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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6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도시환경조성

지역일자리 창출

1석2조 효과

그저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담벼락이 예쁜 색동옷을 입

고 있다.

기장군에서 금년 4월부터 릫이야

깃길 희망벽화 공동체 프로젝트릮를

실시하여 관내 노후하고 평범한 마

을 골목길이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벽화거리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장군이 지원하

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추진한

다. 정관면 평전마을, 철마면 마지

마을, 장안읍 시장마을 등 총 3개마

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평

전마을을 시작으로 작업이 진행 중

이다.

정관면 평전마을은 전래동화와

농경생활 모습을, 철마면 마지마을

은 봄굛여름굛가을굛겨울 사계절 풍경

을 농촌마을과 조화롭게 표현하며

장안읍 시장마을은 3.1운동당시 만

세운동 장소였던 역사적 의미를 되

새겨 릲꼭꼭 숨어라릳는 틈새벽화와

독립운동 발자취를 담는다.

작업은 그동안 관내에서 해안변

방파제와 정관신도시 교량 등에 벽

화를 조성한 바 있는 이현정 벽화

작가가 재능을 기부하며 총 책임을

맡았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참여해 기장의 역사와 미래의

꿈을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거

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현정 작가는 릲지금의 정관신도

시와 비교해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

나마 간직하고 있는 평전마을에 전

래동화를 모티브로 한 벽화를 제작

하여 농사지으며 사용하던 옛 물건,

절기마다 지낸 민속이야기를 그려

넣어 가족이 함께 재미있게 찾아보

고 얘기해보는 참여미술로 유도하

여 평전 전래동화마을로 탄생시킬

계획릳이며 릲인근에 유치원과 어린이

집이 많아 더욱 특색 있는 골목길

이 될 것릳라고 말했다.

노후된 마을의 담장을 화사한 분

위기로 바꾸는 벽화사업인 릫이야깃

길 희망벽화 공동체 프로젝트릮는 거

주민과 통행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

공해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능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

를 창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

으로써 주민의 소통과 화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릲벽화 사업은 주

거공간과 문화예술이 상생하는 곳

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향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

고 살기 좋은 기장군 이미지 구축

에 노력하겠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은 6월 19일 저녁 7시 기장군청 차성

아트홀에서 릫기장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릮를

개최한다.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체험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인문대학, 군민대학, 군민어학

당, 우리동네 배달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등

평생학습기관과 수강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사가 치러진다.

식전에는 군민대학의 기타팀과 우리동네

배달강좌의 오카리나팀의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의 흥을 돋우며 시작된다. 이어서 3월

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배움에 힘쓴 인문대학,

군민대학, 군민어학당의 수강생들에게 수료

증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수 체험수기를 발

표하는 등 본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에는 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섬진강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용택 시인의 릫인문학

아카데미릮도 함께 열린다. 김용택 시인은 삶

에 대한 긍정과 희망,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군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강 이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색소폰

과 우쿨렐레 연주, 우리동네 배달강좌의 다

이어트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

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행사가 마련

되어 있다.

또한 기장군청 로비에는 도자공예, 리본공

예, 냅킨아트, 퀼트, 수채화, 캘리그라피 등의

작품전도 열려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배움

과 나눔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원전소재도시지속가능발전위한 릫제2회 기장포럼릮개최
6월 8일~10일 파라다이스 호텔, 프랑스 미국 등 7개국 15개 도시 참여

2012년 제1회 기장포럼 개최 당시 세계원전소재도시 단체장 등이 릫공동선언문릮발표하고 있다.

원전소재 도시 안전과 번영의 해법을 모

색하기 위한 기장포럼이 6월 8일부터 10일

까지 3일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

최된다. 기장군이 주최하고 부산대학교 원

자력 안전 및 방재 연구소가 주관하는 릫세계

원전소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2회 기장포럼릮은 원자력이라는 주제를 가

지고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행사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기장군은 우리나

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도시로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민의 안전

과 번영이 최우선이라는 취지에서 기장포럼

을 구상하게 됐다. 공동운명체인 세계 원전

소재 도시 단체장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원자력 관련 주요 현안과 원전소재 지자체

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가치중립적 논의와 허심탄회한 협의를

통해 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소중한 지

혜를 축적하는 한편 미래 상호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포럼에는 미국(웨인즈보로), 영국

(셀라필드), 프랑스(플라망빌), 캐나다(클

레링톤, 브루스), 일본(겐카이, 히가시도

리, 도카이, 오마에자키), 베트남(닌투언

성)과 기장군을 포함한 국내 원전소재도시

4곳(영광, 울진, 울주, 경주)이 정식 회원도

시로 참여해 총 7개국 15개 도시 지자체장

과 원자력 관계 전문가가 참석, 각 도시별

안전과 번영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원전 폐로의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베트남(하노이)과 GABI(글로

벌전략경영원)가 참여해 세계 원전소재도

시의 원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특히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2회째

를 맞이하는 세계 최초의 원전소재도시 공

동협력체의 모범적인 역할과 기장포럼 개

최 취지에 공감하는 기조연설을 발표할 예

정이다. 기장포럼에 참가하는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실효성 높은 논의를 통해

포럼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부

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이재우 교수가

기장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전 IAEA

선임핵사찰관이며 현 한국원자력통제기술

원 안준호 대우교수가 릫원전소재도시의 안

전과 번영릮을 주제로 제1세션을 진행하고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정재준 교수가 릫폐

로의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릮을

주제로 제2세션을 준비한다. 그리고 제3세

션에서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자 현 영

산대학교 에너지환경연구소 양명승 석좌교

수가 릫기장포럼의 미래 발전 방안 모색릮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기장군은 세계 원전소재 도시들의 지속적

인 정보교류와 국제협력을 위해 포럼을 통

해 협의된 사항을 포함한 릫공동선언문릮도 채

택한다. 또한 포럼에서 제시된 세계 원전소

재 도시들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원자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정책 개

선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5월 30(토)~3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

관 나눔 프리마켓 행사가 우천 예보로 아

래와 같이 연기됩니다.

·일시 : 2015. 6. 13(토)~14(일) 11:00~16:00

·장소 : 윗골공원(정관어린이도서관 앞)

·문의 : 정관면사무소 709-5242

기장군은 5월 28일 장안읍사무소 대회의

실과 장안보건지소에서 군수, 군의원, 해운

대백병원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치매지원센터 개소

식을 가졌다.

황윤호 해운대백병원장의 환영사, 센터

운영 계획 보고, 센터장을 맡은 해운대백병

원 박진세 신경과교수의 릫치매없는 기장만

들기릮선포 및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기장군은 4월 7일 기장군

과 해운대백병원 간 릫기장군 치매지원

센터릮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

한 바 있다.

갈수록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치매 환자

도 늘어나는 기장군에 영남권 최초로 치

매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앞으로 보다 전

문적이고 효율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신경과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명의

전문 인력이 기장군 지역 치매 환자와 가

족들을 보살필 예정이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

영과 지역 주민 치매 예방사업 등도 펼쳐

나가게 된다.

릫기장평생학습어울림축제릮개최
김용택 시인의 인문학 아카데미도 열려

릫기장군 치매지원센터릮 개소

정관 평전, 철마 마지, 장안 시장마을 골목길

테마가있는벽화거리조성

정관면 평전마을의 벽화들이 마을을 아름답게 변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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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입학식이 진행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기장군 영

재교육센터 입학식<사진>이 5월 9

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열렸

다. 입학식에는 영재교육원생 129

명과 학부모, 수업을 진행할 강사

및 학교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했다.

기장중학교 백지훈 군이 학생대표

로 기장군수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모전중학교 서예지 양은 입학생 선

서를 통해 릲기장군 영재교육센터 학

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공부할 것릳을 다짐했다.

입학식에는 2014년도 영재교육

센터 활동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

자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릫검색(檢索)이 아

니라 사색(思索)이다릮라는 주제로

진행된 조갑룡 부산영재교육진흥

원장의 특강도 재미있는 입담과

생생한 경험담, 영재를 기준 짓는

독특한 가치관으로 참석자의 공감

을 이끌었다.

기장군 영재교육센터는 기장군이

해운대교육지원청과 영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창의

적인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

하는 기장군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

업으로 2013~4년 2년간 237명의 학

생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금년에는 기장중(기장중, 대청

중, 장안중), 모전중(모전중, 부산

중앙중, 신정중)에서 토요일 및 방

학집중 수업을 통해 총 100시간의

수업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

이며 학년별 각 2개반으로 총 8개

반이 운영된다.

교육대상자는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수학굛과학의 문제해

결 학습과 창의성 계발교육, 전인

적 발달을 위한 인성교육 및 다양

한 현장 체험학습을 받게 되며 방

학 기간 중에는 집중수업도 실시

한다.

기장군은 국제안전도시 자치구굛

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5월부터 금

년 말까지 기장소방서와 함께 응급

환자에 대한 가족의 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는릫1가정 1안심요원

만들기릮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장군에서 교육 장비

를 지원하고 기장소방서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심장마비 등 응급환자 발

생시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가정에

서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갑작스

런 재해 및 사고발생시 침착하게 대

응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

을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교육한

다.

기장군과 기장소방서는 이번 협업

을 통해 재난교육 분야의 융합행정

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의 저변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면적이 넓고 구급차가 신속하게 출

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장군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

세동기 작동법, 기도폐쇄 응급처치

법 등을 익히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

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관내 주민, 사업체,

단체, 초굛중굛고등학생 등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우선

진행하며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정에 따라 가능한 날을 협의하여

원하는 교육장소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5월 22일에는 일광면 이장단을 대

상으로 일광면 사무소에서 릫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안전 상식-소소심(소

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릮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 육 신 청 은 기 장 소 방 서

(760-5142)로 하면 된다.

2014년 반딧불이 생태체험학습 행사에 모인 시민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월

26일부터 28일 까지 오후 7시 30분

부터 10시까지 불광산 장안사 계곡

에서 릫기장군 반딧불이 생태체험학

습릮 행사를 열어 주민과 학생, 어린

이에게 사라져 가는 반딧불이를 현

장에서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할시 오는 6월 10일까

지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 사전 예

약해야 하며 일일 300여명이 참여

할 수 있다. 체험학습은 반딧불이

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저녁시간에

진행되며 반딧불이 영상물 관람과

2인1조로 구성된 생태해설사와 함

께하는 반딧불이 생태 탐사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장안사 계곡에서 발견되는 운문

산 반딧불이(일명 파파리반딧불

이)는 6월부터 7월초까지 발견되

며 빛이 아름답고 밝기가 선명하

다. 기장군은 반딧불이의 지속적

보존과 원활한 체험 진행을 위해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시기인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불광산 일대를

소등 실시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709-5301~8)

릫1가정 1안심요원 만들기릮 사업 시행
기장소방서와함께…응급처치능력향상기대

기장군 드림스타트

장안제일고 과학멘토링 운영
기장군 드림스타트에서는 5월 9일

부터 12월말까지 매월 2, 4주 토요일

마다 장안제일고등학교 과학실에서

릫기장군 드림스타트-장안제일고 과학

멘토링릮<사진>을 운영한다.

과학멘토링사업은 드림스타트 아

동과 지역내 명문고등학교인 장안

제일고 학생이 멘티-멘토가 되어

다양한 주제의 과학실험, 기초과학

학습, 현장학습 등을 체험하는 프로

그램이다.

기장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이번 프

로그램이 지역 내 아동들에게 과학

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

고 나아가 진로와 학습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은 긴급구조는 물론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주민 체감형 훈

련 실시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

고 주민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

해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릫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릮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중앙, 자치

구굛군, 유관기관굛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보다 2일 더 연

장해 5일간 실시됐다.

훈련 1일차인 5월 18일은 공무원

비상근무 소집 및 응소훈련과 안전

한국훈련 실시계획을 보고해 초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 2일차

인 5월 19일은 대규모 해양오염사

고를 대비해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2007년 태안 유류 유출사고 규모를

가정해 매뉴얼을 숙달하고 기관별

굛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발표하며

도상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3일차인 5월 20일은 화재

대피훈련이 정관면 소재 릫성우하

이텍릮에서 실시돼 화재로 인한 대

피, 진화 등 국민 체감형 훈련으로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했다<사

진>. 또한 같은 날 심폐소생술 체

험 교육을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

군 직원과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

해 재난발생 시 주민들의 구급능

력을 향상시켰다.

훈련 4일차에는 해양환경관리공

단에서 해양 오염사고 및 해안방제

교육을 공무원, 어민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장군청 대회의실에

서 열었다.

이번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전례

답습 형식적 훈련에서 탈피해 실전

역량강화 및 국민체험 참가형 훈련

을 강화했다.

현장훈련 중심으로 지역재난대

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통합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매뉴

얼 현장 작동여부를 종합점검, 지

속 보완시켜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

201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기관간 협업 대응능력, 주민참여 훈련에 주력

주택중개보수조례개정 5.27시행
부산시의 릲부산광역시 주택의 중

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릳이 5월 7일 부산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 입법공포 절차를 거

쳐 5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는 0.9％에서 0.5％로 인하되고, 주

택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의 중개보수는 0.8％에서 0.4％로

인하된다.

중개보수 개정 과정에서 개업공

인중개사의 강력한 반발과 소비자

단체의 조기 시행 촉구 등으로 팽

팽한 긴장감이 예상되었으나, 부산

시에서는 사전에 의회와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부산지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설명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한 결

과 국토교통부의 권고안대로 시행

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

년 연말 고가구간 중개수수료의 현

실화 등을 취지로 각 지방자치단체

에 중개수수료 조례개정 권고안을

시달한 바 있으며, 부산은 수도권

과 일부 지방에 이어 전국에서 8번

째로 시행된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조례시행 시

기 이전에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

를 제작하여 구ㆍ군의 중개업소에

배포하였으며, 중개보수를 초과하

여 받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2014년 기준 광업굛제조업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 귀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5. 6. 10 ~ 7. 14

○ 조사대상 : 관내 광업, 제조업 종사자 10인 이상 모든

사업체 (280여개)

○ 조사문항 : 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

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

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재고액 등 총 13개 항목

○ 조사이유 : 광업굛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

업 연구 분석에 필요

○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하거나, 조사표 배부 후 대상 사업체에서 직

접 작성하고 이를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조사를

병행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

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기획감사실(709-4031)

2014년 기준 광업굛제조업조사 실시

제3회 기장군 영재교육센터 입학식 개최
기장중굛모전중에서수학굛과학심화학습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201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굛

공시합니다.

결정내용

○ 기 준 일 : 2015. 1. 1

○ 공 시 일 : 2015. 5. 29

○ 결정내용 : 102,315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

○ 열람장소 :기장군청(토지관리과)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kais.kr/realtyprice)

이의신청

○ 기 간 : 2015. 5. 29 ~ 6. 30

○ 장 소 :기장군청(토지관리과) 및 읍굛면사무소

○ 신청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상향굛하향가격 제시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군청 및 읍굛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토지관리과(709-4751~4)

개별공시지가결정굛공시및이의신청요령안내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5. 6. 16 ~ 6. 30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방

세가상계좌이체 등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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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청)

-납부시간 : 7:00 ~ 22:00 (365일 연중무휴)

-납부방법 : e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 금융기관 CD/ATM기,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릫지방세

납부 메뉴릮 이용

○ 지방세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ARS 지방세납부 : 유굛무선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납부 (1544-1414)

○ 스마트폰납부 :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

한 지방세 납부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무과(709-4151)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릲반디야놀자릳반딧불이생태체험학습개최
6월 26~28일 장안사에서, 6월 10일까지 사전예약 받아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
○ 대 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 기 간 : 연 중 (집중단속 5. 1~ 6. 30 야간굛휴일)
○ 장 소 : 기장군 전역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동법 시행령 제128조

세무과(7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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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샌드아트를 체험하고 있다.

기장군청에서 열린 릫토요진로진학코칭 교실릮 모습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명 릫꿈너

울릮, 이하센터)가 4월 30일기장군청소년수

련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5월부터 본격 운영

을 시작했다. 수련관 내 각종 체험실, 상담

실 등 다용도 공간을 갖추어 청소년들의 꿈

을 자극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센터명인 릫꿈너울릮은 청소년의 꿈이 넘실

거리는 바다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말로 청

소년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꿈과 비전

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터전을 뜻한다. 센터

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꿈꾸고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꿈의 바다가 되고자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진로 체험과 교육

을 마련해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 될 예정이

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찾아 어떤 프로그

램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 고교생 대상 릫토요진로진학코칭 교실릮운영

센터는 부산시교육청과 연계해 고교 1, 2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릫토요진로진학코칭교

실릮을 5월 9일과 16일 신정고등학교와 기장

군청에서 각각 열었다. 이 코칭교실은 대입

전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개별 진학전략

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학부

모를 위해 마련됐으며 50여명의 학생과 많

은 학부모가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모두 2차시로 구성되며, 1차

시(70분)는 전창민(장안제일고, 부산진학

지원단) 교사가 진로와 연계한 대학진학 준

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대입

제도및다양한대입전형유형에대한정보

를 제공했다.

2차시(80분)는 김현수(동아대학교 경영

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를 초청해 전공소

개와 문이과 융합추세, 미래사회변화 및 질

의응답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궁금함을해결하도록했다. 1차시교육

에서는 관내 고등학교에 근무하여 경험이

많은 교사의 농어촌 특별전형 및 대입 전형

별 합격사례를 현실감 있게 소개해 참석자

의 이목을 끌었다.

다음 토요진로코칭교실은 9월 12일과 19

일 신정고등학교와 기장군청에서 열릴 예정

이며 참가를 원할시 프로그램 2주전부터 홈

페이지(dreamwave.gijang.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선택형 진로체험활동(직업인과의 만남)

관내 초굛중굛고 1개 학급단위가 1개의 진

로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체험하는 것

으로 5월 19일 장안초등학생(30명)의 샌드

아트 프로그램 체험으로 시작을 열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홈페

이지를통하여신청접수하며 5월간신정고,

모전중, 대청초등학교 샌드아트 및 도예공

예를 체험했다. 일정에는 성공한 직업인(예

술가)과의 만남도 구성되어 있어 분야별로

진로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 선택의 동기를

부여했다.

▶ 학부모 진로코칭교실

최근 자녀의 진로나 진학 설계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들이 늘었다. 관련 도서를 독파

하거나 설명회마다 쫓아다니며 준전문가가

된 학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다.

기장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도학부모대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보자. 풍부한 입시 경력을 갖춘

현장 교사들로 꾸려진 시교육청 진학지원단

과 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가 분야별로 강연

해 알토란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월 13일, 20일, 2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

지 정관어린이도서관에서 부모자녀 동상이

몽 다루기, 학생종합전형의 이해, 개성 넘치

는 자기소개 작성법 등의 주제로 강연이 열

렸다.

구자현 센터장은 릲학부모가 자녀 진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진로를 중시하는 입시

경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릳고 설

명하며 참여를 권했다.

6월학부모 진로코칭교실은 기장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다. 참

가를 원하는 주민은 누구든지 홈페이지

(dreamwave.gijang.go.kr)를 통해 예약하

면 된다.

