雨處 長松風日時 …

中略… 玄理諒斯在 出錢作飯會 分日以

敖嬉 余當傍坐觀 欣然且一 )릳 라고 추

사선생은 대국에서 지던지 이기던지 바

둑에는 별 관심이 없으나 바둑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데는 한 잔의 술로

그것을 살펴본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하

고 있다.

기장의 아홉 포구 100리 길, 기포(碁

浦) 이야기와 자연산 바둑돌을 문화자

원화 하자

기장의 아홉 포구(九浦) 길은 천혜의

동해바다 해안길로 부산 갈맷길 700리

중에 마지막 도착지점의 100리길 구간

이다. 19세기 추사 김정희선생도 반한

바둑돌이 생산되는 곳은 현재 일광면 이

동마을로 지금은 미역굛다시마특구로 지

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우리나

라에서 이름 있는 수석생산지로도 유명

한 곳이다. 최근에 와서 하루에도 수많

은 사람이 기장을 관광하거나 방문하고

있다. 이제부터 기장의 아홉 포구 100리

길에서 추사선생이 사랑하였던 자연산

바둑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것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장의 새로운 관

광문화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기장 바둑돌을 다시

찾아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

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황구 기장향토문화연구소장

倭城

김강식

(한국해양대학교)

우리나라 동남해안에 위치한 기장은 일찍부

터 왜구와 맞서 삶의 터전을 지켜온 고장이다.

임진왜란시기에부산 일원에는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면서병참과장기 주둔을 위해서 성곽을

요소요소에 쌓았다. 이를 왜성이라 부른다. 현

재 부산에는 10여 곳에 왜성이 남아 있다.

일본군은 1592년(선조 35) 7월부터 도요토

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지시로 부산왜성의

축조를 시작하였다. 특히 1593년 1월부터 조명

연합군의 반격으로 쫓기기 시작한 일본군은 5

월경부터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 이하 20여

명의장수가협력하여 울산의 서생포에서 거제

도에이르는동남해안과도서지방에 10개의본

성(本城)과 6개의 지성(支城)을 쌓았다. 사실

기장 죽성리 왜성도 이때 쌓은 대표적인 예이

다.

이러한 왜성은 여러 면에서 조선의 성과 다

른점이있었다.우선왜성은강이나바다에인

접한 구릉을 택하고, 수송과 연락 등을 참작하

여 선박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축성하였다.

성벽이정상부에서아래로 내려오면서 여러 겹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벽의 벽면은 경사가

심하다. 특히 죽성리왜성은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과 배치를 이루고 있다.

죽성리왜성은죽성만의서쪽에있는남북두

개의 작은 구릉을 중심으로 축조하였다.

남쪽 구릉은 본성이고, 북쪽 구릉은 지성이

다. 이 왜성의 축성법은 남쪽 구릉의 정상부에

본환(本丸)을두고,아래로내려오면서성벽을

쌓은윤곽식(輪槨式) 산성이다. 그리고북쪽의

청강천을 자연적인 외곽선으로 삼았다.

성벽의 총연장은 약 960ｍ, 성벽의 높이는

약 4ｍ이며, 전체성벽은 3~12단의석축(石築)

이 약 70°경사지게 축

조되어 있다. 성벽의 축

조는 화강암을 가공하여

잔돌을이용해틈이없도

록 쌓았다. 단기간에 축

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현

지의조선인노동력을이

용하여기존의조선성곽

의 재료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죽성리왜성은 동해안의 울산 학성, 서생포

성, 부산성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

었다.실제이왜성은일본군장수구로다나가

마사(黑田長政)가 축성하였으며, 조선과 명군

의공격을방어하고 남동해안에 장기간 주둔하

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한편죽성리왜성은문화와사람의약탈공간

으로도 이용되기도 했다. 한 예로 일본군이 기

장 지역에서 도공(陶工)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죽성리왜성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후쿠오카(福岡)의 다카도리 가마(高取

燒)와 기장 일대의 도요지에서 발견되는 도자

기 파편들이 유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죽성리왜성은현재성곽의본성과지성이비

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정상부의 천

수각(天守閣) 터 등이 잘 남아 있다. 반면에

아래쪽은 지금 밭과 민가에 의해 많은 부분이

점거되어 있어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죽성리왜성은 우리나라 축성법과 일

본식 축성법을 비교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

며,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48호로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곳은 임진왜란의 상처를 일깨

워 주는 소중한 역사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추사 김정희선생도 반한 기장의 바둑돌
릲동해의 바닷가 차성 고을에 바로 이 자연산 바둑이 난다네릳

▲ 그렉시트 / 중앙일보 2015년 4월 1일

자

[그리스(Greece)와 탈퇴, 탈출을 뜻하

는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을 뜻한다.]

버핏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

욕에서 열린 자동차 관련 콘퍼런스에서 릲내

가 연방준비제도(Fed)에 있다면 (미국 경

제에 관련해서) 많은 일을 벌이치 않겠다릳

고 말했다.

이어 릲미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건

강한 모습을 되찾도록 Fed가 보살펴야 하

는 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릳고 덧붙였다. 기

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미다.

버핏은 릲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일

은 유로화에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릳

고 내다봤다. 그렉시트가 일어나도 문제될

게 없으니 그리스가 떠나도 된다는 뉘앙스

였다.

▲ 놈코어 / 국제신문 2015년 4월 1일자

[놈코어(normcore)는 노멀(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릫평범함

을 추구하는 패션릮이라는 뜻이다.]

포근한 날씨를 즐기기 위해 외출이 잦아

지는 봄을 맞아 트렌치코트 신상품이 잇따

라 나왔다.

트렌치코트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

낌을 더해줘 봄 패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

는 필수 아이템이다. 올해 S/S 시즌 역시

놈코어가 메가트렌드로 인기를 이어갈 전

망이다.

릫코모도스퀘어릮의 트렌치코트는 베이지

컬러 몸통에 소매 부분은 네이비로 포인트

를 줘 세련되고 감각적인 놈코어 룩을 연출

했다.

▲ 피딩족 / 한국경제 2015년 4월 2일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Financial),

육아를 즐기며 (Enjoy), 활동적이고 (En-

ergetic), 헌신적인 (Devoted) 50대~70대

조부모 세대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비심리는 위축되기

마련이지만 요즘은 저출산 영향으로 자녀

수가 적다 보니 사랑하는 손주들에 대한 할

아버지, 할머니의 씀씀이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 유명 백화점 60대 이상 고객의 유굛아

동복과 유모차 소비는 작년 기준으로 전년

보다 각각 14％, 10％ 넘게 증가했다. 지난

해 피딩족의 연간 구매금액은 30대 이상보

다 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로 본 시사용어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김차웅

(기장향토사연구가)

갯가의 경우, 봄과 가을의 전령은 멸치를

잡은 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비릿한

갯내가 물씬한 포구에서 그물에 걸린 은빛의

멸치를 털어냄은 보기보다 힘든 작업이다. 하

지만 노래를 통한 뱃사람들의 협업적 공동작

업이 오히려 고달픔을 잊게 한다.

그래선지 민요 속에서 향수를 느낀다는 말

이 맞는지도 모른다. 짓눌리고 천대받으면서

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온 민초들은 그 원한과

탄식을 노래로서 달래야만 했다. 지난 날, 멸

치 털 때 내는 소리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이 소리는 장엄하면서도 토속적이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대변리대변항(방어진,

감포 등)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릫어야나차야릮

라는 소리는 선원들이 고무로 된 앞두대(앞

치마)를 두르고 멸치그물을 털 때부터 끝날

때까지 반복하여 부르는 영남지방 특유의 억

양지고 투박한 노동요라 할 수 있다.

굵은 멸치는 먼 바다에 나가 그물에 걸리게

하여 잡는다. 이러한 어로행위는 일제강점기

부터 시작되었으며 수산업계에서는 멸치유자

망(일본말로는 사시야미)어업이라 불렀다.

멸치는 선도유지가 생명이므로 배가 입항

하면 바로 부두에 접안시켜 6~7명의 선원들

이 육지에 올라와 나란히 서서 배를 마주하고

그물을 턴다. 이 작업은 기계로는 할 수 없고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시적일 수밖에 없다.

선원들은 작업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똑같

이 릫어야나차야 어야나차야릮를 부르면서 양손

으로 그물을 잡아당기며 자기 앞으로 내리친

다. 작업에 소요(휴식시간 포함)되는 시간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땐 약 3시간이고 그렇지

않을 땐 1~2시간정도이다.

멸치의 고장인 대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만 해도 한사람이 선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창하였다. 당시에는 릫할망아 당겨

라, 영감아 털어라. 니(멸치)가 죽어야 내가

산다릮는 등의 소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승되

지 않고 있다.

이는 선원들 대부분이 젊고 외지에서 온 사

람들이 많아 앞소리는 생략되고 약식으로 릫어

야나차야릮라는 뒷소리(후렴)만 하다 보니 그

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뒷소리가 어

디서 유래한 것인지가 궁금하여 대변마을에

서 오랫동안 멸치자망어업을 했던 한 선주를

만나보았다.