뢾6월 학부모 진로코칭교실뢿

- 6월 10일 :행복한 진로의 힘, 흥미의 강점

- 6월 17일 :매력적인 직업의 세계

- 6월 24일 :급이 다른 스펙을 디자인하라

▶ 상담지원사업

진로상담이나 심리검사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빈 시간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받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결혼이주여성취업문턱넘는다

자동차부품조립 과정 교육생들이 교수 설명을 듣고 있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자동차부품조립과정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장군청 1층,

이하새일센터)는한국폴리텍대학동부산캠

퍼스(학장한상규)와협약을맺어결혼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부품 조립과정을

개설하고 4월 27일 개강식을 열었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총 15일

(60시간)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18명이 참

여해 최종 18명 전원수료했고 그중 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자동차부품 조립과정은

기초 자동차조립분야로서 자동차에 들어가

는 부품의 실물을 경험하고 조립하는 과정

으로 훈련과정에 관내 산업현장을 방문하

는 현장견학을 포함시켜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새일센터는 동행면접, 인턴사업을 연계

해 수료생 전원 취업 목표를 세우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적응과 경제적 자활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평소 여성들이 접근하

기 힘들다는 분야의 편견을 깨고 여성으로

서의 섬세함을 최대한 살려 자동차부품을

조립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수료생 이승주(베트남, 정관면)씨는 릲고

국에서 기계 조립기술을 배웠다. 한국으로

결혼 이주해 그 기술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

는데 이렇게 다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예상 못했다. 훈련 후에도 취업 성공에 최

선을 다할 예정릳이라고 말했다.

새일센터 관계자는 릲타국에서 와 이곳 환

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술을 배우

려 노력하는 수강생의 모습을 보면서 업무

의 보람을 느낀다. 열심히 배운만큼 산업현

장에 잘 적응하여 인정받는 기능인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릳고 밝

혔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709-5354~9)

제18회 기장어르신한마당축제(이하

한마당축제)가 5월 13일 5천500여 명

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된 한마당축제

는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지회장 정태

우)가 주관하고 기장군, 기장군의회,

(주)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후원했다.

릲충효의 고장 기장굩 효도도 으뜸굩굩릳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43회 어

버이날을 기념하고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

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정태우 새마을운동기장군지회 회장

은 개막식 인사에서 릲존경하는 어르신

과 기장군민 여러분들을 2년 만에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릳며

릲정성껏 자리를 마련했으니 오늘 하루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함께 즐

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릳

고 말했다.

정관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공연을

시작으로 1부 공연은 문화마당으로 색

소폰 연주, 읍굛면별 디스코 장기자랑,

체험행사 등 풍부한 볼거리로 흥을 돋

웠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 후에는 2부 순서인 KNN 쑈굩 TV

유랑극단 녹화 공연이 진행됐다. 어르

신들은 화려한 무대 연출과 평소 좋아

하는 트로트가수의 노래에 취해 무대

앞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며 공연을 즐

겼다.

기장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상담굛

신청, 기장군보건소의 건강관리 홍보,

기장군미용협회의 미용봉사활동 등 다

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많은 어르신

들의 호응을 얻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 이날

하루만이라도 일상의 고단함은 잠시 접

어두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

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릳고 밝혔다.

제18회 기장어르신한마당 축제

효를실천하면모두가행복해져

기장예술인협의회 음악분과 회원들의 색소폰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현충일에는 우리 모두 조기(弔旗)를 답시다굩

□ 6월 6일은제60회 현충일입니다.

우리 모두 태극기(弔旗)를 게양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

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조기(弔旗)는이렇게답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

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6. 6(토) 7:00 ~ 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굛단체 등 : 6. 6(토) 7:00 ~ 18:00까지(24:00까지 게양 권장)

□가정에서,태극기는어디에답니까?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태극기는어디에서구입할수있습니까?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굛군굛구청 및 읍굛면굛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

니다.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릫꿈너울릮 돋보기

청소년스스로진로탐색꿈과비전이루도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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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구분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내용

5기
월요일반
(4주 수업)

5.26 ~선착순
마감(25명)

매주 월요일 15:00 ~ 17:00
6/8, 6/15, 6/22, 6/29

아토피피부염 예방강좌 및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6기
화요일반
(4주 수업)

5.26 ~선착순
마감(25명)

매주 화요일 15:00 ~ 17:00
6/9, 6/16, 6/23, 6/30

아토피피부염 예방강좌 및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굩

구 분 내 용
강 사

기장 정관 1교시 2교시

6/5(금) 7/7(화) 신생아관리 베이비마사지
제일여성병원

권정애 간호부장

6/12(금) 7/14(화) 모유수유 돕는 방법 산모식이, 이유식이

모유수유클리닉
손옥희 원장

김경미, 서세희
영양사

6/19(금) 7/21(화)
육아스트레스 및
우울증 이해

세대간 올바른
의사소통

해운대백병원
정신보건사회실
채인숙 실장

6/26(금) 7/28(화) 아동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이내영 교수

○ 대 상 : 아토피굛천식예방에 관심이 많은 관내 주민

(수강료 무료)

○ 수강기간 : 2015. 6월 매주 월요일반, 화요일반

(기수당 주1회 수업) 오후 3시 ~ 5시 수업

○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일정

○ 수강장소 : 기장군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

○ 모집기간 : 2015. 5. 26(화) ~ 선착순 마감 (총 50명)

보건소 근무시간 내 접수가능

아토피천식관리예방사업(709-4828)

○ 일 시 : 2015. 6. 12, 6. 26(15:00)

○ 주 제 : 신장질환(침묵의 살인자) 좌골신경통(양반다리

힘든당신, 앉으나서나 심한통증)

○ 강 사 : 아름다운강산병원 홍수희병원장, 김기림 원장

○ 장 소 : 정관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다목적실

건강증진계(709-4822)

○ 일 시 : 매월 4째주 토요일(09:00 ~ 13:00)

○ 장 소 :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전화신청)

○ 내 용 : 구강보건교육, 집단 칫솔질 교습 및 체험, 구강

질환 예방처치 등

구강보건실(709-4856)

○ 대 상 : 관내 임산부(전화신청)

○ 일 시 : 매주 수 굛 금요일 10:00 ~ 16:00

○ 장 소 :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 내 용 : 1차시(치은염 지수검사 및 치면세균막관리 등)

2차시(구강용품사용 및 전문가잇솔질교육)

3차시(구강내사진촬영 및 구강관리방법 교육 등)

구강보건실(709-4856)

○ 검진일시 : 2015. 6. 19(금) 09:00 ~ 14:00

○ 검진대상 : 만 40세 이상의 의료취약계층 지역주민

○ 검진장소 : 기장읍 노인복지회관

○ 검진항목 : 여성(골다공증, 갑상선기능검사, 난소암검사)

남성(전립선암, 통풍)

○ 검진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병리검사실(709-4852)

○ 대 상 : 65세 이상 지역주민 중 폐렴구균 미 접종자

(1회접종으로 예방)

※ 보건소에서 접종중인릫다당질백신릮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증을 50~80％예방

○ 접종장소 : 가까운 보건(지)소 (신분증 지참)

○ 접종일시 : 월~금요일 09:00 ~ 18:00

(공휴일,점심시간(12:00 ~ 13:00)제외)

예방접종실(709-4834)

○ 신청기간 : 2015. 6. 3(수)까지

○ 수강기간 : 2015. 6. 9 ~ 7. 7(매주 화요일 14:00 ~ 16:00)

○ 장 소 : 하가빈(기장읍 무양로 32)

○ 대 상 : 등록 장애인 10명 (20~30대)

물리치료실(709-4859)

○ 기간 및 대상 : 2015. 4월 ~ 11월, 4~6세 아동(학령전기) 및

다문화가정 자녀

○ 장 소 : 보건소, 동명대학교, 관내아동발달센터, 기장종합

사회복지관

○ 내 용 : 이해어휘력 및 조음음운 평가 진단, 부모교육, 부모

와 함께하는 놀이치료(10주), 학령기 학습장애진단

○ 신청기간 : 연중 전화접수

보건행정계(709-4859)

○ 기간 및 대상 : 3월 ~ 12월(매주 수요일 11:00~) 거동가능한

장애인 및 가족

○ 장 소 : 기장군보건소 보건교육장

○ 내 용 : 경직된 척추 및 관절 등을 활성화 시켜 유연성 증

진 및 통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신청기간 : 연중 전화접수

보건행정계(709-4859)

○ 대 상 : 예비 조부모 또는 조부모

○ 일 시 : 6월 매주 금요일(10:00 ~ 12:00) / 기장군보건소

보건교육장, 7월 매주 화요일(13:30 ~ 15:30) /

정관정신건강증진센타교육장

○ 신청방법 : 전화신청(기장 - 709-4860, 정관 - 709-5362)

○ 내용 및 강사

모자보건실(709-4867)

제 232호 2015년 6월 1일(월요일)

건강은아는만큼지킬수있어요
기장군보건소 다양한 건강교실 열어 릫주민 호응릮 커

산모굛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확대지원

건강백세교실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힘이다. 건강이

란 스스로 의식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면 자

신의 건강을 관심 있게 돌보지 않지만 이것은

병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사고방식

이다.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건강에 대한 관심

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건강 지식을 모르는 것이 독이 되는 시대, 이러

한 시대에 발맞춰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전 연

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건강교실을 운영해 주민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건강백세교실

기장군보건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과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건

강강좌를 개설하는 건강백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철마면 노인

복지관에서 나뉘어 진행되는 백세교실은 기장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아름

다운강산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강

좌를 이끌 전문의를 지원했다.

운영 기간은 금년 상굛하반기 1회씩 6주에

걸쳐 진행되며 4월 24일 정관 정신건강증진센

터 다목적실에서 홍수희 병원장(아름다운강

산병원)의 릫대사증후군(만병의 근원, 내몸속

의 폭탄)릮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된 강좌에

3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유용한 건강정보를

얻었다.

이어 4월 29일 철마, 5월 15일 정관에서 김

기림 원장(아름다운강산병원)의 뇌졸중굛치

매 강좌는 총 100여명의 주민이 강의실을 채

웠다.

단순 강의에만 그치지 않고 강의 후에는 주

제에 맞게 치매굛우울증 선별검사, 혈압굛혈당

검사, 골다공증 검사, 불소도포, 금연상담 등

무료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참석자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위험군 환자 발견 시 보건

소 및 병원으로 안내해 주민의 중대질환관리

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릲관굛민간병원이 협력해 어

르신에게 깊이 있는 강의로 올바른 건강지식

을 전달해 참석자의 신뢰도가 높았다. 추후에

도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해 행복한

100세도시 기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릳고 말

했다.

6월 12일과 26일에는 신장질환과 좌골신경

통의 주제로 강좌가 정관건강증진센터에서 열

릴 예정이며 7월부터는 하반기 건강백세교실

이 진행된다.

기장군보건소(709-4822)

정관보건지소(709-5371)

■ 신혼부부 건강교실(모자보건교실)

기장군보건소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결혼

을 앞둔 관내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 10쌍

(20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5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관정신건강센터 교육장에서 2015

년 상반기 신혼부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성건강 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장군보건

소에서 진행하는 릫모자건강교실릮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혼부부 건강교실 외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베이비마사지 교실, 조부모 육

아교실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돼 출산굛육

아 등에 대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 건강교실은 만남과 결혼, 궁금한

성, 부부 소통을 위한 대화기법, 준비된 부모

등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 강사가 현실감 있으

면서 재미있는 입담, 강사-참석자간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며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개월 후 부모가 된다는 정관에 거주하는

부부 참여자는 릲결석하지 않고 전 과정을 참석

할 만큼 재미있고 유익했다. 출산하기 전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

기가 됐다릳라고 말했다.

오는 9월 기장지역에서 하반기 신혼부부 건

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6월에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조부모 손자녀 양육이 증

가함에 따라 어르신에게 올바른 육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릫조부모 육아교실릮을 매주 금요

일 예정 중에 있어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다.

기장군보건소(709-4860, 4867)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가정에 산모굛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5년도 들어 이러한 릫산

모굛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릮을 확대해 보

다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

하 출산가정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 2월부

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지원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셋째아 이상 출

산가정과 결혼이민 산모는 모두 지원하여 지

원 폭을 크게 확대했다.

아울러 기장군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산모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해 관내 주민등록 거주 1년

이상(출산예정일 기준)된 산모에게도 국가

지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장군보건

소 및 정관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보건소(709-4860)

부산시교육청은 5월 11일 릫2015년

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릮 결

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

해 4월 6일부터 12일 동안 실시했으

며 학부모 2만5169명과 학생 2만

564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014학년도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방과후학교, 일반고 교육(고), 자유

학기제 운영(중) 등을 학부모 대상

8개 영역 17문항과 학생 대상 3개

영역 8문항으로 구성해 실시됐다.

그 결과 2014학년도 교육활동에

대한 전체 설문을 종합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산정한 지수에서 2014학

년도가 3.85점으로 2013학년도 3.70

점보다 향상됐다.

학부모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

면, 전반적인 교육활동은 3.76점, 인

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활

동은 3.95점, 방과후학교는 3.87점,

자유학기제 운영은 3.78점, 일반고

교육은 3.50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조사에처음실행한학생만족

도는 종합만족도가 4.2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릫일반고 교육릮은 기장군, 강서구,

금정구 등에서 높았으며 릫자유학기

제 운영릮은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힐링뮤지컬 릫스쿨런릮 개최
뮤지컬 공연을 통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

기장군은 5월 18일부터 5월 20일

까지 3개 고등학교(장안고, 장안제

일고, 정관고)를 대상으로 청소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힐링뮤지컬

릫스쿨런릮공연를 개최했다. 4월에 2개

고등학교(기장고, 신정고)를 개최해

총 5개 고등학교 2천500여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이번 공연은 문화공연

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우리군 청

소년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

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된 공연이다.

힐링뮤지컬 릫스쿨런릮은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의 징

계 방침에 따라 조직된 합창 봉사활

동반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성장

통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

지 갈등을 노래와 춤이 가미된 극적

요소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제시

했다.

왕따를 당하던 아이, 다문화 가정

의 아이, 친구들을 괴롭히던 아이 등

입장은 다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아픔을 숨기고 사는 아이들이 합창

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과정

을 그려주는 따뜻한 뮤지컬이었다.

특히, 릫스쿨런릮은 청소년들의 학교생

활과 자신들의 언어로 풀어낸 재미

와 감동이 있는 뮤지컬로 청소년들

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

관람한 학생들은 릲기장에서 뮤지컬

을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옮겨 놓은 이야기에 공감하

며 친구들과 마음으로 따스함을 나

누는 소중한 기회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질풍노도의 시

기에 아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

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아픔

을 치유하는 문화공연인 뮤지컬 릫스

쿨런릮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다릳고 밝

혔다. 기장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을 인식하고 2012년부터 관내 중학

교에 심리상담사와 학생안전관리관

을 파견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

해 힘쓰고 있다.

부산시 교육만족도 전년 비해 향상
시교육청 발표… 전년 3.70점에서 3.85점으로

릫 릮

주민들이 손쉽게 저나트륨 외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트륨을 줄인 릫건강음식점릮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일반음식점 10개소

2. 신청자격

- 나트륨저감메뉴보급에관심과의지가있는음식점

- 대상메뉴 : 대표메뉴 2개 선정(단일메뉴 취급 시 1

개 선정 가능)

3. 신청기간 : 2015. 5. 26.(화) ~ 6. 19.(금)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메뉴판 첨부(사진첨부 가능)

5. 지정기준

- 외식영양성분자료집 기준 1인분 나트륨 함량을 10~

20％ 저감한 음식점

- 나트륨 함량 측정을 주 1회, 3개월 이상 실시하는

업소

6.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1-709-4389)

전자메일 (selrak@korea.kr) 접수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7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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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산그린캠프에참가한가족들이즐거워하고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5월 23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가족활동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숲 탐험 릫달음산 그

린캠프릮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가족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가족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

다.

달음산 그린캠프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

속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숲 해

설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숲길 산책을 시작으

로 나뭇잎 관찰 프로젝트, 곤충체험, 나뭇가지

생태계 놀이, 자연물 공예활동 등이 이어졌다.

지역 내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을 통

해 가족 구성원 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

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

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릲평소 바쁜 일상

으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

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달음산 그린캠프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릳고 전하며 릲향후에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한다릳

고 덧붙였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영유아에서 어르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사할린동포, 외국

인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해 다

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이용문의는

051)792-4730으로 하면 된다.

수상안전요원자격취득과정 2기교육이진행되고있다.

기장생활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는 올해 4

월부터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

여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다. 수상안전요원 자

격취득과정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

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으로 지역인력 활

용을 위한 자격취득과정이다. 체육센터를 운영

하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지역주민의 직업

능력 개발의 일환으로 민간자격 교육기관인 대

한여가안전지도자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자격취

득과정을 개설했다.

수강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자유형굛평형 각

50m 가능자로 기초 수영실력을 갖춘 수영 상

급반 회원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한다. 자

격발급은 이론교육을 포함하여 구조영법, 응급

처치, 수영구조술 등 총 32시간 과정을 거친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이루어진다. 자격발급 후

체육센터 측에서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필요

시 강사 수급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지난 4,5월에 운영된 1,2기 수강생 총 16명은

과정 수료 후 5월 31일 자격평가를 마지막으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평소 수영에

관심이 많았던 한 수강생은 릲취미 활동을 발전시

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

하고 지역 주민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유

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릳며 만족감을 전했다.

체육센터는자격과정을수요에따라다른생활

체육 프로그램(요가 또는 스피닝 등)에도 범위

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상안전요원 자격취득과정 3기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며, 6월 1일부터 12일

까지 수강인원을 모집한다. 수강을 원하거나 자

격과정에 대한 문의는 기장생활체육센터 2층 안

내데스크 또는 051)792-4790으로 하면 된다.