선주는 멸치 털 때내는 뒷소리가 목도소리,

망께소리에서 나왔다며 목도들이 방파제공사

를 하면서 돌을 메고 운반할 때마다 똑같이

릫어여라차아 어여라차

아릮라 하였고 저수지공

사를 할 때는 둑에다 흙

과 모래 그리고 자갈을

넣어 다지면서 망께라는

쇳덩이를 동아줄로 엮어

여러 사람이 밧줄을 잡

고 최대한 높이 들어 올

린 후 내리침과 동시에

일제히 릫청께 망께는 공중에 놀고 어여라찬이

로구나릮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릫어여라찬이로구나릮는 릫어여라

차아릮와 같은 뜻임을 알 수 있다. 멸치 털 때

의 뒷소리인 릫어야나차야릮라는 소리가 릫어여라

차아릮와 릫어여라찬이로구나릮와 비슷한걸 보면

이 소리는 목도소리, 망께소리에서 비롯되었

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 소리는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

에 있었던 일이어서 행사를 재현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듣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다대

포후리소리와 좌수영어방가(左水營漁坊歌)

는 문화제 행사로 자리 잡고 있으나 살아있는

대변멸치털이작업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는 이러한 토속적

인 문화를 정착시키고 후대까지 전승하기 위

해 목도소리, 망께소리의 후렴에다 노랫말을

시대와 지역정서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2014

년 4월 25일 멸치축제 때 이의 소리를 처음으

로 구연하려했다.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갑작스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차기 행사

때까지 미뤄지게 되었다. 한 사람이 앞소리를

하고 나머지는 뒷소리를 하는 대변항의 멸치

털이 노래는 다음과 같으며 흥겹고 신명나 사

뭇 인상적이다.

어야나차야 어야나차야 어야나차야/매일

매일아침마다/어야나차야어야나차야(이후

앞소리 뒤에 붙여서 반복됨) 대변항을 출항

해서/죽도섬을돌고돌아/오륙도를지나와서

/태종대~에앞바다에/멸치떼가풍년이네/갈

매기가 춤을추네/배들마다 투망하고/은빛

멸치 만선이네/동백섬을 돌고돌아/오륙도~

오 앞바다에/멸치떼가 풍년이네/배들마다

가득싣고/광안대교옆을지나/대변항에들어

와서/멸치털이하러가세/니가죽어내가산다

/멸치많이 잡아와야/우리자식 공부하고/우

리식구먹고산다/멸치먹고건강하네/니가죽

어 상품되어/우리마을 부자되고/기장경제

살아난다

운전을 하다가 저의 부주의로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

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이와 어린이집 선생님을 태우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으나, 인적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급한

일을 보기 위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대낮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저는 도주할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이 경우도 뺑소니

가 되나요.

답변 :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차량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이 정한 도주한 경

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

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

치는 모두 이행하였으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경우로서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

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①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의무를 이행하고 ② 피해자나 경찰에게 운

전자의 신원확인을 알리거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781-0065)

릲이 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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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 터를 잡고 사기장의 대를 잇고 있는

부산요(구 상주요) 김영길(50) 도예가가 3월

25일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 보유

자로 인정됐다.

부산시 무형문화재로서는 최연소로 젊은 나

이에 장인의 반열에 들었다. 아버지인 고(故)

도봉 김윤태 선생과 함께한 시간을 고려했다

는 후문이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부산광역시지

정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를 통

해 릫김영길은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3호 사기장 보유자였던 故 김윤태의 아들로

2010년에 사기장 보유자후보로 선정되었다.

사기장 전승계보가 뚜렷한 김영길은 질흙 채

취뿐만 아니라 시연을 통해 톳물받기, 물레로

성형하기, 굽깍기, 끌목, 잿물구이 등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능숙하게 혼자서 처리하

고 있다. 또한 도자기 기형에 있어서도 달항아

리를 비롯하여 주병, 각병, 대접, 완 등 전통도

자의 기형을 성형한 후 소성하고 있는 등 제작

기능도 뛰어나다. 부친의 전통기법 뿐만 아니

라 망생이를 이용한 가마 축조와 물레 제작 등

가업을 잘 계승하고 있으며 기장 일원의 태토

분석과 상장안 하장안의 요지 출토 유물의 재

현에 거의 일치를 이루었다. 특히 발 물레의

제작과 굽깍이 요도구 제작과 사용에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되는 등 백자제작의 전 과

정이 훌륭하며 이론적인 면에서도 정립되어

있어 사기장 보유자로 인정된다릮고 밝혔다.