어버이날 기념 릫사랑해 孝 고마워 孝릮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에서는 5

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무료급식 및 노

인복지관 이용어르신을 대상으로 릫사랑해 孝 고

마워 孝릮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및 기장군 관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어버이 은

혜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섬기는 경로

효친 사상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른 아침

부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직

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카네이션을 달아드

리며 그동안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고 효의 의미

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달음산라이온스클럽

에서 카네이션 350개 상당을 후원하여 지역사회

의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는 한수원

(주)고리원자력본부의 식자재 후원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동부산지사의 떡 후원으로 지역 내 무

료급식 및 복지관 이용 어르신 450여명을 대상으

로 어버이날 기념 특식을 제공했다. 한수원

(주)고리원자력본부에서는 물품 후원뿐만 아니

라, 대외협력처 김관열 처장 외 직원 15여명이 직

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

다. 오후에는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축하행사가

이어졌다. 아지무스오페라단, 동의대 색소폰 연

주팀, 실버합창단,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재능기부를 통해 어버이날을 기념하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노인복지관(일광분관)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동산약산

사, 나랑회, 정진달, 이일수님의 카네이션 후원으

로 일광지역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으

며 이센덴탈치과기공의 재능 기부를 통해 틀니세

척 서비스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삼성안과와 대

한적십자사 일광지회, 일광제일교회의 후원으로

어르신들께 갈비탕과 떡을 점심 특식으로 대접하

고 기념품을 제공하여 더욱 더 풍성한 어버이날

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릲노인복지관

덕분에 외로울 수도 있었던 어버이날에 즐거운

공연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여러 사람들

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릳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노인복지관

오명숙 관장은 릲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

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

간이 되었다릳며 릲행사에 동참해주신 지역사회 및

후원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

장군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릳

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릫찾아가는다문화이해체험학교릮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고

정관념 및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5월 12일 내리초등학교와 5

월 21일 대청초등학교에서 릫찾아가는 다문화이

해 체험학교릮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교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전통음식을 시식하고 각 나라별 전

통의상과 전통놀이 체험, 민속공연 관람 등 다

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각 나라의 문화를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릲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조금 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릳며 릲쉽고 재미있게 다양

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중국어

를 배우고 싶어졌다릳고 체험소감을 밝혔다.

또한 10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자국의

음식을 조리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자원봉

사자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전달

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가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다문

화강사로 활동 예정인 한 결혼이민자는 릲이번

경험으로 다문화강사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

감이 생겼다릳며 예비 다문화강사로서의 다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차후에도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

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어버이 은혜 되새기고 경로효친 사상 일깨워

가족과함께하는숲탐험

릫달음산그린캠프릮운영

릫수상안전요원자격취득과정릮개강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성황리운영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5월 7일 부산기장나눔회의 후원으로 주

간보호 이용 어르신 및 독거어르신과 함께 릫슈퍼파워 나들이릮를

떠났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내

다문화가정과일반가정의만남 릫행복동행릮 캠프실시

특수교육대상학생치료지원서비스안내릫함께하면 행복 동행릮 자원봉사 기초소양교육 안내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모집

한수원과함께하는청소년심리정서굛학습지원프로그램

릫떴다굩 지니어스릮 모집안내

기장군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 청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

○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주간보호

○ 서비스 가격 : 매월 서비스 이용 일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상이

○ 서비스장소

▷ 방문요양 : 자택 ▷ 주간보호 : 재가노인복지센터

○ 서비스내용 : 방문요양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방문요양 : 신체지원활동서비스, 외출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등

▷ 주간보호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봄굛가을 나들이 등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접수방법 : 전화접수

기장군노인복지관(792-476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만나 지역사회 공동

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릫행복동행릮 캠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내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 6. 13(토) 10:00 ~ 15:00 정관면 소두방공원

○ 대 상 : 10가정(다문화가정 5, 일반가정 5)

○ 내 용 : 가족미션수행, 단체게임 등

○ 접수기간 : 2015. 6. 1(월) ~ 6. 10(수)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다문화가족 등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나눔 봉사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 6. 18(목) 10:00 ~ 12:00

○ 장 소 : 센터 206호 강의실

○ 대 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희망자

○ 내 용 : 자원봉사의 의미와 역할, 실제현장에서 일어나는 요소, 사례공유 등

○ 접수기간 : 2015. 6. 8(월) ~ 6. 17(수)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

원 제도의 활동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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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용

- 신체활동도움(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도움(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도움(등굛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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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관할 읍굛면사무소로 신청(복지관에서 대리신청 가능)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자녀의 장애상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2차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지원서비스를 다음

과 같이 제공합니다.

○ 지원목적 :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예방, 특수교육 대상자

가정의 양육비 경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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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원센터의 진단굛평가)를 통해 치료굛기타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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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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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인력 :국가 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소지자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전화 및 방문 접수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일시 : 2015. 5. 13 ~ 2016. 2. 29 (9개월) / 매주 월, 수 / 오후 5시 ~ 7시

○ 모집대상 :기장군 15세 ~ 16세 청소년(저소득 가정 우선)

○ 장 소 :기장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참가비 무료)

○ 운영내용 : 수학교실, 희망진로상담, 심리정서지원 미술활동

○ 접수기간 : 2015. 6. 1(월) ~ 6. 30(화) / 전화 및 방문 접수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공단행사이모저모어버이날 기념 릫사랑해孝고마워孝릮등다양한행사열려

장안천가족휴게공원에서는 5월 9일 릫기장군배 사회인 야구대회릮

가 개막했다. 부산굛울산굛경남지역 내 64개의 사회인 야구팀이 참

가해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주말동안 경기가 진행됐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15일 다문화가정 예비 또

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 이해 및 자녀양

육법 등 아버지 교육 및 자조모임을 실시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월 8일 한전KPS(주)고리 제1,2사업

소의 후원으로 저소득층 주민 및 독거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릫카네이션 데이릮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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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학생문예대회를개최

국가수호를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안보와 애국심을

함양코자 제7회 호국 학생문예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일시 : 2015. 6. 13(토) 09:00 ~ 14:00

□ 장소 : 제53보병사단 사령부 (부산 해운대구 우동소재)

□ 대상 : 부산시내 유치부굛초굛중굛고등학생 1,000명

부산시기장군재향군인회(724-4105)

릫퇴비만들기릮 교육생모집

일 정 교육내용 비고

1차(6/12, 금) 제1장 : 퇴비의 중요성 이론

2차(6/19, 금) 제2장 : 토양유기물(부식)의 생성과 기능 〃

3차(6/25, 목)
제3장 : 퇴비제조(핵심기술),

제4장 : 퇴비의 활용
〃

4차(6/26, 금) 실습:퇴비와 혼합발효유기질비료 제조 실습 실습

친환경 농업을 위한 퇴비의 중요성과 활용 기술교육으로 지

속가능한 농업실천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아래

와 같이 릫퇴비만들기릮교육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

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5. 6. 12 ~ 6. 26(4회 과정, 14:00 ~ 17:00)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현장 실습장

(※농업기술센터 :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 모집인원 : 농업인 및 희망군민 50명

○ 초빙강사 : 석종욱(한국녹비작물연구회 회장)

▣ 교육일정 및 내용

※ 상기일정 및 내용은 내부사정상 수정될 수 있습니다.

▣ 교육생 모집

○ 접수기간 : 2015. 6. 1 ~ 6. 11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및 방문접수〕

농업기술센터(709-5302, 5312)

7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컴퓨터 기초
7.6 ~ 7.17 (10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20시간)

인터넷 활용
7.20 ~ 7.24 (5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10시간)

전자정부서비스 활용
7.27 ~ 7.31 (5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10시간)

스마트폰 활용
7.16 (1일)

14:00 ~ 16:00
25

목요일
(2시간)

1. 교육일정(2015. 7. 6 ~ 7. 31)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5. 6. 1(월) 09:00 ~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709-4301)

2015 로컬투로컬 릫이종교배프로젝트시즌2릮

프로젝트를 통한 아트포럼리와 오픈스페이스 배, 이 두

동종의 교배를 통하여 이루어 낼 만남은 앞으로 부천과

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 할 것이다.

○ 전시기간 : 2015. 5. 16(토) ~ 6. 7(일)

○ 참여작가 : 김지혜, 랑, 박명래, 박상덕, 양반김, 오종원,

이상미, 정 연, 정혜원, 허연화

○ 관람시간 :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

○ 전시장소 : 오픈스페이스 배

수강생들이 당귀, 두충, 민들레, 오가피 등의 약재로 기능성발효주를 만들고 있다.

산야초는 말 그대로 산과 들에서 자라

는 흔한 풀을 말한다. 그저 흔한 풀이나

잡초로만 알고 있었던 산야초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된 것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부터다. 산야초가 지닌

특성과 효능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산과 들에서 피는 산야초를 찾아다

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산

야초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광범위한 정보에는 잘못된 상식이

나 민간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장안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

의 건강한 웰빙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해

산야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

되며 기장군 관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

여가능하다.

부경대 평생교육원 자연발효아카데미

교수로 재직 중인 강미원 강사는 산야초

의 이름, 약효, 비슷하게 생긴 독초 구분

법 및 먹을 수 있는 산야초 활용 방법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

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강 강사는 릲계절마다 채취되는 약초가 다

르고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지요. 산야초는 큰 대가를 지불하

지 않고도 수시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자 약입니다. 그렇기에 무분

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르게 알고 먹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릳라고 말했다.

수업은 교재를 통한 이론 수업, 실습 그

리고 현장 수업 진행된다. 우리가 흔히 보

아온 재배 채소와 달리 눈에 익숙하지 않

은 산야초는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으면

서 새싹이 돋아날 때의 모습과 번식을 하

기 위해 꽃대를 올리며 키를 키우기 시작

할 때 생긴 잎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리

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산야초는 같은

뿌리에서 여러 가닥의 줄기가 올라오는데

줄기 끝마다 매달리는 잎들이 다 다른 모

습을 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 책에서 본 사

진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강 강사는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

기 위해 거창에 수업용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해 현장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등산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의 산을 택

해 시원한 숲 속 길을 걸으며 산에 자생하

고 있는 산야초를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보

는 수업 방식은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영양이 최고조에 오른 제철 산야초를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도록 설탕발효액

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릲제철에

난 부드러운 어린순은 나물로 이용하고

너무 커버린 산야초는 설탕발효액으로 담

아보세요. 냉장고처럼 시원한 곳에서 6개

월 이상 숙성시켜주면 깊은 맛과 더불어

영양 또한 우수합니다릳라며 릲단, 독성이 없

는 안전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해요릳라고 강 강사는 안전을 강조

했다. 산야초 채취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었을 때, 잎만을

쓰거나 줄기를 쓸 때는 잎이 무성할 때,

과실은 성숙되었을 때, 뿌리는 잎이 떨어

진 가을이나 겨울에 채취해야 약효가 좋

다. 지난 5월은 민들레, 칡넝쿨새순, 구지

뽕잎, 곰취, 참나물과 같은 산야초가 알맞

고 6월에는 쇠비름, 천마, 7월은 박하, 방

아, 칡꽃 등을 채취하는 시기다.

청정한 땅에서 자라 인공물이 전혀 가

미되지 않는 덕분에 맛이며 향이며 영양

가 모두 우수한 산야초.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건강한 웰빙 라이프를 위해 산야

초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기장의名人, 김동언을만나다

김동언

김동언(부산시 무형문화재 제23호)은 무당이다. 5대

째 세습무(世襲巫)인 김동언은 동해안 별신굿과 오구

굿을 체득하여 보존하고 전승시키고 있는 살아 있는 전

설이자 우리 시대 명인이다. 그는 아버지 김석출(중요

무형문화재 제82-가호 릫동해안별신굿릮 명예보유자, 사

망)의 피를 오롯이 이어 받아 별신굿과 오구굿을 전통

양식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제대로 구현하여 완판을

주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큰 무당이다.

세습무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과 강신(降神)이 주

가 되는 서해안이라는 우리나라 무속의 전통에서 무당

이란 애초 세습무를 전문적으로 일컫는 용어였다. 세습무란 이름 그대로 대를 어어 학

습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굿의 형식과 내용을 체화시킨 무당이다. 따라서 신내림을 통

해 주로 점사(占辭)로 무속을 행하던 무당과는 그 지위와 역할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

었다. 지금은 강신무가 오히려 주로 인식되거나 혹은 혼돈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우리 주변의 노인들에게서 그 차이와 의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몇 날밤을 서서 굿을 하는 무당은 오로지 세습무다.

김동언의 집안은 강원도 주문진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동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별신굿과 오구굿을 행해 왔다. 혈연과 가족을 중시하는 세습무의 전통에서

알 수 있듯이 김동언도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 무당이 되었다. 어릴 때 그는 굿으로

소꿉장난을 대신했다. 그의 형제굛자매들은 베개를 장구로 삼고 양철 쓰레받기를 징과

꽹과리로 삼았으며 천이란 천은 길게 찢어 쾌자를 대신하여 걸치고는 아버지, 어머니

가 행하던 굿을 흉내 내며 신명과 기교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 사설을 하고 춤을 추기 시작한 열두세 살적부터 기질이 특출나서 일찍이

큰 무당감이란 소리를 들었다. 특히 그가 주목 받은 것은 독보적인 목청이었다. 염불

(천수경)과 소리를 중시하는 오구굿의 전통 덕분에 이는 김동언이 오구굿의 독보적

인 기능 보유자이자 계승자로 지명 받는 것에 핵심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김동언이 주관하는 오구굿은 망자의 넋을 달래 천도하고 산자에게는 망자와의 못

다한 관계를 정리하게 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한다. 그 효험은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되는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혼과 령을 다하는 그의 춤과 사설은 몇 마디 말

과 두서 푼의 눈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치유토록

하여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릫굿릮과 릫무당릮이란 편견은 전통에서

도 소외되고 현실에서도 외면 받는 아픔을 겪고 있다. 다행이 뒤늦게나마 문화재로 등

록되고 가끔은 공연장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굿

자체가 사라져가고 전수자는 줄어들면서 너른 마당에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습무이자 중요전통예술가 김동언은 낙담하지

않는다. 기장군굛읍 차성로에 위치한 전수관에는 아직 전수조교와 보존회원들이 드나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통과 문화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며 김동언의 춤과 소리

를 학습하며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김동언은 단절의 수심을 뒤로 하고 대중

과 만나기 위해, 그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늘도 옷고름을 다시 여미고 있다.

이정찬 (사)대구사회연구소 전문위원

릫 릮

릲식물이주는생기와다시돋아나는재생의힘을느껴보세요릳
몸과마음의웰빙…건강지킴이 릫산야초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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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씨구나좋을씨구 ~ 우리민요좋다굩

노인복지관 민요교실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민요를 부르고 있다.

실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중 스트

레스가 많이 풀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민요교실이다. 민간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민요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배워

볼 수 있는 민요 동아리를 소개할까 한다.

동아리 연습장에는 우리 민요의 매력에

빠진 60대에서 90대까지 30여명의 회원들

이 매주 금요일 기장 노인 복지관에서 오

후 2시부터 2시간씩 맹연습을 한다.

이해옥 강사는 릲우리 소리를 배우며 즐

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서로

이끌어 주고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스트레칭과 발성 그리고 노

랫가락부터 시작해서 민요 메들리까지 수

업을 이어가는데 어르신들의 체력이 정말

로 대단합니다. 특히 기장 어르신들은 문

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흥이 많은 편이라

수업에 열정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생활의

여유가 느껴집니다릳라고 한다.

민요동아리 회원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벌써 횟수로 10여년 가까이

우리 민요를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

어 수업 분위기는 무척 열정적이고 탄탄

하다.

함순자 동아리 회장은 릲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는데 민요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민요는 진성으로 소리를 내 성대와 폐활

량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되어 정

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릳 라고 소감을 말

한다.

이해옥 강사는 릲회장님이 중심을 잡으시

고 수업의 방향을 정리하셔서 별 무리 없

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아요. 넓은 시

야를 가진 어르신들이라 봉사하러 왔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마음에 수업 분위기도 최곱

니다릳며 소회를 밝힌다.

릲민요 수업은 우리소리, 우리가락을 알

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

다. 신명나는 장구소리와 함께 즐거운 민

요와 노래에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잘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다보면 근심 걱정

을 다 내려놓게 되고 활력을 돕는 시간이

됩니다. 민요 배우러 나오는 것 자체가 생

활의 활력소예요. 기장에 사는 사람은 누

구나 배울 수 있으니 많이 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릳라며 회원들은 즐거워한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을 느낄 수 있었고 어르신들의 시원시원

한 민요한 자락에 덩달아 신나는 시간이

었다.

올 한해 어르신들의 수준이 더 높아져

릫잡가릮, 릫회심곡릮 등을 무리 없이 소화하여

앞으로 있을 발표회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기대한다.

시원한 웃음과 목소리가 매력적인 강사

와 어르신들이 한마음 한가락으로 뭉쳐

전국 최고의 소리꾼으로 거듭나길 기대하

며 앞으로도 흥겨운 장구가락에 맞추어

모두 즐거워하는 민요교실 되길 바란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다양한책마음껏읽으세요릳
장기 도서대출 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장군은 지난 5월부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내 도서관에서 보

유 중인 도서를 장기대출 방식으로 지원

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관내 작은도서관

25개관을 대상으로 기장도서관, 정관어

린이도서관, 기장군청 내 디지털교육정

보센터 3곳에 배치된 총 18만7천135권

(2015.3월말 기준)의 책을 도서대출 신

청한 작은도서관 당 300권씩, 3개월 주

기로 순환 대출해 준다. 이로써 멀리 차

를 타고 가야 하는 중대형 도서관보다

부담 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책들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도서 부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작

은도서관에 도서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

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책 읽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된다릳라고 말했다.

인재양성과(709-3901)

○ 정관면(面) ⇔ 정관읍(邑) 비교

구분 面 邑 승격 시 비고

일반
사항

○ 교부세 산정 기준 등 정
부로부터 지원받는 부
분에 영향 미치지 않음

○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토지가격 영향
-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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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면읍(邑)승격시변동사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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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제205회 임시회개회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4월 29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5회 임시회<사진>를 개회했다. 5월 4일까

지 6일간의 회기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반기 제1

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5년도 행정사

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의원발의

와 집행부 제출 각종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정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된 기장멸치축제 관계자들과 자

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

편, 최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다소 흐트러

진 공직 분위기를 지적하고 오로지 민생안정

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8굛25 수해복구

공사의 공기 지연 등으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본격적인 우수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업무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게 될 결산검사위

원으로 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을 선임굛의결했으며 책임검사위원은 기장군

의회 이현만 의원이 맡았다.

4월 30일 개의된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

서는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비롯

해 운영위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 작성의 건, 정관읍 설치 기본계획 의견청

취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굛의결하

고 본회의로 넘겼다.

5월 1일 개의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는 복지위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 작성의 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

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굛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4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이송된 8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 안대

로 처리하는 한편, 박홍복 의원(복지건설위

원장)이 대표발의한 릫기장군 국회의원 독립

선거구 획정 건의안릮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이송했다. 이어 이현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6일 간의 의

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기장군국회의원독립선거구획정건의안채택
릫행복도시기장릮

밑거름이되겠습니다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정숙 군의원입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초

여름을 맞이하여 댁내 행복이 넘치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건강도 함

께하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만의 차별화된 의정활동 계획굛방향이 있는지?

- 본인이 기장군 의회에 뜻을 품고 준비한 이유는 주민들이 사회적 자

본인 신뢰, 소통, 화합 속에서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기장군을 만들

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인구 7만의 정관신도시는 머지않아 인구 8만을 내다보는데 그

중 50％는 젊은 부부로 이루어져 있어 하루가 몰라보게 발전하는 전국

에서도 주목받는 새로운 신도시입니다.

짧은 기간 급격한 인구 팽창과 비약적인 발전은 하였지만 거기에 따

르는 유아 및 유치원교육, 초중등교육, 대중교통, 주민복지 등 실생활의

만족도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실정

입니다.