김 도예가의 집안 내력이 친가는 4대째, 외

가는 9대째 도공 집안으로 그의 어머니는 그가

도예가 아닌 다른 길로 가길 원해 일본으로 유

학을 보냈다.

도자기를 피하려 떠난 일본에서 도예에 입

문하게 된 것은 운명이었으리라. 김 작가는 일

본 아리타 요업대학에서 도자기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기장인 아버지의 문하

에서 다시 혹독한 수련이 이어졌다.

사기장은 사기그릇을 제조하는 기술자다.

흙을 살펴 만들고, 물레를 성형하고 가마를 관

리하는 전 과정에 참여한다. 도봉 선생은 릫흙을

알고, 불을 알면 이 바닥에선 무서울 것이 없

다릮고 아들에 가르쳤다.

경북 문경 출신이면서 칠십 평생 도예에 몸

을 바쳐 온 고(故) 도봉 김윤태(부산무형문화

재 제13호 사기장) 선생은 기장에서 릫상주요릮

를 설립해 전통 장작가마에서 찻그릇을 구워

왔다. 릫망뎅이릮란 원통형 내화벽돌을 쌓아 만든

전통 가마를 재현하기도 했다. 1994년 일본 사

가 현에 비탈 가마를 수출했고, 2001년 열린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선 우리 가마 재현의 총감

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도예가는 부산시에서 자신을 믿고 무형

문화재로 지정해준 만큼 릫기장 사발릮과 같은 부

산 대표 자기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오는 5월 18일부터 부산박물관 기획 전

시실에서 주성장, 화혜장, 전각장 들과 함께

기획전을 갖는다. 2016년은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에 잡혀가 현지에서 빛나는 도자기 문화

를 꽃피운 지 40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아시아 각국의 도자기 장인들이 일본 아리타

에 모인다. 김영길 사기장도 그곳에서 조선 백

자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길 도예가 010-3889-1874

굩

뢾시작 노트뢿

고향 동무들과 함께 뛰어놀던 추억이 아롱거려 한 폭의

수채화로 마음속에 담아보았다.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떠

올리며 향수에 젖어보니 고향의 친구들은 헤어지고 어느덧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인생은 황

혼기에 접어들어 세월이 너무 무상하구나.

기장문예

고향의 언덕

백 식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市
5월 18일부터 부산박물관 기획전 가져

지난해 열린 릫스토리두잉 랠리 첫 번째 이야기릮개최 모습.

동의대 릫스토리두잉랠리두번째마당릮개최

동서양 융합, 퇴계와 괴테의 만남

전시회와 음악회 등 다양한 예술제

동서와 고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아우르

는 릫스토리두잉 랠리릮 두 번째 만남, 20대 대학

생에서부터 80대의 향교와 문화원 회원에 이

르는 다양한 계층이 한자리에 모인다.

동의대학교(총장 공순진)는 미래창조과학

부가 추진하는 무한상상실을 유치, 스토리두

잉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한다.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창의 계몽 활동의 일환으로 공방

형과 스토리텔링형의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되

는 이번 행사에서 동의대는 지난해에 이어 스

토리를 통한 창의력 자극과 이를 바탕으로 하

는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교육 프

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부터 기장군 대변항

에 위치한 대형 카페인 릫하가빈(대표 하오

용)릮에서 두 번째로 펼치는 스토리두잉 랠리는

릫서로 다른 앎, 함께하는 삶릮이라는 슬로건 아

래 동서양 융합 지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퇴

계와 괴테를 비교, 조망한다.

이 행사를 기획한 동의대학교 릫온전한 소통

연구소릮의 소장인 김일철 교수(광고홍보학과)

가 사회를 맡았다. 먼저 퇴계에 관해서는 기장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황구 소장이, 괴테

는 독문학을 전공한 안장혁 교수(동의 대학

교)가 각기 주제 발언을 하고 이어 방청객들이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행사 기간을 전후해서 다양한 예술제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

제에 맞는 서양화가 김형률 화백(동의대학교

미술대학교수)의전시회(5월 9일~5월 23일)가

카페 2층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열린다. 또 집담

회 당일에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권은영

교수의 거문고 연주가 예정돼 있다.

행사 말미에는 참가자들 가운데 자신이 소

장한 물건을 중심으로 릫소유와 스토리릮라는 제

목으로 짧은 스토리 공유와 옥션, 경품 등의

추첨 행사를 곁들여 잔치 분위기를 연출한다.

참가비는 1인당 만원이며 수용인원의 제한

으로 사전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의 : 김은희 연구원 010-7563-7063)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교육을 이수한 수

료생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취업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20명을 모집, 5

월 하순부터 4주에 걸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대상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은 하반기

(10월 말)에 7주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길 도예가가 성형한 도자기의 초벌구이를 위해 가마에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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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부산동부고용

노동지청장

4월의 프랑스는 풍요와 여유로움으로

가득 넘친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가로질러 그랑

트리아농과 프티 트리아농으로 가는 길목

의 아름다운 잔디밭에는 아버지와 함께

공을 차며 해맑은 표정으로 뛰노는 아이

들과 행복을 머금은 미소로 도시락을 준

비하는 어머니 그리고 봄의 향연을 만끽

하는 연인들의 풍경은 우리를 풍요와 여

유의 시간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그들의 여유로운 일상은 프랑스

만의 일굛가정 양립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 인들은 사생활과 직장생활을

철저히 분리하여 가정생활도 일과 함께

균형 있게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직장에서는 조직 상하간의 적극적인 의

사소통을 통하여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추고 형식적인 회의와 불필요한

회식을 지양하며 개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추구하고

자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다양한 가족굛육아수

당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가족들과 더 많

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한

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에서 현재 1인

당 2명으로 증가하여 유럽연합국 중 2번

째로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연간 2천

163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두 번

째로 많으며 근로자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야근이 당연시되는 근로문화, 오랜

시간 근무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관

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와 효율성

에 대하여 의문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고 집중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도록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확

산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근로형태를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근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릫일家양득릮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효율성의 향상이 이루어지도

록 실천방향도 제시하였다.

불필요한 회식과 일상화된 야근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일하고 풍요로운 삶

을 추구하고 휴가굛유연근무 활성화를 통

해 일과 삶의 조화를 추구하며 육아는 사

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일굛가정 양립을

뿌리내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열

린 노동시장을 창출하여 고용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워크, 유연근로 도입 등 근

무형태를 새롭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일하는 방

식과 문화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

을 찾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이나 기

업 자체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

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오랜 시간 제도와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근로문화가 단 1회의 노력으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 구

성원이 새로운 시대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감하고 지지할 때 더 큰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의 봄에도 거리마다 공원 가득 아

이들의 웃음소리, 가족의 따스함, 연인들

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며 일家양득

의 성공적인 확산을 기대해 본다.

릫기장사람들릮과함께하는실종자찾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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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란아

(당시 만 6세, 여)

실종일자 : 1979. 1. 1 (화)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신체특징 : 키110cm, 체중20kg, 밤색 옷 한

벌 착용 추정, 언니 김애란을 기억하고 있음

이은지

(당시 만 9세, 여)

실종일자 : 1992. 3. 17 (화)

실종장소 : 전북 익산시 금마 미륵탑 방면

신체특징 :오른쪽 검지 손톱이 없음

진은실

(당시 만 18세, 여)

실종일자 : 2015. 3. 5 (목)

실종장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집근처

신체특징 : 키 155cm, 몸무게 65kg, 검

정색 단발머리, 여드름, 손이 통통하고

마디가 짧음 겨자색 야상잠바, 검은색

치마레깅스, 운동화

허영

(당시 만 34세, 남)

실종일자 : 2015. 3. 1 (일)

실종장소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신체특징 : 키 160cm, 체중 70kg, 검정색

짧은 머리 얇은 카라티셔츠, 파란색 운동복

김송이

(당시 만 17세, 여)

실종일자 : 2015. 3. 5 (목)

실종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신체특징 :키157cm, 체중 62kg, 검정색

단발머리, 보통체격 노랑색 잠바, 빨간

색 청바지, 운동화, 밀리터리 조끼

김득년

(당시 만 39세, 남)

실종일자 : 2012. 2. 22 (일)

실종장소 :경북 영주시 가흥동

신체특징 : 키 160cm, 체중 55kg, 왜소

한 체격, 검정색 점퍼, 남색 면바지, 노

란색 끈이 달린 짙은 남색 운동화

김하나

(당시 만 15세, 여)

실종일자 : 2015. 2. 15 (일)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월평 2길

신체특징 : 키 161cm, 체중 50kg, 갈색

단발머리, 갸름한 얼굴형 회색 긴팔 가

디건, 검정색 긴 면바지

요즘 한국인의 취미생활 1위로는 당연

히 등산을 들 수 있겠으며 그 다음이 필자

가 언급하고자 하는 바다낚시가 아닐까 생

각한다. 종종 해안가를 찾다보면 지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낚시꾼들이며 특히 부부

가 함께 낚시를 즐기는 사람도 눈에 많이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많은 낚시꾼들

의 행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정말 위험하

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였으며 특히 낚시꾼들로 인해 망가지는

아름다운 자연이 안타까워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우리 군 주변에 있는 방파제

를 포함한 모든 유명 낚시터들을 유료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온갖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

고 화장실도 적절히 배치하고 관리하여 악

취도 없애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무단 취

식행위 등도 강력히 단속하여 낚시터를 보

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하

는 바람이다.