이에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활동으로 발로 뛰면서 다양한 여론수렴,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역에

맞는 교육, 교통, 복지, 경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기장군의 현 상황

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 교육장, 교장을 거친 교육전문가인 저로서는 기장, 정관지역의 인구

와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함을 실감하며 이를 위해 기장군과 교

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주민자

치위원회, 각 아파트 부녀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교육이 먼저이고 교육이 행복한

릫행복교육도시기장릮을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인구 7만을 넘어 향후 8만을 내다보는 정관신도시 등의 급격히 늘어

나는 인구수에 비하여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하여 교통이 아주 불편한

현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부

족한 버스노선을 적극 유치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의 숙

원인 도시철도를 빠른 시일 내 유치해 대중교통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드나듦이 빠르고 신속하며 편리한 릫행복교통

도시기장릮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지원확대로 릫행복복지도시기장릮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과 어린이는 목소리는 작지만 우

리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할 사람들입니다. 이에 결과물을 성급하게 평

가하기보다 내용과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

게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자가정,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 마을

기업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재능봉사 등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

는 등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살기좋은 릫행복복지도시기장릮을 만들겠습

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를 통한 릫행복나눔도시기장릮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으로 릫행복행정서비스도시기장릮 등 릫행복도시기장릮을 만들기 위해 릫주민

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릮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펼쳐나가겠습니

다.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사업추진현황점검을통한감시기능강화

기장군의회현장방문실시
기장군의회는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관내 중요시설과 주요 추

진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과 점검을 실시했

다.

이번 현장방문은 6월 16일부터 실시 예정

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 실시한

것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은 물

론 각종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를 통해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상시적으로 가동한다는

의의가 있다.

5월 19일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 발전소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시설과 고굛저준위 방사

선폐기물 보관실태 등을 둘러보았다.<사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방사선폐기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

하는 한편, 원전 관련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오후에는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조성사업장 등 대규모 예산이 투

입되는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공

무원과 시공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추진 현안사항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전달했다.

이어 5월 21일까지 교리근린공원, 대라다

목적센터, 경로식당, 정관도서관, 음식물처리

시설(NC부산), 의료폐기물처리시설(영남환

경)을 비롯해 8굛25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찾

아 공사 추진현황과 시설 운영현황 등을 자세

히 살피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장군 국회의원 선거구는 단독선거구로 획정되어야 합니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전체의 3분의1이라는 넓은 면적에 상주인구 15만 명을 상회

하면 천혜의 해안절경을 간직한 부산 발전의 원천입니다.

또한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국가의 기간 산업이 입지하

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근 해

운대구와 함께 해운대구굛기장군을 선거구로 획정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국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기장군을 독립선거구로 결정하였고,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

는 현재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을 위헌이라며 국회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15

만 기장군민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반

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반드

시 단독선거구로 획정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장군민은 단독선거구 쟁취를 위해 어떠한 험로도 마

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기대

합니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과 상식에 충실함은 물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15만 기장군민들의 오랜 여망에 부응하여

기장군 단독선거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5.4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꿈너머의꿈을향해

이현만 의원

제 20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전통에 관한 이야기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

장군의 캐치프레이즈는 릫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

장릮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 중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전북 완주 지방행정원으

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끝내고

좀 시간이 나서 옆 도시인 전주에 가서

한옥마을을 견학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 한옥마을과 현재의 한옥마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이 달랐

습니다. 특히 마치 그림책에서 톡 튀어나온 것과 같은 이쁜 한복

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이쁜 게 아

니라 보는 제가 흐뭇할 정도로 이쁘고 기특하고 자랑스럽기도 했

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유

는 일단 한복을 입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여

기저기에 시간 당 저렴한 가격으로 한복을 대여해 주는 곳이 많았

습니다. 그것도 대충 만든 조악한 한복이 아니라 제법 멋스러운

한복을 말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우대사항이 많

이 있었습니다. 가령 한복을 입은 사람에게 식대의 얼마를 할인하

거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복은 아름다운 옷입니

다. 이 한복의 아름다움은 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

선과 직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동정과 섶코라는 버선코처럼

살짝 들어 올린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한옥의 처마와 곡선을 보는

듯한 도련과 배래, 오방색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아

름다움 등등으로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건강을 지켜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한복은 평면재단으로

넉넉하게 만들어 몸을 조이지 않으므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가

슴 위는 차게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하여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한

방의 이론에도 잘 맞습니다. 목 부위는 시원하게 터주고 허리끈과

대님으로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복은 더불어 사

는 옷입니다. 넉넉한 품과 허리로 키만 비슷하면 내 옷 네가 입고,

네 옷 내가 입는 그런 옷입니다. 또 한복은 몸을 감춰줍니다. 한복

은 넉넉한 옷으로 뚱뚱하거나 마른체형을 감춰주어 신체의 부끄

러움을 감춰줍니다. 한복은 자신이 살찌거나 마르거나 상관이 없

습니다. 입는 사람이 마르거나 뚱뚱해져도 아무 문제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 기장의 동부산관광단지에 한식민속

촌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일보 2월 10일자 기사에

릫부산 기장에 한식민속촌 들어선다.릮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에 따

르면 부산시는 단순히 보고 체험하는 기존의 민속촌을 넘어 민속

촌 내에서 실제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

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전통을 소중히 하는 기장군이 한복 또

는 생활한복을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입을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

을 가지고 권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우리 기장군 공무원

부터 한 달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날을 정하여 한복 또는 생활

한복을 입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한복

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장하면

한복이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는 것 또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을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간단히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고도원 시인의 릫꿈 너머 꿈릮이라는 책입니다. 우선 잠깐

내용의 앞부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고도원 시인께서 카이스트에

서 강연 중에 앞자리의 릫학생에게 학생은 꿈이 뭐예요릮라고 물으

니 릫과학자가 되는 겁니다릮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릫과학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릮라고 하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과학

자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에게는 꿈 너머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 그

꿈 너머 꿈이 없는 것입니다. 꿈 너머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무엇

이 되느냐를 넘어서 무엇이 된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

입니다. 왜 그것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꿈 너머의 꿈

을 가진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꿈 너머 꿈을 가진 사람

은 무지개를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내다보며 묵묵

히 빗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 너머 꿈은 무엇입니까? 우

리 기장의 꿈은 무엇이고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기장의 꿈은 교육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인재

양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꿈 너머 꿈은 무

엇이죠? 인재양성을 해서 무엇을 하죠?

세종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4월 29일자에

릫세종시에 임대형 대학 공동 캠퍼스 생긴다릮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릫세종신도시 지역에 국내 대학이 교육시설 사용과

강의 연구를 함께 하는 대학공동 캠퍼스가 건립된다. 행정중심 복

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독립된 캠퍼스를 세우기 어려운 대학에

공동의 토지를 임대해 주고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다. 대학은 교육시설과 운동장, 기숙사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세종신도시에는 고려대와 카이스트, 충남대, 한밭

대, 공주대 등이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대학 중에서는 호주

에 울런공대와 독일 마틴루터대 등이 세종 진출을 추진 중이다.릮

우리 기장군 학부형들의 최대 고민은 기장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은 우리 자녀가 이윽고 훌륭한 인재가 되어 즉, 더 큰 배움을 위

해 대학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우리 품을 떠날 때 남아있는 우

리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같이 가야 하나, 아님 여기 남아 있어

야 하나. 아니면 미리 그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따위의 고민입니다.

기장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고민을 해 주는 것

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긴 하나 그다음이 걱정스러운 것은 부모로

서 당연한 고민입니다. 즉, 우리 기장군은 인재를 생산만 하고 소

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꿈 너머의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재양성이라는 꿈을 어떻게 실현하고

그 꿈을 실현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즉, 인

재양성을 왜 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의 꿈 너머의 꿈은 뭐죠?

기장군국회의원독립선거구

획정건의서

제20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 회 상 식
- 의회구성 -

선거구
의원 수

비고
계 남 여

3개 8명 6명 2명 비례대표 1명

구분 운영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인원 6 6

소관
업무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
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
과 관련된 각종 규칙
에 관한 사항

- 복지지원실, 재
난안전과, 환경
위생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교
통경제과,

소관
업무

- 기획감사실,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
과(기장도서관 포
함), 문화관광과, 세무
과, 민원봉사과, 도시
관리공단, 읍굛면 소관
에 관한 사항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보
건소, 농업기술
센터 소관에 관
한 사항○ 의원

- 제7대 기장군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전

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8명의 의원이 선출되

었으며,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6월 30일 만

료된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

정굛개정굛폐지, 예산심의굛확정, 결산승인,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진다.

○ 의장굛부의장

-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본회의에서 무

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

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

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의 중심적 역할

을 담당하며, 유고시 부의장이 그 임무를 대

리한다.

○ 상임위원회

- 운영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2개

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있고 소관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 안

건을 심사한다.

○ 의회사무과

- 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을 중심으로 13명의 직원을 두고 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및 의정활

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

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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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의왕 릫침향릮을말하다

침향

장홍래 지음 / 책과 나무

향을 피우니 그 향이

오래 머물고

차 달이는 일이 익숙하

여라

나의 서재에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니

혜강의 벽(癖)을 비웃

지 마시게

릫표암유고릮에 나오는 표암 강세황

선생의 릫풍로명(風爐銘)릮이라는 글

이다.

향을 피우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정화하는 것이다. 서재뿐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까지 정결해

졌으니 선비의 서재란 바로 이러한

것이리라. 물론 여기서는 향기만을

말함은 아니다. 그 위에 차(茶)라

는 또 다른 아취가 있어 심신을 더

욱 맑게 하여 그의 그림에서 탈속

의 경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맨 아래 구

절에 나오는 혜강( )은 중국 삼

국시대 위(魏)나라의 죽림칠현(竹

林七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노장

(老莊)사상을 추구했다. 당시 유행

하던 틀에서 벗어난 시적 표현으로

철학적 사색을 노래했으며 거문고

의 명수이기도 한 그는 시대의 대

자유인이었다. 그러한 혜강의 괴벽

을 비웃지 말라고 했으니 표암의

격을 짐작할만하다.

이렇듯 중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선비들이 향

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향은 마음

을 가라앉히고 심사정적(深思靜

寂)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라 했

다. 옛 어른들이 향을 가까이 한 큰

이유이다.

향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불

교나 민속신앙의 전유물이 아니다.

유불선은 물론 기독교나 천주교,

이슬람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

어져 왔다. 각 종교의 경전에 향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증명되어져 있다. 이

때 말하는 향이 바로 침향(沈香)이

다. 마치 상처가 생긴 소나무가 스

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것이 송진인 것처럼 침향도 일종의

자기치료 차원에서 만들어진 침향

목의 수지를 말한다. 향중의 왕이

요, 나무 가운데 다이아몬드라는

그 침향이다.

이처럼 귀한 것이라 그 가격도 1

g당 몇 천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품

질에 따라 다양하다. 침향은 향기

뿐만이 아니고 약으로도 다양하게

쓰인다. 침향 자체로도 약으로 사

용이 되며 다른 약재와 섞어 여러

가지 치료재로 쓰인다. 심지어 물

에 넣어 차로 마시기도 하고 술에

담아 침향주로 마시기도 한다. 이

렇게 직접 음용할 정도의 침향이라

면 가격이 만만찮다.

향은 그 향냄새만을 즐기는 문향

(聞香)이라는 것이 있다. 향을 직

접 태우지 않고 훈증을 하는 방법

이다. 또 하나는 직접 향을 태워 피

어나는 연기, 즉 향연을 눈으로 즐

기는 방법이 있다. 고요함 가운데

흐르듯 피어오르는 향연을 바라보

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심지어 엄숙해지기까지 한다. 그래

서 그런지 요즘은 차를 마시면서

한 쪽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 입

으로 차를 마시고 눈으로 향연을

즐기면서 그 향기까지 즐기는 사람

들이 많다.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향은

코로 문향을 하든지 물이나 술에

넣어 마시든지 그 품질이 좋아야한

다. 그러자니 자연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수

가락 같이 생긴 선향(線香)이다.

침향 가루와 다른 향 재료나 약

재를 섞어서 만들거나 아예 침향이

아닌 좀 싼 재료만으로 만들어 사

용에 부담을 줄인 것이다. 흔히 침

향이라는 단어에 유혹되어 저지르

기 쉬운 실수를 덜어주고자 작가

장홍래는 흔하지 않은 자신의 경험

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내었으니

그의 뜻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박태만 서예가

대청중학교 위클래스의 내부모습에서 따뜻함이 묻어난다

공감과 소통의 장 위클래스
(Wee Class)

청소년기는 친구관계, 성적, 이성 등 고민

이 많아지고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그

렇지만 속 시원하게 털어 놓을 곳은 그리 많

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은 속으로만 궁금증을

삭이고 혼자서 고민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 전

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청중학교(교장

김미자)에서는 위클래스(WeeClass) 운영으

로 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방향을 제시함과 동

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인성을 형

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위클래스(Wee Class)란 단순한 상담실이

아니라 학교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소통 공간으로 Wee는 릫We(우리들)+educa-

tion(교육)릮, 릫We(우리들)+emotion(감

성)릮의 이니셜이다. 대청중 위클래스에는 전

문상담교사와 기장군 지원으로 심리상담사

가 상주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도록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한다. 학생, 교사, 학부

모의 성장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부터 정서적

안정감, 원만한 인간관계, 사고의 유연성, 자

존감 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각

종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적응능력을 키워주

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청중 4층 복도 끝에 자리한 위클래스 입

구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함이 묻어난다. 기존

교실의 형태에서 벗어나 개인상담실, 집단상

담실(심리검사, 교육), 공감교실(휴게, 놀

이)의 아늑한 공간으로 구성돼 한 켠에는 상

담 및 재미있는 심리학 등 인성개발에 도움

이 되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종 체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도자기, 부채 등 작품

들이 벽면에 채워져 있다.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

학습, 진로에 대한 심리검사 및 학부모 특강

연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학생들

또한 스스로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릫친구야, 같이 가자굩릮라는 주제의

솔리언 또래상담교육과 푸드테라피, 천연비

누 만들기, 힐링시네마, 교내 1박2일 힐링캠

프, 동림사 전통문화체험, 시청자미디어센터

꿈스꿈스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는

대인관계 기술을 익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

고 자아존중감 향상과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활동은 단연 미

소콘테스트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환하

게 밝은 미소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도록

해 학생들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

다. 일부 학생들의 웃음은 어색하고 부자연

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통해 친구들을 향해

웃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의미가 있었다.

참여자 중에서 대청 환한 미소상(개인상)과

밝은 미소상(그룹상)을 수여해 자신의 긍정

적인 모습을 살리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도

록 격려했다. 또한 대청중 학생들은 사과데

이(apple day)를 통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과데이는 미

안한 일이 있는 사람이나 칭찬, 힘,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쓴

사과의 편지와 과일 사과를 함께 전달하는

행사로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 평소 쑥

스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 못했던 말들을 사

과데이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위클래스 벽

면에 만들어진 나무에 사과 스티커 붙이기,

사과그림 그리기 등으로 사과와 우정의 의미

를 되새기며 표현에 서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달해 한층 성장

하는 계기가 됐다.

대청중 위클래스는 고민을 털어주는 청소

기이자,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운 놀이터이

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는 우체

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긍

정적인 자아상을 길러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성형성

에 기여하고 있다.

대청중학교학생들다양한고민해결팍팍굩

부산중앙중 학생이 작은 예술학교 수업을 통해 완성된 도자기공예 작품들을 기념촬영하고 있다.

4월 25일 정관면에 위치한 부산중앙중학

교(교장 이정수굛이하 부산중앙중)에서 작

은예술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작은예술학교

는 기장군이 예산을 전액 지원하며 부산광

역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지역 내 균형 있는 예술교육을 위해 부산중

앙중에서는 이미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

는 음악 영역이 아닌 미술 영역을 선택했다.

부산중앙중은 학교수업 속의 미술교육과

정과 연계하여 주중 기본 미술체험 프로그

램과 주말에 심화된 생활미술 프로그램을

릫미술 감성 두런두런(Doing by Learning,

Learning by Doing)릮이라는 주제로 특화하

여 운영한다. 도자기, 수채화, 아크릴화, 염

색, 조소, 공예, POP, 켈리그래피, DIY 등으

로 편성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미술영역

의 다양성에 대한 체험영역을 확대하고 생

활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

재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예술학교 운영의 특징은 ▲지역사회,

학교, 가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

적인 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준별로 맞춤형 미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활동을

하며 학교와 서로 한마음, 한 뜻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부산중앙중은 21세기의 핵심 역량

인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인

재 양성을 위해 SW교육, 미디어교육(NIE)

등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SW교육 선도

학교로 선정돼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데, 1, 2학년은 방과 후 교육프로그

램으로서 기초 프로그래밍 교육과 로봇제어

반 그리고 토요스쿨 특별반으로 소프트웨어

심화탐구반을 운영하고, 3학년은 수학굛과학

탐구과제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에 뛰어난 집중력을 보이므로 그것을 이용

해 ICT 관련 분야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과제를 자기주도적, 협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교육(NIE) 선도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교사

및 학생 역량강화 연수, 지역신문 등을 지원

받고 있다. 매일 아침 학급별 신문도우미가

신문을 수령해 신문읽기 활동 및 스크랩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

한 교육활동의 설계는 2014년 9월에 부산중

앙중학교로 부임해 온 이정수 교장의 남다

른 경영철학에 있다. 릫기본이 바로 선 예절

바른 학생, 문화예술적 감성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기른다릮는 학교 경영철학을 실천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에게 신뢰

를 주는 학교, 교사들에게 자부심으로 머물

고 싶은 학교로 나아가고 있는 부산중앙중

의 내일이 기대된다.

김민정, 전승현 명예기자

(장안제일고등학교 2학년)

부산중앙중학교, 융합사고와감성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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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진짜 친구가 없을까? - 애니 폭스(뜨인돌)

새 학기, 새 학년이 되면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중에서도 친구

사이의 문제는 생각보다 해결하기 힘들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지

만 그 친구와 우정을 이어 가는 건 더 만만치 않다. 이 책은 중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인 릫친구관계릮에 대해, 동성은 물론이고 이성 친구에 대해

서까지 실제적인 팁을 준다. 그저 릫사이좋게 지내라릮가 아니라 릫나를 이

용하려는 친구가 있을 때릮, 릫친구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릮, 릫이성 친

구와 헤어지고 싶을 때릮 같은 여러 현실적인 상황에 큰 도움이 되는 조

언을 담고 있다.