다음, 유료화가 됐다면 이제 낚시인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터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한다. 위험하

니 안 된다 아무리 강조하고 통제해도 하

고 싶은 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

다. 그렇다면 방파제 위험한 테트라포트에

는 안전한 바닥시설과 출입통로를 확보해

주는 등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는

역발상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설비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지혜를 짜낸다면 그리 큰 예산이 들

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제 우리 낚시인들의 자발적인

의식전환도 필요할 때이다. 일부 선진국들

처럼 낚시 자격증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바다 낚시터를 우리집 뜰, 자기 안방처럼

생각하고 아끼며 사랑해야 한다. 제발 낚

시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꼭 집으로 되가져

가고 특히 쓰고

남은 자연산 미

끼들은 바다로

돌려주되 시멘

트 바닥이나 바

위 등에 그 흔적

을 남기지 않았

으면 정말 좋겠

다.

그리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로 인해 안전

사고니 목숨마저 잃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낚

시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벗하고 사

색함으로서 100세 시대 우리네 삶이 더 윤

택해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독자투고

일家양득, 일과삶의조화를꿈꾸다

각종폭력배일제소탕기간

□ 목적 : 생활주변에서 각종 피해를 양산하는 동네조폭 및

조직폭력배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기간 : 2015. 4. 1 ∼ 6. 30(3개월간)

□ 단속대상 : 동네조폭 및 조직폭력

□ 신고 : 부산기장경찰서 793-0377 또는 국번없이 112

(비밀보장)

2015년 5월 1일(금요일) 제 231호

부모님 세대 중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관절

운동의 범위가 많은 관절로 반복되는 노동과 집안일로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하

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릎, 척추에 비해 어깨질환 치료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십견으로 많은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방

치하면 후유증이 남거나 갈수록 어깨가 굳고 통증이 악화돼 영구적으로 운동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기준 어깨 질환 환자를 보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약 1.4배 많았으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남녀 모두

50대로 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질환과 치료(수술)는 다음과 같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힘줄이 손상을 입어

파열 등이 발생하는 릫어깨의 충격증후군릮은 어깨의 견봉과 상완골의 간격이 좁아져

충돌이 발생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어깨병변 증상은 어깨를 움직일 수 없거나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릫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또는 동결건)릮, 릫근육둘레띠 증후군(회전근개파열)릮, 릫어깨의 충격증

후군릮 등으로 나뉜다. 어깨에 강한 충격,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어깨 관절막에 염

증이 생기거나 어깨힘줄이 파열되어 어깨의 가동범위가 제한되거나 심한 통증을 느

끼게 되는데 증상은 비슷하지만 발생 원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증이 긴 시간 지속

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가장 흔한 릫오십견릮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깨힘줄이 파열되는 등의 원인으로 통증이 일어난 것이라면 자연 치유가 어

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어깨통증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릫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릮이

다. 어깨의 상완골과 견봉의 간격이 노화, 무리한 운동 등의 원인으로 좁아지면서 생

기는 충돌을 막아주고 파열된 어깨힘줄을 복원해주는 수술이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손상된 어깨관절에 카메라를 삽입해 직접 관찰하면서 치료하

는 방법이다. 기장병원의 관절내시경 수술은 마취 후 1시간 이내로 수술이 끝나며 입

원기간 1~2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다.

또한 피부 절개를 최소화해 흉터가 거의 없고 수술 중 근육 손상도 적어 회복이 빨

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기장지역은 특히 어깨질환 환자가 많은 편이다. 현재 기

장병원 어깨 클리닉에서는 장기적인 바다 일로 인한 어깨통증으로 치료와 수술환자

가 늘어나고 있다.

예방보다 좋은 치료법은 없다. 평상 시 작은 물병이나 가벼운 무게의 아령을 들고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운동범위를 늘려주어 어깨 근육이 굳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봄에는 특히 겨

울동안 굳어있던 근육,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의학칼럼

어깨통증장기방치땐

운동범위영구적

줄어들수있어

김 영 환 기장병원 정형외과

독자투고

바다낚시터의유료화를제안하며

기장사람들을 통해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을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

다.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많아 힘이 됩니다. 김연희(정관면 산단2로)

릫만성 콩팥병릮에 관한 의학칼럼이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감사합니다.

김정호(기장읍 기장대로)

설렘 가득 정관의 봄을 기대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 건강한 걷기로 다

이어트해요~

박원욱(정관면 모전1길)

릫쇼핑하러 왔다가 기장시장 방문 이어져릮라는 기사를 보고 기장군민으로서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장시장은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이상현(일광면 이천10길)

오랜만에 릫영어야 놀자릮코너를 통해 그동안 보지 않던 영어를 한번씩 보니

괜찮네요.

이유진(기장읍 차성서로)

릫종이팩 모아 재활용 화장지로 바꾸세요릮 기사를 통해 우유팩과 화장지를

교환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에게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 우유

팩 씻고 정리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 기쁘답니다.

이지연(기장읍 청강로)

릫유관기관 탐방릮지면에 정관박물관이 나왔네요. 기장에 살면서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이와 함께 날씨 좋은 봄날에 한번 방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허민서(기장읍 차성서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부모님을 따라 우연히 본 국제시장이

라는 영화가 참 인상 깊었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책을 읽으니 더욱 더 내용이

와 닿았다.

국제시장은 6.25 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거쳐 가며 살아온 릫아

버지릮에 관한 내용이다.

주인공인 덕수는 전쟁이 난 난리통에

피난을 가게 된다. 가족들끼리 서로 떨어

지지 않으려고 용을 썼지만 동생 막순이

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배는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죽게

된다.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서로 배에 타려고

밀치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피난민의 상황을 느끼

게 되어 너무 안쓰러웠다.

아빠와 막순이를 잃고 엄마와 덕수가 그

이후 살아간다. 주인공 덕수가 어른이 되

서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잃

어버린 동생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 감동

이었다.

우리나라에 이산가족이 많아 TV를 통

해 서로 가족을 찾곤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25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또

너무 옛날일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온 어른

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대

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역사

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성장

하고 발전해온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울고 웃으면

서 재미있게

보았고 가족들

에게 좀 더 잘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고생을 많이 하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감

사하다. 오나경(대청중 1학년)

와글와글 독후감 - 국제시장

릲가족에대한고마움을느꼈어요릳

정기모

(기장읍 교리)

2015. 1. 22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cmx세로4cm (또는 3.5cmx4.5cm) 귀와 눈썹이 보

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참고)

※주의사항
1.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불가

2.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불가

3.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불가

4.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사진이 아닌 사진 불가 등

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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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룙제19회 기장멸치축제룚 속으로

제 231호 2015년 5월 1일(금요일)

2

3

1

오감만족기장멸치축제

제19회 기장멸치축제의 핵심

코너인 무료 시식회를 찾은

상춘객들이 멸치회를 맛있게 먹고

있다.

맨손 활어 잡기 참가자들이 요

리조리 잘만 피하는 활어를 잡

고자 애쓰고 있다.

축제의 흥을 돋우는 축하공연

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

게 한다.

1

2

3

제19회 기장멸치축제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장멸치추진위원회

가 주관하고 부산시, 기장군, 기장수협, 고

리원전, 롯데몰동부산점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릫더 풍요롭고... 生生한굩 기장멸치

축제릮 라는 슬로건으로 싱싱한 멸치는 물

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

그램을 마련해 축제추진위원회 추산 100

만명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 3∼5월 산란기를 맞은 지금이 은빛색

깔, 구수한 맛 절정

예로부터 기장멸치는 그 크기가 어른

손가락보다도 굵고 실한 것으로 유명하

다. 기장 앞바다는 겨울철 일본과 남해안

에서 멸치떼가 올라오는 길목에 위치한데

다가 태초의 깨끗한 바다를 간직하고 있

어 이곳에서 잡히는 멸치의 영양과 맛은

단연 으뜸이다.

칼슘, DHA, 타우린, 비타민A를 다량

함유해 봄철 피로회복은 물론이고 콜레스

테롤 함량을 낮추고 피부미용과 노화방지

에도 좋은 멸치는 매년 축제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 나아가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

며 지역 관광,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 부산수산물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 색

깔 찾기 … 성공굩굩

제19회 기장멸치축제는 남녀노소를 불

문하고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컨텐츠를 마련해 더욱 성숙한 먹거리

축제의 모습을 선보였다. 멸치회 무료시

식, 대형 멸치회 비비기 행사는 전국의 미

식가들에게 싱싱하고 담백한 기장멸치의

특유의 맛을 자랑하고 기장사람들의 훈훈

하고 넉넉한 인심을 알리며 릫기장 봄멸치릮

의 위상을 뽐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았

던 멸치회 무료시식회에는 방문객들이 꼬

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

어졌다.