네가 즐거운 일을 해라 - 이영남(민음인)

릫즐거운 나만의 직업릮을 찾도록 돕는 진로 탐색 가이드 룙네가 즐거운

일을 해라룚가 ㈜민음인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학벌과 스펙을 떠나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무한대로 발휘

해 각 분야의 최고가 된 12명의 직업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뮤지컬

배우에서 엔지니어, 벤처기업가에 이르기까지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분야별 멘토들이 각 직업의 장단점과 입문 방법, 필요한 자질 등 구체

적인 정보와 진로 설계 및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머릿속 정리의 기술 - 도마베치 히데토(예문)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은 불필요한 감정에 시달리며 피로를 느낀

다.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거나 자신감이 떨어져 업무에 집

중할 수 없다거나 일요일 오후만 되면 내일 출근할 생각에 우울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인 도마베치 히데토는 불필요한 생각

들과 스트레스로 일이나 공부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 이들에게 머릿속부

터 깨끗이 정리하라고 조언한다. 책 속에는 인지과학에 근거를 둔 총 8

단계의 릫머릿속 정리의 기술릮의 핵심 노하우가 담겨 있다. 두려움, 집중

력 저하, 우울, 열등감, 불안, 강박 등 감정의 쓰레기를 다루는 법을 집중

적으로 다룬 후 마지막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는 생각법에 대해 설

명한다.

나는 세상으로 출근한다 - 박용후(라이팅하우스)

우리나라 후발 벤처를 대표하는 카카오톡, 선데이토즈, 배달의 민족,

4:33, 파티게임즈…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모두 관점 디

자이너 박용후 대표가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했거나 하고 있는 곳들이라

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잇따른 성공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그리고 그

가 가까이에서 지켜본 성공하는 기업과 창업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대체 어

떻게 한 사람이 이처럼 수많은 성공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

한 달에 16번 월급 받는 남자, 관점 디자이너 박용후 대표가 밝히는 스

마트한 일의 방식과 새로운 성공의 공식들이 책을 통해 가감 없이 공개

된다.

내 마음 다치지 않게 - 설레다(RHK)

토끼 캐릭터 릫설토(설레다 토끼)릮를 주인공으로 하루 한 장씩 7년 동

안 노란 포스트잇에 그림을 그려 온 저자가 있다. 미술심리치료사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저자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기약 없는 설렘을 바라

며 지은 릫설레다릮라는 닉네임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토해내던 작고 노란

메모 안의 세상. 소통을 하고 싶어 혼자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블로

그에 모여든 사람들은 설토를 통해 자신을 보며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림 컷, 그 760여 장의 메모로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은

사람, 남의 행복을 쉽게 질투하는 사람, 작은 것에 상처받고 오래 가슴에

두는 사람들을 치유한다.

알바 패밀리 - 고은규(작가정신)

대한민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 취업이 안 돼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젊은이, 갑작스런 은퇴와 취약한 복지로 아

르바이트하는 노인들.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청춘들의 낭만적인 경험이 아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불안과 고통이 됐다.

룙알바 패밀리룚는 이러한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메마른 풍경 속 고군분

투하는 가족애를 보여주며 서늘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저 따뜻한 저녁상

과 관리비를 밀리지 않는 게 꿈인 한 가족의 왁자지껄한 알바 이야기 속

으로 들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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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heweather is so good to playing out-

side. ② In sunny days, I usually riding a

bicycle in the park with my friends or

having timewith dog. ③When riding bicyc-

le for a long time, I sweat, but it makes me

cool. ④I am too young to ride a car, in-

stead I ride bike by my self freely. ⑤With

drivebicycle, I imagine that I really drivemy

own car. ⑥It rains a lot in summer. ⑦But I

hope theday will be fine in this summer.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①The weather is so good to playing out-

side.

The weather has recently become so

good to play outside.

현재완료형으로 시제를 바꾸어 날씨가 요

즘 좋아졌다는 뜻을 좀 살렸다. 릫recently릮는

최근에 라는 뜻.

② In sunny days, I usually riding a bi-

cycle in the park with my friends or

having time with dog.

On sunny days, I usually go biking in

the park with my friends or take my dog

for a walk.

day의 전치사는 on이다. 릫go ~ing릮는 릫~을

하러 가다릮라는 뜻. take dog for a walk는

릫개를 산책시키러 데려간다릮라는 뜻이다.

③When riding bicycle for a long time, I

sweat, but it makes me cool.

I sweat a lot after a long bicycle ride but

it makes me feel cool.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타고 나면 땀이 많이

나지만 그래서 시원하다는 뜻이다. 글쓴이

처럼 릫When riding릮같이 접속사+분사형이

틀린 것은 아니나 지금은 접속사+주어+동

사 형태를 지켜 주자. make me cool은 내가

차가워진다는 뜻이므로 중간에 feel을 넣어

줬다.

④I am too young to ride a car, instead I

ride bike by my self freely

I am still young to drive a car but I am

happy that I can ride a bike by myself

freely.

아직 운전하기엔 어리지만 자전거는 혼자

서도 자유롭게 탈 수 있어 행복하다는 뜻을

만들었다.

⑤ With drive bicycle, I imagine that I re-

ally drive my own car.

Riding a bicycle, I imagine myself behind

the wheel someday.

분사구문을 만들어 봤다. behind the

wheel은 차를 운전한다는 뜻. 자전거를 타노

라면 언젠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곤 한다는 문장이다.

⑥It rains a lot in summer.

It rains a lot in summer.

그대로 써도 좋은 문장이다. 다만 앞에서 a

lot을 한번 썼다면 hard로 바꾸어 보자.

⑦But I hope the day will be fine in this

summer.

But I hope we have lots of many fine

days this summer.

하지만 이번 여름엔 맑은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바꾸었다.

릫 릮

릲난 너에게 중독됐어릳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

상해볼까요? 상대방에게 깊이 빠져 자꾸만 보

고 싶고 온 세상이 그 친구로 가득 찬 것처럼

항상 생각나는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사랑에 빠진 정도로 이해할 수 있

겠지만, 의학적으로 릫중독릮은 습관성 질환의

일종으로 어느 한 가지에 빠져 그 행동을 반복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

타나는 치료를 요하는 릫질병릮으로 간주하죠.

중독이 위험한 이유는 중독에 빠져있는 시

간만큼 현실감이 줄고, 내성과 금단증상이 생

겨 더욱 더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온라

인 게임에 빠져 공부할 시간을 뺏기면서도 나

도 모르게 계속 손이 가고 안하면 불안한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요.

중독이 되는 대상에는 온라인 게임 외에도

어른들이 쉽게 빠지는 도박, 알코올 등도 있

고, 마약, 쇼핑, 종교, 운동 같은 것들에도 너

무 지나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면 중독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무언가에 지나치게 빠져 중독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면서 나타난 직업이 바로

릫중독치료전문가릮입니다. 중독에 빠져 고통 받

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을 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지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일

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중독치료전문가는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재활치료센터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합니다. 누군가의 심리적

인 치료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

므로 대학에서

심리학, 사회복

지학, 간호학을

전공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상담기법, 중독

에 대한 이해,

재활 및 교육,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

격증을 취득해야 하죠.

지적인 면 외에도 중독치료전문가로 활동하

려면 중독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중독

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중독에 빠진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란 어려울 테니까요. 또

타인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은 물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료자 본인

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죠?

주변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친구, 온라인 게

임에 빠진 친구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을 거에

요. 실제로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중독

치료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돕는 일을 좋아하

고,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에 관심 있는 건강

한 친구들이라면 이 직업에 도전해볼 것을 추

천합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문화통장에추억을저축해보아요굩

구분 장소 기간 내용 문의

체험
및

전시

벡스코
(제 2전시장)

6.5(금) ~ 6.8(월)

○ 내용 : 아트 부산 2015
○ 한국화 특별전, 전세계 갤러리참가, 어린이 미

술놀이터, 조형 설치 작품전 등
○ 5일~7일(12:00 ~ 20:00)/ 8일(11:00 ~ 17:00)
○ 티켓 : 성인(10,000) 청소년(7,000) 어린이(5,000)

벡스코
740-3532

부산시립
미술관

(어린이미술관)

6.6 ~ 6.27
(매주 토요일마다)

○ 내용 : 미수리네 집짓기
○ 참가비 : 무료
○ 교육시간 : 14:00 /15:00/ 16:00(각 40분씩)
○ 신청방법 : 수업의 운영시간 15분 전부터 어린이

미술관 교육실 앞 선착순 현장 접수(선착순)

어린이미술관
740-4205

영화의전당
6월 ~ 8월 말
(2째주 토)

○ 내용 : 시네 아트마켓(실내/실외)
○ 실내 - 10:00 ~ 20:00 더블콘 1층
○ 실외 - 12:00 ~ 19:00 두레라움 야외광장
○ 추억이 담긴 릫영화릮관련 물품 전시 및 판매

영화의전당
780-6134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 6.28(일)까지
○ 내용 : 해양생물과의 대화 순회전
○ 1층 특별전시실에서 해양생물을 소재로 한 수

공예품 및 초등학생들 작품도 감상

해양자연사
박물관
553-4944

공연

부산시민회관 6.6(토) ~ 6.7(일)

○ 내용 : EBS액션 뮤지컬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미니 드론, 입체영상, 레이저효과 등으로 볼
거리제공)

○ 공연시간 : 11:00 /14:00/ 16:30
○ 입장료 : R석(55,000) S석(45,000) A석(35,000)

070-8848-5555

해운대
문화회관

6.10(수) ~ 6.11(목)
○ 내용 : 뮤지컬 빨강머리 앤
○ 공연시간 : 10:15 /11:20
○ 입장료 : 10,000원

키즈샘
070-8281-6593

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5.29(금) ~ 6.1(월)

○ 내용 : 제 11회 해운대 모래축제
○ 시간 : 10:00 ~ 23:00
○ 샌드애니메이션, 모래조각 동화구연, 세계 모

래조각전 등

해운대구
관광문화과
749-4064

부산
국제무용제

6.12(금) ~ 6.16(화)

○ 내용 : 제 11회 부산국제무용제(18:00 ~ 21:30)
○ 6.12 ~ 14(해운대 해변 특설무대)

- 무료 6.15 ~ 16(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10,000원

부산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
868-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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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6월의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보이스피싱 → (음성)사기전화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과 개인 정보(private data), 낚시(fish-

ing)를 합성한 용어로, 릲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건 뒤 송금을 요

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사기 행위릳를 뜻한다.

(예)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에게 릲아이를 납치했다릳는 거

짓 협박 전화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전화 사건이 발생했다.

○ UCC → 손수제작물

UCC(손수제작물)는 릲이용자나 소비자가 생산, 제작하는 콘텐츠

(꾸림정보)릳를 뜻한다.

(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손

수제작물(UCC) 동아리가 새롭게 탄생했다.

○ 타임캡슐 → 기억상자

기억상자(타임캡슐)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생각할 만한 기록

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온전히 전할 목적으로 고안한 용기로

주로 땅속에 묻어 보관한다.

(예)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내 공원역사관 앞 광장에 조성한 기

억상자 소공원에서 미래도약 100년의 염원을 담은 릫기억상자릮를

매설한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일 자 제 목

6월 13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걀

6월 20일 케이크 파티

6월 27일 무지개 물고기야 엄마가 지켜줄게

일 자 제 목
6월 7일 (일) 드래곤 헌터
6월 13일 (토) 수상한 그녀
6월 14일 (일) 부도리의 꿈

일 자 제 목

6월 20일 (토) 토르 : 천둥의 신

6월 21일 (일) 주먹왕 랄프

6월 27일 (토) 마음이 2

6월 28일 (일) 소중한 날의 꿈

1. 원북과함께하는부산의문학굛역사탐방

- 내 용 : 부산의 문학작품과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알아

보는 특강 프로그램

- 대 상 :중학생 1-3학년, 25명

- 일 정 : 6월 13일 ~ 7월 18일. 매주 토.

오후4시30분 ~ 6시30분, 총6차시

- 장 소 :기장도서관 본관 지하 1층 시청각실

- 준 비 물 :필기구

- 모집기간 : 5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 마감시까지

- 접수방법 :기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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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조정.

-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교육, 우수 그림책 빛그림, 전자책, 동

화구연, 책읽기 등

- 문 의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709-5321)

3.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굛일요일 14:00 ~ [시청각실]

4. 그림책읽어주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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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6-7세 유아 및 가족

기장찰옥수수홍보굛판매행사

떴다굩굩굩최강기장찰옥수수

안사면손해, 맛없으면 100％환불

따끈따끈굩굩

쫀득쫀득굩굩

가마솥찰옥수수

♠기 간 : 2015. 7. 7 ~ 7. 11

♠장 소 : 정관신도시 일원(미확정)

♠행사내용 : 기장찰옥수수 시식, 판매

♠주 최 : 농촌지도자기장군연합회

♠문 의 : 황규원(010-3552-6988)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수영, 뱃놀

이 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 위

험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합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준비운동

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

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

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

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

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

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

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

하지 않는다.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709-4119)

굛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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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행사안내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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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 -하모하모 봉사단

봉사가필요한곳에언제나함께

하모하모 봉사단 회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릲봉사활동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늘 함께

해야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릳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 긴급하게

봉사자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달려오는 단체가 있다. 그 주인공 하

모하모 봉사단(회장 김순조)은 지난

2013년 8월 회원 10명으로 창단했다.

이들은 매월 말일 기장군보 릫기장

사람들릮이 발행되면 우편발송 봉사를

위해 모였다가 의기투합해 봉사단까

지 만들었다.

김 회장이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5년 전 푸르메 봉사단을 가입하고 부

터다. 이곳에서 축제기간에 행사보조

활동이나 해안변 환경정화활동 등으

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하모하모 봉사단은 주로 자원봉사

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맺고 활동

을 전개해 간다.

릲자원봉사센터는 기장군 전체의 봉

사활동을 관할하기에 늘 바쁜 곳이

죠. 저희들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투입할 수 있도록 5분

대기조라할 수 있습니다(웃음)릳 김

회장의 배려의 봉사정신이 묻어나는

말이다.

하모하모 봉사단은 1년 전부터 매

주 수요일 기장읍 사무소에서 생리대

와 배냇저고리 등을 만드는 봉사활동

에 참여하고 있다. 2시간 이상 앉아

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

지만 다른 나라의 사정이 어려운 여

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것

이라 보람은 매우 크다고 한다.

하모하모 봉사단이 야심차게 추진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 이제 6월이

면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된다고

하는 릫수납정리릮 봉사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8주간의 교

육을 이수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 집을 방문해 냉장고와 옷장 등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이

다. 이것은 자격증이 따로 있을 정도

로 교육이수와 경력이 뒤따라야하는

봉사활동이다.

그 외에도 기장실버타운, 노인복지

관 등에서 배식봉사와 말벗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봉사활동에 이바지한 공

헌으로 작년 부산시장 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릲어르신오래오래건강하세요릳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종합사회

복지관(관장 남정원)은 매 분기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족과 같은 분위

기로 정성스런 생신잔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에서는 4,5,6월에 해당하

는 기장관내 독거노인,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저소득층 재가대상자에게

정서적 소외감을 감소하고 가족에 대

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4월 29일 생일

잔치뢾사진뢿를 진행했다.

이날 생신잔치의 축하식은 기장구

연동화 봉사단(회장 임성희)과 함께

색소폰 연주와 노래공연을 선사했다.

참여자는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

며 장기자랑을 하는 등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생신자들에게 고

깔모자를 쓰고 개인별 즉석사진을 촬

영해 나눠줬다. 어르신들은 릲이렇게

재미있는 사진은 처음 찍어보는 것 같

다. 이웃에게 자랑을 해야겠다고릳 즐

거워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릲매번 나물, 생선

구이, 과일, 불고기 등 정갈한 생신음

식을 차려주고 장소를 제공하는 릫가마

솥 생복집(사장 심미예)릮과 하나씩 정

성스런 포장으로 생신선물을 챙겨 준

릫기장우체국(국장 이경호)릮, 릫송월타

올 기장점릮 등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

신들에게 전달돼 이웃의 사랑을 알고

가족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됐다릳고 말했다.

＊그 외 후원업체, 한신떡집, 파리

파게트 교리점, 하나할인마트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의다양한서비스

를이용하고자하시는분은 792-4730으

로 문의 바란다.

기장군노인복지관 활기찬 노년 -송정순 어르신

사회활동참여로인생후반을건강하게굩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찬 노년생

활을 하고 있는 송정순(74세,사진)

씨를 만났다.

기장 노인복지관의 꽃이라 불리는

릫다사랑 봉사대릮 회장을 몇 년째 맡고

있는 송정순 씨의 일상은 활력이 넘

친다. 다사랑 봉사대는 매월 회비 3

천원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시작됐다.

그녀는 봉사대 총무로 돕다가 회장직

을 맡아 회원 60여명과 한마음이 되

어 뜻을 같이하며 지역사회에 한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겨울엔 쫄깃한 떡국을 팔고, 여름

엔 산지에 직접 가서 품질 좋은 다시

마를 구매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기장 모 중학

교, 고등학교에 아주 적은 액수지만

올해 5년째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

었다고 뿌듯한 미소를 짓는다. 또한

김장철엔 불우이웃 김장 돕기 행사

에도 발 벗고 나서서 일손을 거든다

고 한다.

처음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 노인

복지관에 발을 들여 놓았다가 댄스와

서예까지 배우고 있다. 6년째 배우는

서예는 서울대전에서 두 번이나 특선

수상을 했다. 또한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노인회에 총무로서 엑셀

로 서류를 만들기도 하며 복지관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송정순 씨는 노인 일자리사업인 도서

관 사서도우미 일을 한다. 일주일에

3번 교리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큰 기

쁨을 준다. 도서관 앞에서 줄 서서 기

다리며 책 빌리는 아이들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한 걸

음에 학교로 달려간다. 친손자와 다

름없는 그들을 보기만 해도 예쁜데

마스코트를 만들어 할머니에게 선물

을 한다며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도

친근하다.

송정순 씨는 릲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

서 자원봉사 등 보람찬 일을 하면 노

인이라도 청년의 삶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릳라고 힘주어 말

한다.

열정적으로 사는 송정순 씨를 보며

노년기 사회활동 참여는 건강함은 물

론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의 주요한

근거가 됨을 확인한다.

서옥희 명예기자

고령국가유공자에도시락지원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유주봉)은 나

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영예

로운 삶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월 1

회 부산 향토 패션기업인 세정그룹

(회장 박순호)의 후원을 받아 각 구군

보훈회관을 순회, 독거굛고령 국가유

공자 대상으로 릫도시락 지원 만남의

장릮 행사를 올해 3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5월 15일 기장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장군 7개 보훈단체장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국가유공자 중 독

거굛고령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

락을 배식했다.

한편 기장군보훈단체에서는 어버이

날을 맞아 참석자들을 위해 노래 공연

을 펼쳤고 과일과 미역 등을 제공했다.

릫독거굛고령 국가유공자 도시락 지원

만남의 장릮 순회 행사는 구군 보훈단

체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으로 보훈단체 회원들의 화

합과 격려 등 만남의 장을 통해 부산

지역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 고취

는 물론 그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

원함으로서 모범적인 보훈단체 위상

을 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33호 릫기장사람들릮

에 게재됩니다. 6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6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기장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도시로서 주

민의 안전과 번영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을 6월 8

일부터 3일간 개최합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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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미래전략과 장정화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1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23명 등기발송)

▷ 박소영 전현우(기장읍 기장대로) 손정훈 정미혜(기장읍 대

청로) 김윤옥(기장읍 읍내로) 정차립(기장읍 차성로) 신인

정 원선미 이정숙(기장읍 차성동로) 김현아 박창서(기장읍

차성서로) 김태희 이주원 이혜진(정관면 모전1길) 이윤재

이현주(정관면 방곡로) 박선자 심광섭(정관면 산단4로) 마

현민(정관면 정관로) 김남숙 김화섭(정관면 정관4로) 이귀

자(철마면 고촌로) 송영민(철마면 안평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김민수 신미옥 최성희(기장읍 차성로) 하채연(기장읍 차성

동로) 김성룡 이상렬(기장읍 차성서로) 장종숙(일광면 동백

길) 김수진(장안읍 대룡2길) 정영애(장안읍 하근1길) 김정

훈(정관면 정관4로) 정기원(철마면 고촌로)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23명 등기

발송)

▷ 김동언 김혜경(기장읍 기장대로) 김춘곤 최규홍(기장읍 대

변로) 박윤기 안태용(기장읍 대청로) 김민지(기장읍 소정안

길) 이주연 정연주 정연주(기장읍 차성로) 김진모 신경배 신

숙영 오성훤 이세미(기장읍 차성서로) 손영길 조휘윤(기장

읍 청강로) 김지영(일광면 동백길) 임영옥(일광면 달음길)

김임애(장안읍 월내해안길) 강영규 조임래(정관면 산단4

로) 김규리(정관면 정관2로) 장세레나(철마면 고촌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김옥순(기장읍 차성서로)

행사이모저모

(사)기장노인대학(학장 권재완, 기장교회 담임목사)은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 7일 기장교회에서 200여명 어

르신의 신발에 반사지를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 232호 2015년 6월 1일(월요일)

재기장호남향우회(회장 박현문)와 성우해피홈(원장 허학도)

은 5월 21일 흑미쌀자장(대표 김명철)에서 자매결연 협약식

을 맺고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강병춘)에서는 5월 18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범죄피해자, 미혼모 시설 등에 써달라며 3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산기장경찰서에 전달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과 병포해물촌 박상순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6일 기장군노인복지관 주관보호대상자

노인 10명에게 정성을 담은 식사를 대접했다.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병춘)은 5월 10일 고촌휴먼시

아 아파트에서 주민위안잔치를 개최해 주민 700여명에게 짜

장면 등 다과를 대접했다.

기장지역자활센터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

소득 가정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5월 11

일 무료 도배서비스를 지원했다.

릫달리는 기장사람들(회장 장수근)릮마라톤 동호회에서 지난 4

월 기장군청 ~ 죽성간(6km)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했다.

두호마을 최일갑 이장, 박경애 부녀회장, 김흥익 어촌계장 외

마을계발 위원 등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마을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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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 내부종사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 외기타 일

반인

□신고방법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

○ 신고접수 : ① 인터넷 ② 방문 굛 우편

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

□포상금지급

○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 최고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 : 최고 500만원

□기타사항

○ 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

○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

□종사자자기근무이력조회서비스제공

○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

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02-390-2008)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 사업목적 : 비정규직 근로자(안전굛보건관리자, 기간제근

로자, 파견근로자에 한함)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장려 및

처우개선 도모

□사업종류

·(안전굛보건관리자) 기간제인 안전굛보건관리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

·(파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하거나, 파견사업주가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

로 전환

·(기간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시간선택제) 기간제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 지원대상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굛

중견기업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

□ 지원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중인 안

전굛보건관리자,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로서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최저임금의 120％ 이상 ②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

적 근로조건 보장 ③ 기존 동종굛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

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급(근로자 1명당 최대 720

만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사업계획서심사

및 승인(고용센터)→정규직근로자로 전환(사업주)→지

원금 신청(사업주)→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문 의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부산동부고용센터(760-7211)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안내

업무를 마치고 개인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제

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대퇴

부 골절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재신청을 하

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업무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굛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굛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굛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

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① 근로자가 회사차량을 운전하였거나 또는 ② 개인차량을

운전하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회사에서 개인차량에 대

한 유류비 등을 지급해옴으로써 사업주가 관여한 사실이 있

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서 산재승인을 거부한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781-0065)

릲이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릳

향교에서 조선선비 정신 되새겨

기장향교와교육협약으로전통문화배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이 전통문화교육을 통

한 마음 힐링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우중본)는 5월 18일

기장향교(전교 문동욱)와 전통문화 계승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릫교육협력 협약릮을 체결

<사진>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협약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원자로조종사 등 직원들과

신입사원에게 정신문화굛예절교육을 통한 인

성교육 강화,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자아 정체

성 확인과 자긍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고리원

자력본부는 특히 복잡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직원들이 기장향교의 인문학교육으로 스스로

돌봄과 치유,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마음을 힐

링하고 원자력발전소 안전운행을 강화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으로 기장향교는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절교육,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성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경전강습 그리고

현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고유문화 체험 등 향교만이 갖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소 직원들에게 제

공하게 된다.

기장향교 문동욱 전교는 릲우리의 전통적 가

치관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새로이 정립해 직원들의 인성교육에

임하겠다릳면서 릲고리본부가 전통문화를 통한

인간성 회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기업경

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일릳이라 강조했다.

우중본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릲우리 정신문화

가 담긴 다양한 인성교육은 발전소 직원들 개

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릳이라면서 릲직원들이 서

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안전을 최우

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정착에도 큰 효과를 발

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릳고 밝혔다.

일과삶의조화 릫시간선택제릮지원

인건비 등 사업주 지원제도 신설

뢾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지원사업뢿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공통요건 차등요건 지원수준(한도) 기간

대기업

① 무기계약직신규고용
② 주 15∼30시간근로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통상근로자와 차별

금지 등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60만원)

-

1년
중 소
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80만원)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추가지원임금의 50％
(월 40만원)

부산동부고용센터

금년부터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기간제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인건비,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고무기계

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인

건비를 지원하였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지원사

업으로 자녀보육, 간병, 능력개발 등이 필요한

근로자는 자유롭게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전환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전일제로 복귀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해졌다.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김동욱)은 릲시간선

택제 일자리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인력확보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일을 함께

하거나학업과일을병행하는근로자,퇴직을앞

둔 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릳라고 강조 했다.

제도도입 등 컨설팅 문의 및 지원 신청을 원

하는 기업은 부산동부고용센터(수영역 11번

출구) 3층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760-7212~4)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일일엄마, 아빠된경찰

부산기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 5명이 5

월 19일 관내 미혼모굛부, 방임가정 아동 등 5

명이 생활하는 릫단비 그룹홈릮으로 달려갔다.

혹시 모를 사고의 방지나 아동학대 상담을 위

해 참석한게 아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일일엄

마, 아빠를 자청했기 때문이다

기장경찰서가 이렇듯 단비 그룹홈에 참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단비 그룹홈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

기 위해서다.

부산기장경찰서 이은정 여성청소년계장은

릲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이 소외감

을 느끼지 않고 의미있는 일이 없을까하고 직

원들과 의논한 결과 단비 그룹홈 아이들의 소

원을 듣게 되어 놀이공원에 같이 가 주는게 가

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릳고 말했다

아파트입주민소방체험

부산기장소방서(서장안유득)는 4월 25일정

관면 협성르네상스아파트에서 릫APT 위기탈출

넘버원굩 맞춤형 소방체험교육릮과 릫화재 없는 안

전아파트 인증릮행사를 가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방시설 사용법, 대피요

령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드문 실정이

라 기장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예방과 입주

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주 내용으로는 ▲아파트 소방시설사용법 ▲

화재 시 대피요령 ▲피난대피시설(하향식 피난

구, 경량식칸막이, 완강기 등)사용법 ▲심폐소

생술 배우기 등이 있다.

안유득 기장소방서장은 릲많은 아파트 입주민

들이 소방체험 교육을 받아 화재 발생 시 신속

히 대처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릳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특별체험프로그램운영

정관박물관

정관박물관(관장 이현주)에서는 5월부터 박

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릫특별체험프로그램릮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즐겁게 역사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대부분의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이 주로 초등

학교 고학년(4~6학년)으로 편성돼 있지만, 정

관신도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6~10세 어린

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

성했다.

특별체험프로그램은 보드판과 주사위 등 놀

이도구를 활용해 각 팀별로 부여된 미션 수행

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정관

박물관 자체 개발 체험프로그램이다.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 옷입어보기, 터치스크린 악기

연주, 미니 베틀로 옷감짜기, 만들기, 퍼즐 등

을 체험할 수 있고, 아울러 교육 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역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의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6~

10세)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1시 단체

로, 토요일은 오후 4시~5시 개인별로 접수를

받아 매일 1회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의 재

미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회 15명으로 인

원을 제한해 진행한다.

릫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릮

본격시동

동부산폴리텍대학

기술인재양성의 효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

산캠퍼스(학장 한상규)가 지난 4월 29일에 기

장군과 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 연계 지역맞

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용접배관 기

능사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을 열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용접기능사과정은

청년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

련되었으며 기장군 및 주변지역 구직자를 대

상으로 60일 동안 총 480시간의 교육을 시행

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체에서 인력수요가 큰 용

접배관 기능사 과정으로 실습을 강화하여 기

업맞춤형 현장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입교

한 모든 교육생은 산업체와 연계하여 수료 후

전원취업 할 예정이다.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

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정리수납 봉사단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수료한 봉사들이 모여 정리수납봉사단 발대식을 5월 18일 가졌

다. 그리고 핸드마사지 봉사단 양성 교육을 6월에 실시, 경로당과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봉사를 할 예정이다.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신청은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기장읍과 정관면에서 실시한 나눔프리마켓에 청소년들이 참여

해 학용품, 옷, 생활용품들을 직접 판매한 수익금 일부를 기장군

드림스타트와 위안부 역사관에 기부했다.

센터소속 봉사자는 5월 23일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주관한 자

원봉사 물결운동 선포식에 참가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강연회를 5월

28일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천성

문 강사의 릫자원봉사자의 마인드 업릮이라는 제목으로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을 통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계기

가 되었으며 지역 봉사자들의 화합의 자리가 됐다.

센터 관계자는 릲기장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자원봉사활

동을 펼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두산중공업 RO사

업단, 자원봉사자원회, 하모하모봉사단 외 개인 봉사자분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린다릳고 말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자원봉사 하는 날로 지정돼 있다. 정관에

서는 에코그린스쿨 프로그램 운영으로 봉사자를 모집 중이며 기장

에서는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부비드림 백을 만들어서 제3세

계 최빈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www.1365.go.kr에서 모집

중이다. (사)기장군자원봉사센터(722-2365, 724-1365)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정리수납봉사단발대식가져

도로교통공단

노인운전자교통안전교육

받으면보험료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장장 이종석)은 지난달 5월 8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장 개소식을 실시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하는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어르신운전자의 운전 성향 자가진단 및 분석(CPAD

인지지각검사),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을 포

함하여 3시간 과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인지지각검사도구(이하 CPAD)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으로 합

격할 경우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9개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료를 10％(2년간 5％씩) 할인해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및 각 시도지부 교육홍보부

로 문의하면 진행가능하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상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610-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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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에서쉼표하나찍다 - 장안사

소박함 머금은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

대나무숲이 들려주는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사랑이야기

기장 불광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장

안사로 향하는 길목이 벌써부터 초록빛 옷

을 입었다. 산세가 멋져 봄에는 숨은 벚꽃

명소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울긋불긋 물들

지만 여름을 맞이하는 지금 또한 푸른색 향

연으로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원

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쌍계사라고 했다가

애장왕이 다녀간 후 장안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큰 사찰은 아니지만 계곡을 끼고 있

는 불광산이 병풍처럼 둘러져있어 어느 방

향으로 봐도 경관이 아름답고 산속 절집 못

지않은 아늑함과 청량한 기운이 느껴진다.

장안사 주차장에서 대나무 다리를 건너

면 장안사 입구로 이어진다. 사천왕이 굳건

히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하면 배 볼록에

인자하게 웃고 있는 석상과 약수물이 졸졸

졸 흐르면서 반긴다. 마른 목을 잠시 축이

고 정면으로 고개를 드니 대웅전이 눈에 들

어온다. 장안사 대웅전(보물 제1771호)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이다.

날개를 한껏 추켜올려 날렵해 보이는 팔작

지붕과 겹처마 구조로 규모가 큰 건축물은

아니지만 땅에 진중히 뿌리내린 듯 웅장한

느낌을 준다.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824호)을 품고 있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전, 응진전 그리고 대나무숲을

배경으로 가진 산신각이 있다. 그 앞마당에

는 부처님 진신사리 7과를 모신 3층 석탑이

있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탑을 빙글빙글

돌면서 아들딸, 부모, 이 세상의 안녕을 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릲참 좋아

요. 뭐가 좋으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요. 뭔가 소원대로 이뤄질 것 같아요릳라고

말하는 것 같다.

옹기종기 쌓여진 돌담도, 돌담의 이끼도,

건축물 하나하나가 대웅전을 중심으로 화

려하지 않으면서 아담한 배치로 조화를 이

뤄 매혹적이며 그 속에 흐르는 세월을 담고

있는 듯하다. 되돌아 나오기 전 대웅전에서

바라 본 모습 또한 그 경치가 참 아름답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장안사 정문 지붕기

와 사이사이에는 이름모를 풀들이 자라 산

을 닮았다.

바람에 잎들이 비벼지는 소리를 쫓아보

니 장안사 정문 오른쪽으로 대나무숲길이

나 있다. 릫원효 이야기 숲릮이라고도 불리는

이 곳은 마치 동화나라로 들어갈 것만 같

다. 높이 솟은 대나무들이 원효대사와 요석

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릫사랑하는 사람과 이 길을 걸으라... 손을

꼭 잡고... / 나와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맺

어준 문천교를 지나면 /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 할 비밀의 숲에 도달할 지니...릮

원효대사는 화쟁과 무애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승의 길을 포기하고 대중

들과 함께 삶을 살았다고 한다. 삼국유사

일화 속에 원효대사는 젊은 시절 수행과 교

행에 매진하여 대승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요석공주와의 사랑을 통하여 파계한 후 소

성거사라 자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요석

공주는 요석공주 한사람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대중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왕실과 귀족계층에서만 통용되던

당시의 불교를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가 교

화하기 위한 원효대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자 하는 것이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대나무의 푸르

름과 올곧음이 온 몸을 사로잡는다. 대나무

숲길은 참회의 길, 수행의 길, 속삼임의 길,

대나무숲, 약속의숲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등산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힘

들면 조금만 올라가서 돌아내려오는 길도

있어서 산책하기에 그만이다. 조금 올라가

다보면 장안사의 역대 고승 대덕 스님들의

사리와 유골을 모신 부도탑을 볼 수 있다.

원래는 장안사 주변에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놓았다고 한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다보니 아담한 쉼터가

나온다. 여기서 잠시 앉아 주변을 둘러보

자. 정자에 걸쳐 지나가는 바람도 향기롭

다. 곧고 길게 쭉쭉 뻗은 대나무의 싱그러

운 향 덕분에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도 풀고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

대나무숲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면 장안

사 앞으로 기장 8경 중 4경으로 꼽히는 장

안사 계곡이 있다. 사시사철 청정자연의 매

력을 가진 장안사 계곡은 맑고 차가운 계곡

물이 일품인 곳으로 인근에서도 이름난 휴

식처다. 장안사 계곡을 품은 수려한 불광산

은 등산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작지만 정갈하며 찬란한 문화유산과 자

연의 빛을 품은 장안사가 선물하는 삶의 여

유는 이 곳을 찾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장안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 051-727-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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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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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굛제 232호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1회기장군어르신및여성테니스대회

기장군테니스연합회(회장 장성용)가

주최한 제1회 어르신 및 여성 테니스대

회가 지난 5월 17일 월드컵빌리지 테니

스코트에서 개최 됐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르신들에 대

한 건강 증진과 경로정신 선양을 위해

마련한 이 날 행사에 총 50명(어르신 35

명, 여성 15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성황

을 이뤘다. 주최 측에서 제공한 뷔페식

점심으로 참가 선수 전원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대감을 쌓았다.

이날 오전 9시 개회식에 이어 오전은

예선경기, 오후는 본선경기로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선수들은 시

종일관 열띤 경기를 펼쳤다.

우승은 신현목(테니아클럽), 박태인

(송학클럽)조, 준우승은 김태현(일심

회), 서미순(청강클럽)조가 각각 차지

했다. 푸짐한 상품을 비롯해 참가 선수

전원에게 경품을 선물해 흐뭇한 한마당

잔치 분위기가 연출 됐다.

장성용 회장은 릲참가 선수들 모두 모

처럼 마련된 어르신 및 여성 테니스대회

가 매년 개최됨으로써 기장군의 또 하나

의 문화와 자랑이 꽃피기를 희망한다릳고

말했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유치하고 야

구테마파크 조성을 기념하기 위한 릫제 1

회 기장군배 사회인 야구대회릮가 5월 9

일 장안천 야구장에서 개막해 초대 챔피

언을 향한 열띤 경쟁을 시작했다.

개막식에는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

원, 국회의원, 시의원, 한국수력원자력

(주) 고리원자력 본부장, 부산광역시야

구협회 회장, KNN 대표이사 등 많은 내

빈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했으며 김걸환

기장군 생활체육회 회장은 대회 개막을

선언했다.

기장군이 주최하고 KNN, 부산광역시

야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17일까지 이어지며 총 64개팀이 출전해

예선 토너먼트를 통과한 16개팀이 본선

조별리그를 치룬 뒤 결선 8강 토너먼트

를 거쳐 우승팀이 결정된다. 본선 토너

먼트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는 상금과 부

상이 주어지며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등

개인시상, 타격, 다승왕 등 기록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개막 첫날 그라운드에서 참가팀들은

프로 선수 부럽지 않은 타격폼으로 공을

쳐내고 때로는 멋진 수비로 상대팀 공격

을 막아내며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만 앞

서다가 실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

다. 개막전으로 열린 기장 출신 적풍과

부산 2부리그 뉴에이스의 대결은 적풍

이 뉴에이스를 꺾고 처음으로 32강에 안

착했으며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넘

어야할 예선 토너먼트는 7월 5일까지 진

행될 예정이다.

릫구도(球都)릮로 이름 높은 부산. 그중

에서도 2016년 제7회 여자야구월드컵을

치를 예정인 기장군의 야구 열기는 지금

어느 곳보다 뜨겁다. 동호회를 결성하며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대회에 참가한 부울경

사회인 야구팀을 통해 기장군은 야구 도

시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대회의 주무대인 장안천 야구장은 부

지면적이 1만5천698㎡으로 더그아웃 2

곳, 본부석,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평소 지역 사회인ㆍ유소년 야구인

들에게 야구장 부족으로 인한 갈증을 해

소하고 지역 아마추어 야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야구장 조성 당초

에는 일반 공원을 만들려던 계획을 선회

해 야구장으로 조성됐으며 예약이 줄을

잇고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기장군은

군내 야구 인프라 조성에 더 매진해 앞

으로도 사회인 야구 활성화에 지원을 아

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프로야구빰치는 릫사회인야구릮열기

제 1회기장군배사회인야구대회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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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용품사업 40여년간의노하우로국내점유율 1위
원스톱 생산 시스템으로 전 공정 품질관리

커피점의성공포인트 ③발품팔아유비무환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커피점 창업? 어차피 창업하기로 마음을 결정했으면 훗날 원(怨)도 한(恨)도

없도록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막차 타는 형국이니만큼 유비무환(有備無

患)의 자세로 완벽하게 준비하여 쾌도난마(快刀亂麻)의 추진으로 명쾌하게 실행

하고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성과로 신차 타는 성취감을 만끽하도록 하자.