동래구에 사는 허상임 씨는 릲20분 이상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새콤달콤한 멸치

회무침이 정말 맛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면 생각날 듯해요. 비리지도 않고 정말 부

드러워요릳라며 엄지손가락을 내세웠다.

주무대에서는 멸치 발라서 널기, 수조

에 담기, 멸치 낚시, 2인 1조로 멸치를 젓

가락으로 집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이어

달리기의 순서로 진행되는 릫멸치 기네스릮

가 진행됐다. 사회자의 익살스런 멘트와

참가자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한편에서는 두 팔, 두 다리를 걷어 올린

사람들이 맨손 활어잡기에 집중했다. 참

가자들은 숭어와 장어를 잡아 갈 수 있는

황금 찬스를 얻었건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싱싱하고 힘 좋은 고기들은 요리조

리 잘도 빠져나가고 참가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혔다. 하지만 이 재미있는 릫놀

이릮에 게임을 하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순히 지역특산물을 맛보는 것에 그치

는 먹거리 축제는 더 이상 다양한 욕구와

선택권을 가진 요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됐다. 멸치축제는 릫먹거리릮에서

릫신나는 놀이릮까지 더해 먹고, 놀고, 즐기

는 오감만족 축제로 거듭나며 그 명성을

떨쳤다.

싱그러운 봄바다의 대변항 해상에서는

울산 해양경찰서 소방정의 웅장하고 시원

한 해상 분수쇼를 비롯하여 소형 어선들

의 경축 퍼레이드, 길놀이 퍼레이드 등 다

채로운 볼거리를 자랑했으며,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서 자라고 있는 싱싱한 기장

미역을 직접 채취해 보는 체험 행사도 마

련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산교육의 장소

로도 손색없었다.

뿐만 아니라 스탬프랠리 릫패밀리가 떴

다릮는 기장특산물 홍보관, 건강주제관, 매

직풍선만들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포토

존에서 사진찍기, 동해어업관리단 홍보관

의 각 코스를 거칠 때마다 스탬프를 받아

6개의 스탬프를 모두 모은 가족에게는 어

업지도선을 타고 대변항 일원을 구경하는

기회가 주어져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산지역 내 전문병원 의사진 등

이 참여하여 골다공증, 척추, 성인병 검진

은 물론 초음파, 인바디(체지방 측정) 등

건강검진 특별이벤트를 시행하여 축제기

간 중 대변을 찾은 이들에게 무료 봄철맞

이 건강검진의 혜택도 제공했다.

■ 명실상부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

로 발돋움

박상현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장은 릲첫

날부터 발 딛을 틈조차 없이 대변항을 가

득 메운 인파로 밤늦게까지 축제의 열기

가 이어졌어요. 첫날은 평일인데도 20만

명이 다녀갔고 축제 이튿날 무료시식회

때 3천명 정도가 봄철 기장멸치의 참맛을

느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기장

멸치를 맛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

시죠. 14년째 멸치축제를 찾고 있는 일본

사가현 켄카이정에서도 어김없이 대변항

을 찾아와 릫오이시~릮를 외쳤습니다. 기장

멸치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유혹하

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릳

라고 말했다.

100만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

19회 기장멸치축제는 기장군, 기장군의

회,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대

변리(대변마을,무양마을) 청년회, 부녀

회, 모범운전자회, 각 유관기관(경찰,해

경,소방서)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

쳐 3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기장군은 봄철 지역의 대표음식인 멸치

를 기장멸치축제로 널리 알려 릫기장멸치릮

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하나의 명품 브랜

드로 탄생시켰다.

1997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멸치와 같

은 수산물로 축제를 개최한다는 발상은

기장군이 처음이었다. 그 발상의 전환이

기장만의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성장해 지

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앞장섰다.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은 먼 곳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장이 가진 고유의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닐까. 기장멸

치축제가 기장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의 고유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주민 한분한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

고자 릫희망재능나눔단릮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물리치료, 수지침 및 쑥 뜸

○ 의료급여교육 및 상담 / 각종민원 안내 및

접수

○ 병원진료(혈액, 골다공증, 엑스레이검사 등) /

보건소진료(금연상담, 운동상담, 혈압혈당체크)

○ 이미용, 옷수선 / 도장제조 / 컴퓨터 수리

·날짜 : 2015년 5월 22일(금) 10시~15시

·장소 : 철마면주민자치센터 1층 대강당

·내용 : 의료서비스 및 생활수선서비스

·대상 : 철마면 거주주민 누구나

※ 이굛미용 서비스 중 파마와 염색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해당(수건 2개 지참)

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

합니다.

복지지원실(7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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