릫철저한 준비, 나만의 커피점, 고객맞춤식 차별화릮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칙처

럼 고수하면 성공창업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

처럼 유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커피점들에 대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을 고수하는 개인 독립 커피점을 창업할 경우 예

상치 못한 릫틈새시장릮을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허나 분명한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릫덩치 싸움릮이 되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

다는 점이다. 몸집이 작고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독립점이 몸집이 크고 이미

알려진 브랜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정면 대결을 한다면 백전백패(百戰百敗)

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골리앗을 단숨에 해치운 다윗의 승리에서 독립점의 성

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덩치 싸움이 아닌 릫지혜 싸움릮을 하였

기 때문이다. 작고 무명인 다윗이 지혜로써 크고 유명인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비록 규모가 작고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독립점이지만 독립점만이 누릴 수 있

는 장점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가맹점에 못 이길 이유가 없다. 미국의 스타벅스

(STAR BUCKS)로 시작된 국내 커피시장에서 국산브랜드들이 이국적인 이름

에 못지않은 맛과 독특한 인테리어로 외국 브랜드를 앞서고 있는 것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지혜의 출발은 창업자 스스로 신발이 닳

도록 발품을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 발품을 팔아야 하는가? 독립점 창업은 가맹점 창업과는 달리 창업 준비의

모든 과정을 창업자 스스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점포의 입지를 결

정해야 하고, 점포의 시설을 설계해야 하며, 메뉴의 구성을 구상해야 하고 원자

재의 거래처를 확보해야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종업원을 선발하고 교육해야 하

며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야말로 릫북 치고 장구 치는 격릮이니

발품이 최고의 무기일 수밖에 없다.

어느 것에서부터 어떻게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인가? 발품의 시작은 상권의 선정

이다. 창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권을 선정할 수 있도록 릫창업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직 창업자 자신만이 진다릮는 굳은 각오로 밥 든든하게 챙겨 먹고 신발 끈 단디

동여매고 지역지도 허리춤에 깊이 끼고, 필기도구 손에 꼭 쥐고, 사통팔방 뛰고

살피고 찍으며 팔아야 한다. 표적고객을 확정하고 상권선정 기준을 설정하여 구

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요령 있게 수집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야 한다.

표적고객은 독립점은 어차피 규모와 인지도에서 가맹점에 뒤지기 때문에 원

칙적으로 주표적 고객은 주부, 젊은층 가족, 청소년으로 하고 부표적 고객은 기

존의 커피점 개념의 소비자로 하면 된다. 상권선정 기준은 창업자의 자금동원

능력, 출퇴근 용이성, 현재의 시장규모, 미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

료를 수집해야 한다. 당연지사 아무리 좋은 상권일지라도 창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필요로 하거나 출퇴근하는데 지나치게 불편하면 릫그림에 떡릮일 뿐

이다. 상권의 현재규모는 상권내의 주거인구와 유동인구 가운데 커피점 이용이

가능한 인구의 수, 커피점과의 보완업종을 비롯한 업종의 분포, 커피점을 비롯

한 직간접적인 경쟁자의 분포, 도로구조를 비롯한 지형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해야 한다. 발전가능성은 입점상권과 주변상권의 확대

또는 위축 가능성, 주요 건물의 신축 또는 철거 계획, 도

시개발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수집 요령은 처음에는 마치 눈으로만 쇼핑하듯이

가볍게 보는 수준에 그친다. 다음에는 주요 부분 중심으

로 간단히 메모를 해가면서 눈여겨 파악한다. 세 번째부

터는 마치 이 잡듯이 파헤치면서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으면서 조사한다.

위니코니(주)에서 만드는 물놀이 용품들. 위니코니(주)에서는 매년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위니코니(주) 전경.

어느덧 바람에도 더위가 실려 오는 6월

이 됐다. 벌써부터 계곡이나 바닷가에는

시원한 물과 바람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붐비고 뜨거워지는 햇살만큼 일찍이 물놀

이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에도 스파를 즐기고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서 물놀이용품은 사시사철 필수품이 되어

가고 있다.

정관면에 위치한 위니코니(주)(대표 박

영춘)는 1972년 창립된 임자공업사로 시

작하여 위니코니(주)까지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고주파기법

을 사용하여 튜브를 제작하는 한국의 대표

적인 종합 레저 스포츠용품 전문 생산 업

체이다. 창립 후 40여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점유율 60~

70％를 자랑하며 다양한 물놀이기구, 공기

주입식 완구, 해양안전용품, 해양레저장

비, 공기주입식 캠핑용품 등을 개발, 생산

하고 있다.

정관면에 위치한 부산본사, 파주공장 그

리고 중국 심천공장 등 3곳의 자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서울사무소 및 중국사무소 그

리고 미국지사를 두고 해외 수출에도 박차

를 가하고 있다.

위니코니(주)는 본사 관리 하에 원스톱

(One Stop)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획

굛디자인, 금형개발굛제작, 인쇄, 고주파 웰

딩굛봉제, 테스트 및 포장, 물류 단계에 이

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전 공정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생산시스템은 불량률을

줄이고 생산기간을 단축시키며 제품의 완

성도를 높였다. 또한 제품 판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품에 대한A/S와

상담이 이뤄져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다.

위니코니(주) 박영춘 대표는 릲위니코니는

KC인증업체로 제품이 튼튼한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품

기능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릳고

말했다. 이에 위니코니(주)는 2014년 국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품 안전 표창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위니코니(주)에서는 튜

브, 비치볼, 보트, 풀, 에어바운스, 부력복

(구명조끼), 수경, 스노클 세트, 물총 등

연령대별, 성별, 크기 및 종류별로 매우 다

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토마

스, 파워레인저 시리즈, 프린세스, 코코몽,

겨울왕국, 또봇, 폴리 등 영유아들의 선호

도가 높은 캐릭터가 디자인된 제품이 많아

물놀이 재미를 한층 높여준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

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와 여름철 인기

좋은 해운대, 광안리, 경포대 등 주요 해수

욕장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에버랜드,

블루원, 캘리포니아비치, 대명오션월드 등

주요 워터파크에 유수풀용 튜브, 워터 슬

라이드, 부력보조복을 납품하고 있다.

위니코니(주)는 물놀이 용품의 디자인

등록, 인쇄 특허 등 다양한 상표등록과 실

용신안, 특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개

발연구소에서는 매년 주요 캐릭터 라이센

스 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 소재, 기능을

다양하게 접목해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

또한 자체 브랜드 릫MITI(미티)릮와 릫아라칸릮

을 만들어 레저용품 전반을 아우를 수 있

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위니코니(주) 전 부서 직원들은 릲새로운

생각, 뜨거운 열정, 확고한 신념, 이 모든

것은 즐거움에서 시작된다릳는 사훈을 내걸

고 소통과 공유를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

를 내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위

니코니(주)가 압도적 국내 점유율을 자랑

하게 된 원동력일 것이다.

문의 : 051-508-8225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인문학 힐링 문화 축제

창의계몽운동위한 릫스토리두잉랠리릮

하가빈 문화카페에서 릫스토리두잉 랠리릮두번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동의대학교 무한상상실(김일철 동의대

교수)은 기장학연구회(회장 황구)와 함

께 창의계몽운동의 일환으로 5월 16일 대

변리 위치한 문화카페(하가빈)에서 8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릫2015 스토리

두잉랠리 두번째 이야기릮를 성황리에 개

최했다.

2015 스토리두잉랠리 두번째 이야기는

동서와 고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아우

르며 미래 지향적 창의를 깨우치기 위한

인문학 창의 문화 축제로 퇴계와 괴테를

아우르는 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 첫 발표자인 황구 회장은 조선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퇴계이황 선생의

성학십도 중에 태극도를 통해 소우주인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과 인문창발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장혁 동의대 독문과 교수는 독일의

대문호이자 진정한 융합적 지성인이었던

괴테의 열린 사고와 공존의 미학을 현대

적 관점에서 재조명한 강연을 펼쳤다.

고전을 깨우는 거문고 연주(권은영 부

산대 교수) 그리고 인문학적 힐링을 모티

브로 한 서양화전(김형률 동의대 교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문화적 체험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한껏 펼쳤다.

또한 3D프린팅 시현과 성학십도 병풍

전시 및 기장 십경 사진전 등의 전시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로 이 행사를 기

획한 동의대학교 김일철 교수는 릲100년 전

심훈이 상록수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펼쳤

다면 이는 또 다른 창의계몽운동릳이라며

릲앞으로 이런 취지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계획릳이라고 밝혔다.

동의대 무한상상실은 미래창조과학부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창의성

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문화 형

성과 확산을 위해 향후 스토리두잉아카데

미 2기 과정을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는

동의대학교 무한상상실 전화 890-2052로

하면 된다.

청년층(만 18~34세)
고졸이하 비진학청년,대졸이상 미취업자(졸
업예정자 및 졸업자-재학생 제외)

중장년층(만 35~64세)
최저생계비 25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
업자(실업급여수급자 제외)

1단계 진로설정→취업상담(최대20만원 참여수당 지급)

2단계 취업알선→취업상담 및 훈련탐색

3단계
직업능력향상→직업훈련(6개월)지원(매월 최대 40만원 훈
련수당 지급, 일부 자부담 취업시 환급)

4단계
집중취업알선→취업알선,동행면접(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지급-1년 최대 900만원)

■참여대상(만 18~64세 미취업자)

■단계별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력서굛면접클리닉, 일자리정보제공, 동행면접

정관지역 차량 픽업서비스 실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孝

노인요양센터

섬김,사랑,나눔을실천하는노인복지시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최우수 1등급시설(재가)

1급 요양보호사 가정방문센터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 전문기관

중풍굛치매굛노인성질환전문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 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유료광고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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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도라지 다시마 잡채

☆ 영양 팁 : 도라지는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지에 널리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인 초롱꽃

과에 속하는 식물이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비

타민C,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좋다. 특히 사

포닌은 진정, 해열, 진통, 거담, 콜레스테롤 대

사 개선, 항암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

재료 및 분량 (1인분)

당면1/4줌, 다시마(5㎝×5㎝), 도라지 1대,

적양파1/6개, 당근1/10개, 빨간 파프리카1/4

개, 애호박1/10개, 깨소금굛참기름 2작은술씩,

소금굛식용유 약간씩, 조림장(간장굛설탕 2작은

술씩, 참기름 1작은술, 물1컵)

만드는 방법

1. 당면은 찬물에 담가 부드럽게 불리고, 다시

마는 찬물에 불려 곱게 채 썬다.

2.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다음 5㎝ 길이로 채

썰어 소금을 약간 뿌리고 주물러 쓴맛을 뺀

뒤 찬물에 헹군다.

3. 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채 썬 도라지를

볶은 뒤 소금으로 살짝 간한다.

4. 파프리카, 양파, 당근, 애호박은 곱게 채 썰

어 식용유를 두른 팬에 볶아 소금으로 간한

다.

5. 냄비에 조림장 재료를 넣어 섞은 뒤 채 썬

다시마를 넣는다.

6. 5번의 재료가 끓어오르면 당면을 넣고 부드

럽게 조린다.

7. 볼에 모든 재료를 넣어 버무리고 깨소금,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유갑석

(동부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릫경상도고기전문가릮 릫전라도음식전문가릮가만났다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강고집 생고기 전문점

가브리살 수육 정식

이미 기장군내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맛깔스러운

반찬 등으로 맛집으로 익히 소문난 릫강고집 생고기

전문점릮 식당. 올해 13년째 강기형 김은미 부부가 운

영하고 있다.

강 사장은 23년째 정육점 도매업을 운영해 오다

13년 전 IMF 이후 식당을 열었다.

강고집은 점심에는 식사 손님, 저녁에는 고기 손

님으로 나뉜다. 점심의 정식은 5천500원부터 1만원

사이에 손님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차려진다.

오늘 차려진 메뉴는 수육정식(1만원)으로 릫강고집

정식릮이다. 수육은 가브리살로 돼지 한마리당 200그

램 정도 나온다는 특수부위다. 지방이 적어 담백하

며 고기의 육질이 뛰어나다.

수육정식은 식사 1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맛볼 수

있다. 예약과 동시에 수육을 삶기 시작해서 손님의

상에는 뜨끈뜨끈한 수육이 올라온다. 여타 다른 식

당에서 볼 수 있는 한약재를 넣었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 가브리살 특유의 맛이 다른 것을 가미하지 않

아도 충분하다는 것이 강 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함께 나오는 간장소스는 가브리살 수육과 뗄

수 없는 사이다. 땡초와 마늘 설탕 식초를 넣은 단순

한 간장소스이지만 수육의 맛을 최고조로 올리는 효

과를 불러온다.

수육정식은 다른 일반정식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

이지만 강고집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수육정식은 우거지국과 궁합이 좋다. 그러나 반찬

으로 된장찌개가 나올 때는 국으로 미역국이 나온

다. 우거지국과 된장찌개는 속재료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음식을 내 놓으려는 김 씨의 배려

와 정성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가브리살이 없을 경우에는 목살과 삼겹살 수육으

로 대체될 때도 있으니 주문 전에 문의하는 게 좋다.

일반 정식에는 두루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소고

기, 감자탕 등 주 메뉴가 일정하지 않다. 부인 김은

미 씨는 틀에 박힌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그때 신

선한 것, 좋은 것이 눈에 보이면 식탁에 올리는 스타

일이다. 그러다보니 같은 점식 식사 시간에도 상마

다 반찬이 조금씩 다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녀의 손맛의 비결은 전라도 해남의 친정어머니

께 물려받았다고 한다. 김 씨가 조리하는 음식은 대

부분 느린 음식이다.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 릫슬로

우 푸드릮라 할 수 있는데 올바른 먹거리의 시작이라

고 김 씨는 말한다.

식당 앞에는 텃밭이 120평가량 있는데 이곳이 강

고집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채소가 길러지는 곳이

다. 강 사장은 틈만 나면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쌈 종류, 양파, 정구지 등이 모두

이곳 텃밭에서 난다.

김치는 해남 처가에서 담궈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사용한다. 제대로 된 묵은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처가와 저온창고 덕분이라고 한다. 고추와 콩 등 대

부분의 식재료도 처가에서 공수해 온다.

저녁에는 고기 손님이 대부분이다. 반찬이 점심식

사와는 다르게 적게 차려진다.

강 사장은 릲좋은 고기를 그때그때 준비하고 있지

만 2~3일전에 예약을 하면 치마살, 꽃살, 갈비살 등

최고의 고기로 엄선해서 준비하겠다릳고 말했다.

가격도 일반 시내보다 저렴한 편이다. 시세에 따

라 다르겠지만 120그램에 8천원 선인 것을 이곳에서

는 150그램으로 맛볼 수 있다.

강 사장은 릲릫강고집릮이라는 상호와 명성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단골과 손님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

를 목숨같이 지키겠다릳고 말했다.

예약전화 724-9900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와 함께하는 영양상식

미각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한 본능의 감각이

다. 인간의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맛은 5미 즉,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다. 단맛, 짠맛 등은

보통 기분 좋은 감각으로 쓴맛과 신맛은 불쾌한 맛

으로 각각 받아들여져, 인간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

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해주는 일종의 릫센서릮와 같

다. 특히, 단맛은 우리의 주된 주식인 당류를 포함한

탄수화물에 들어있으며 우리 몸을 움직이는 힘의 근

원이다.

그러므로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자연 상태에서 단맛은 주로 꿀이나 곡물로 만든 조

청, 엿에 많이 들어있지만 흔한 것이 아니어서 더욱

귀했다. 그러나 사탕수수, 사탕무를 재배하는 대규

모 노예 농장이 생기고 나서부터 단맛의 대명사인

설탕이 대중화되었다. 또한 설탕보다 저렴하게 단맛

을 얻을 수 있는 사카린, 아스파테임과 같은 인공감

미료까지 개발되어 보다 쉽게 단맛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섭취량의 1위가 음료수, 2위가 설탕 및 당

류, 3위가 빵과 과자로 밥과 반찬 등 주식을 통한 당

섭취량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

은 층에서 많이 마시는 탄산음료와 한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각종 농축 즙(사과즙, 배즙, 마늘즙, 포도

즙 등), 단맛을 좋아하는 기호에 맞춘 당도 높은 과

일류의 생산, 각종 가공 식품 속에 숨겨진 감미료 등

의 과다한 섭취는 단맛 중독의 길로 빠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

과다한 당의 섭취는 충치, 비만, 당뇨병과 같은 질

병 뿐 아니라 면역기능저하, 우울증 등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폭식이나 과식 경향을 보이

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탄수화물이 주는 단맛에

중독 성향을 보인다. 달콤한 맛과 향으로 우리의 눈

과 입을 사로잡아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쉽게 떨칠

수 없는 단맛의 유혹. 단 음식은 도파민 분비가 촉진

되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금단현상

을 일으킬 수 있고 식욕부진과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가

많아져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단맛이 나는 식

품을 많이 섭취하는 어린아이들은 단맛에 더욱 점점

더 둔감해지고 단맛에 길들여져 성인이 되면 영양과

잉으로 각종 합병증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세계보

건기구(WHO)도 기존 당 섭취를 총 열량의 10％ 이

내로 권고하던 것을 5％를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하는

새로운 당 섭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맛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속에서 당 섭취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리

할 때 설탕, 물엿, 꿀 등 단순당의 사용을 줄이거나

당이 첨가된 음료는 가급적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며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실 경우도 설

탕을 많이 넣지 않아야 한다. 과일주스 대신 생과일

로 먹고 대중식당 이용 시 자판기 커피나 사탕을 먹

지 않으며 가공식품을 이용할 때는 영양표시의 당

함유량을 꼼꼼히 살피고 선택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당의 유혹으로부

터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박명주(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연구위원)

제 232호 2015년 6월 1일(월요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

양사업과 자라나는 후손에게 보훈문화 창달 및 자유국가 수

호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위안행사

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 09:30~13:00

○ 장 소 :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참여대상 : 기장군 국가유공자 및 가족

○ 공연및봉사참여단체

- 기장문화원 고전무용반 살풀이춤 축원무

- 부산시 여약사회 오카리나 합창단

- 부산시 여약사회 소년소녀합창단

- 53사단 군악대

- 53사단 의무대 의료봉사

※ 점심식사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 주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단체 협의회

□ 주관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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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신도시, 봉황이알을품고있는금계포란형국

삽
화

김
미
화

릫전하, 기장현 내 있는 백운산(580m)은

동래, 기장, 양산, 울산 네 고을들의 교차점

에 걸쳐 있고 또한 밀양, 경주로 가는 두 길

의 사이에 해당되는데 표면은 험악하지만

안쪽은 평탄하고 샘이 솟아나고 있으며 주

위가 20여리나 되어 10여만의 사람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세가 높아 대마도

와 상대가 되며 부산이 눈 아래 있어 바다를

건너는 배들을 하나하나 셀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에 섬 오랑캐들의 변이 있게 된다면

드나듬과 동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

이니 만일 지금 성을 쌓고 군량을 비축해 두

고 동래, 양산, 기장 세 고을의 민중을 거느

리고 들어가 지킨다면 곧 울산의 병영과 자

연이 앞뒤에서 적을 몰아치는 형세를 이루

어 남쪽 지방일대를 보장함이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릮

이상은 1681년(숙종 20) 11월 22일 오늘

날 전 부산권이던 동래부사 이희룡과 암행

어사 이삼석 등이 지금의 정관면 백운산 위

에 성을 쌓아 군사적인 요새지로 만들어야

만 되겠다는 상소문을 숙종임금님께 올렸

다. 숙종은 이의 타당성을 의정부와 경상도

감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다.(조선실록)

백운산은 원적산의 줄기이기도 하지만 우

리 기장쪽에서 보면 조산(祖山)의 구실을

하고 있는 명산이기도 하다. 오래된 사찰이

기도 하였던 선여사 뒤에 있는 망일암에서

보는 동해서 떠오르는 찬란한 햇빛은 장관

을 이뤘다고 한다. 경주 석굴암에서 보는 일

출광경보다 그 비경은 글과 말로써는 도저

히 형언할 수 없는 극치였다고 한다.

백운산 앞에 품고 있는 소학대(巢鶴台)

는 영남에서 유일하게 소금강산이라고 알려

져 있는 곳이다. 봄, 여름이면 진달래와 철

쭉꽃, 산수유, 할미꽃 등 오색찬란한 꽃과

뭇 산새소리가 지저귀고 장끼가 까투리를

유혹하는 이른바 꿩소리는 멀리 가동마을까

지 들렸다고 한다. 가을이 되면 소학대의 괴

암괴석 주위에 붉고 푸른 단풍잎이 무지개

가 선 듯 온 누리를 감싸 오죽하면 소금강산

이라고 했을까. 그 속에 학이 둥지를 틀었다

고 그 이름을 릫소학대릮라 했다. 소학대가 안

고 있는 정관소재지의 팔경대와 다산단 그

리고 용산제 이현사 등 모두가 이지역의 역

사와 함께 숨 가쁘게 살아온 유적의 터전들

이다.

조선때 유학자인 정상모는 소학대를 두고

이렇게 읊고 있다.

릲백척의 높은 바위가 대처럼 우뚝 솟으니

하늘보다 높이 올라 봉래를 걷는 것 같다.

맑은 날씨에는 만가지 형상이 꼭 사람들이

모여 다투는 것 같으니 이는 세상에 처음으

로 태어난 여러 봉우리가 함께 모여서 노는

것 같네. 내 일찍이 강호를 여러 번 돌아보

았으나 마음이 충족되지 않아 불만이 쉬 가

시지 않았는데 오늘 이 소학대에 올라 밑을

내려다보니 비로소 눈이 처음으로 활짝 열

리는 것 같다. 만가지 풍경을 마음껏 안고서

뒤돌아보니 지나간 천년의 세월을 다시 돌

릴 수 없구나릳

옛날 신라의 도읍지인 지금의 경주에 앞

서 이곳이 물망에 올랐다는 설이 전해오는

정관은 옛 명칭이 상서면에 이어 삼동이라

고 부르기도 했다.

3세기 전후로 부족국가의 유물이 쏟아진

정관에는 당시 말을 훈련시켰다는 치마산과

병사들이 주둔하던 진계 등 그리고 날아가

는 화살보다 말이 먼저 달려간다는 도마고

개 등이 여태껏 전해오고 있다. 또 기원초

신라의 거도장군이 이곳을 침범할 때 있었

다는 반월성의 유적지와 아월역이 있었다는

곳이 지금의 월평이 아닌가. 많은 유물과 전

설을 간직한 채 천년을 두고 음지에 가려있

던 정관은 10여 년 전만 해도 가을이면 멀리

예림들에서 소학대 아래까지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황금의 파도물결이 장관이며 그

옆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은 제석동(帝釋

洞) 골짜기에서 임랑 앞 바다로 이어지는 제

석천이아니던가. 제석이란 불교의 용어로써

옛날 백운산과 소학대주위에 선여사를 비롯

해 이름난 절과 암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 사찰인근에는 풍부한 물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1995년 우리나라 건축풍수학자이며 조선

왕능 실태를 풍수설로 엮은 장영훈 선생은

필자와 함께 소학대에 올라서 정관소재지는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 형국이

라고 격찬 했었다. 20년 후 오늘 상전벽해로

변한 정관신도시는 군내서 가장 으뜸가는

읍소재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이제 봉황새

가 알을 낳기 위해 태동하고 있는 것일까.

정관이란 한자는 솥정 릫鼎릮자에 갓관 릫冠릮을

쓴다. 정(鼎)자의 풀이로써 정갑(鼎甲)은

과거시험에 최우등으로 급제한 3인 가운데

한사람이며 정석(鼎席)은 영의정 좌의정 우

의정을 말하고 정성(鼎盛)은 한 참 왕성할

때 그리고 정신(鼎臣)은 대신을 일컬으며

정운(鼎運)은 임금의 운명을 말할 만큼 중

요하고 좋은 뜻을 가진 한자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관은 좋은데 백운공원

묘지가 흠이라고 하고 있다. 풍수설로 백운

산은 치마산을 우백호하고 좌청룡산은 조

룡산 그리고 안산은 달음산이다. 그 안에

발전해가는 정관의 중심도시가 형성돼 가

고 있으니 묘지가 흠이 될 수 없는 명지인

것 같다.

고대 그리스 전설에 솥(鼎)은 부활 회춘

의 상징이라고 했으며 고을족의 전설에는

죽은 자를 솥에 넣으면 이튿날에 다시 살아

난다고 했다. 이런 곳을 찾아 공원묘지를 조

성한 사람들은 이런 옛문헌들을 철학적으로

나 풍수설로 인용한 것이었을까. 백운산의

왼쪽산인 병산마을 뒤 박달제에 임진전쟁이

끝난 이듬해 부산다대첨사(정3품)를 지낸

김윤룡 장군의 무덤이 왕능같이 솟아있다.

이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불광산과 장안사

로 이어진다. 또 백운산의 우백호산인 치마

산을 따라 가면 고대 부족들이 천신에게 제

사를 지냈던 천마산을 비롯해 달음산으로

이어지며 오른쪽으로 계속가면 기장의 옛

진산인 일광산과 안적사가 있는 앵림산으로

이어지는데 이 명산들 아래 군내 전마을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군내 산맥들이 백운산에서 뻗어져

백운산은 부채의 손잡이가 되고 있어 앞으

로 정관의 책무도 대단할 것 같다. 정관 신

도시와 정관읍승격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한몫을 하고 정관에 사는 사람들이 힘을 모

아서 백운산아래에다 위대한 정관읍을 만들

고 있는 것은 참으로 흐뭇한 일이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어느 새 너무 많이 익숙해진 릫주의

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릮 ADHD에 대

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ADHD

의 핵심증상으로는 부주의와 과잉활

동-충동행동(탈억제) 이 두 가지의

주요 증상으로 구성된다. 부주의란 말

그대로 주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다

시 말해 주의집중이 안되며 쉽게 주

의가 산만해지고, 부모나 교사들이 얘

기하는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지 못한

다. 또 과제나 놀이 활동에 반응하는

것이 어렵고, 쉽게 잊어버리는 행동이

잦는 것을 말한다.

과잉활동-충동행동(탈억제)의 증

상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돌아다니고

더 시끄럽게 놀고, 지나치게 말을 많

이 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

고 줄을 서거나 기다리거나 순서대로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릲이 장애

는 어린 아동들에서는 과잉활동, 침착

하지 못함, 쉽게 분산되는 것, 짧은

주의집중시간으로 나타난다. 이 행동

은 보통 청소년기가 되면 사라진다.

이 행동이 기질적인 대뇌 손상 때문

에 생긴다면 이 장애는 적절한 비심

리적이고 기질적 대뇌증후군으로 진

단되어야 할 것이다릳라고 밝혔다. 이

말은 대뇌손상이 아닌 경우는 발달적

으로 심각하지 않고 청소년기가 되면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을 두

고 미국에서는 발달장애인 ADHD로

진단을 하고, 유럽에서는 정신지체나

기질적인 대뇌손상이 아닌 경우는 가

정의 역기능과 사회적 불리함에 의한

행동의 문제나 장애 즉 행동상의 문

제로 진단을 한다.

이는 질병으로 보는 시각과 질병으

로 보지 않는 시각의 차이를 말한다.

방송에서 본 리포트의 결과를 보면 4

세에서 17세의 미국 아동은 11％에

해당하는 600만명이 ADHD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3％의아동만이ADHD환자이고프랑

스에는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이 거

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격차는 릫이상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릮로

부터 시작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

동개인의 장애에서 찾는 미국과는 달

리 유럽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주변 환경과 관계개

선을 치료책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0.5％만이 약물치료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주의력결핍 그리고 과잉행동-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다. 기장에서

센터를 개원한지 3년이 지나고 정관

에까지 확장해서 개원한 지금, 얼마나

많은 ADHD아동들을 만났는지. 때론

부모가 아동을 과잉확대 해석을 해서,

때론 지나치게 관대해 아동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는 부모에 이르기까

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약을 복

용할 만큼의 심각한 아동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신과에

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을 받아 복

용을 하고 있었다.

ADHD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하

지만 대뇌의 문제이거나 부모가 사용

하는 아동양육방법, 부모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의

정신병리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이

ADHD/과잉활동과 의미 있게 관련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동들의

ADHD의 결과이거나 또는 ADHD보

다 공격성,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항성

장애와 품행장애와 같은 합병장애의

위험은 분명히 가정환경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가정법원의 보호위탁 대

상 소년들의 가정환경을 보면 대부분

이혼가정이거나 가정폭력 등에 노출

이 되어있다.

이제 ADHD에 대해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성인 ADHD는 대뇌의 문제가 없는

한 따뜻한 가정이라면 발병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다. 따뜻한 가정의

우선은 부부사이가 좋아야 한다. 혹여

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ADHD되기를

바란다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부경평생교육센터 기장점 051-723-9700

기장평생교육센터 정관점 051-727-9950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한국SGI기장회원, 국토대청결운동펼쳐

한국 SGI 기장권(권장 백운우) 회원들은

5월 17일 회원 81명이 모인 가운데 대변항

부터 월전까지 오물을 수거하고 청소를 하

는 등 지역을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사진>

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릫내 고장의 환

경은 내가 지킨다릮라는 마음으로 안전책임

자 인솔 하에 4천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했으

며 회원들은 1997년부터 계속해서 국토대

청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 SGI 기장권 회

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과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에서 작지

만 빛나는 희망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현실업상태) / 근로자카드(현재직자)국비지원훈련생수강가능굩)

평생비젼교육센터과정별개강안내굩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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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릲지역사회주민들과함께미래를열어가는평생비젼교육센터가되겠습니다릳

과정명 과정내용 개강일 본 교육센터의 장점 및 진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오전반(09:00~13:50) 2015년07월13일 장점 구)기장요양교육원(부산시지정6호)/
2천5백여명 배출 전국최고 합격＆취업률/

검증된 교육기관진로 요양시설, 재가센터 취업/
내 가족 요양도 급여지급 (급여 1일4시간 60만/

시설취업 170만 전후)

주간반(09:00~17:20) 2015년09월14일

야간반(18:30~22:20) 2015년08월17일

3월28일 15회시험 36명 응시 33명합격/
합격률 92％ 달성 / 시험만점 2명 배출굩

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주간간(09:00~17:20) 2015년07월13일 장점 구)현대장례교육원(부산시제4호)/
250여명 배출/미래의 불루오션(일본 등 각광직업)

/ 취업연계진로 상조, 장례식장 등 취업
(250만 전후) 및 창업

야간반(18:30~22:20) 2015년06월15일

주부 피부
미용사

네일아트미용사

오전반(10:00~12:50)

2015년06월15일

장점 (부산시제해69호)/ 부담 없이 취미로
시작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까지굩

본원자체장학 50％지원진로 : 네일샵. 미용샵 취업
(200만 전후) 및 창업

오후반(15:00~17:50)

화신사이버
대학교

MOU연계과정

사회복지학과(신. 편입)
평생교육학과(신. 편입)
한국어교원(교사)자격2급

2015년06월31일까지
각 과정별
접수마감굩

장점: (부산시제해69호)/ 화신사이바대학교와
동부산센터 MOU체결 / 각 학과별 수강지원 진로:

각 학과별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그 외 과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유전자지문 적성검사

2015년06월13일(토)
실시굩

(당일까지접수가능)

자녀의 적성을 조기 발견하여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굩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체육지도사/ 사회복지사1급 과정 -문의

고 품격 어르신 돌봄기관 - 실버캐슬노인복지센터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요양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교육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실버캐슬 노인복지센터 051)722-0169 (기장군 본인부담금30％ 지원센터)

강좌명 시간 강사 비고

기초한문 매주(화)10:00~12:00 林泉이방호선생 명심보감, 천자문

한문1 매주(화)14:00~16:00 栢村구석기선생 경전,당ㆍ송한시등

사군자 매주(화)14:00~16:00 東谷신태근선생

한문2 매주(수)10:00~12:00 孤亭김치우선생
한문을 통한
문헌과 유적

민요교실 매주(수)14:00~16:00 이나영 선생

다도교실 매주(목)14:00~16:00 明川이선주선생 ※6월 첫 주 시작

유림교육 매주(목)10:00~12:00 薇田문동욱전교
원임전교 6명외
유림지도자

생활도예 매주(목)14:00~16:00 雲岡정진실선생
생활도자기(현장학

습,가마)

서 예 매주(금)10:00~12:00 曉園박태만선생 집인관

충효교실 매주(토)10:00~12:00 星斗김두호국장
명륜당 및 향교일원

(청소년)

인문학특강 수시일정조율 사회저명인사 연중10회

□ 목적

○ 2015기장향교행복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건전한 유교문화

계승

○ 향교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인문학 진흥

○ 건전한 가치관과 문화연대의식을 고취하여 바람직한 역사

관 확립

○ 기장군민의 충효사상을 확립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친숙하

게 전달

□ 주 제 : 전통문화굩 인문학굩 스토리텔링과 힐링굩

□ 사 업 명 : 2015행복아카데미(충효교실)

□ 사업기간 : 2015년 4월 ~ 12월

□ 수 강 료 : 무료

□ 장 소 : 명륜당, 집인관, 풍화루 등

□ 강좌 및 강사현황

기장향교 행복아카데미 수강생모집

□ 강사 및 향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기장향교(721-3287), 문화관광과(709-4066)

조리 국비 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재직자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 한식개강일 : 2015.6.16~(저녁7시 1일2시간).

(죽.면요리/비빕밥,콩나물밥/찌개.찜요리/구이.볶음요리/후식)

○ 양식.중식개강일 : 2015.6.29.~(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테이크외)

＊일반-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자격증반.외식창업.생활요리반.

＊학생-6개월/1년 책임지도반.진학반우대.대회반.

＊중.고.대학생 우선 접수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 한식.양식취업창업반과정 15.7.22~9.3(09:30~14:30)

◈소자본창업실무요리과정(목.금.토) 15.6.25~9.4(14:30~18:20)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월.화.수)15.6.22~8.12(14:30~18:10)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 15.6.23~7.29(10:00~13:00)

[국비지원특전]
◈ 특전 : 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약매월28만원

(교통비.식대별도지급)

◈ 교육대상

①주부.남.여(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굩

②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고등학교,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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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준 씨가 회동수원지의 발원지로 알려진 곳에 우물을 만들었다.

박민준 씨가 운영 중인 릫풍경속으로릮 전경.

철마면 소산마을은 기장군내 오지마을 중에

서도 오지에속한다. 그만큼산이높고계곡도

깊어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오래 전부터 버섯재배 농가가 단지를 이

뤘고 최근에는 밭미나리 재배가 한창이다.

식품 제조회사를 경영했던 박민준 씨는 16

년 전 철마 소산마을에 농장을 경영하기 시

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을 하는 틈틈이 농장 기

반 조성, 숲 조성 등의 농사일을 병행했는데

2013년 초부터는 회사를 정리하고 본격적으

로 농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

면서 번 돈을 모두 농장에 투자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투자도 계속하고 있어 수익

은 미미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1만9천600㎡의 대지에 구절초,

삼백초, 어성초, 백야초 등 360가지 야생화

를 키우고 있다. 매년 수천만 원씩을 들여서

조경수를 심고 가꾸었다.

야생화 외에도 어성초, 삼백초 등의 야생

화를 이용한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고 프레

스플라워, 꽃차 등도 만들고 있다. 그는 예

전부터 야생화에 관심이 많고 재배도 했었

기에 야생화 재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야

생화 관련 책을 출간했을 정도로 해박한 지

식을 가지고 있다. 프레스플라워, 꽃 등은

원료를 만들어 학교 단체나 유치원에 납품

을 하기도 했다.

요즘은 누가 뭐래도 웰빙과 힐링이 트렌

드며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

한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 박 씨는 16년간 가

꿔온 농장에 릫풍경속으로릮라는 이름을 붙이

고 셀프 힐링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릲철마면 소산마을은 편백나무 숲이

우거진 청정지역이라 힐링을 접목하기에 안

성맞춤릳이라며 릲많은 도시민이 몸과 정신을

씻고 진정한 힐링 체험을 하길 바라는 마음

에서 만들었다릳고 말한다.

그는 발효식품 회사를 직접 경영했었고

대체의학 쪽으로도 오랫동안 공부한 경험이

있어 발효식품 제조를 시작했다. 삼백초, 어

성초 등의 종자를 구입해 재배해서 발효 효

소를 담그고 있다. 100％ 국산 콩을 사용한

된장도 판매하고 있다. 제품은 전량 농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데 다품종 소

량재배라 거의 다 소진된다.

주 수입원은 약초 발효효소와 된장(5~7

년) 등이다. 발효식품은 오래될수록 당성분

이 모두 분해되어 가치가 더 좋아진다. 이

지역이 오전은 따뜻하고 오후가 지나면 온

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지형이라 발효식품을

생산하기에는 최상이다. 삼백초는 가을에

잎과 뿌리를 채취해서 응달에 말린 다음 설

탕이나 올리고당을 섞어 50년 된 단지에 발

효를 시킨다. 기본적으로는 3년 정도를 숙성

시킨 후 내용물과 효소 액을 분리해 액만 가

지고 1차, 2차로 조금 더 오래 발효시킨다.

삼백초와 어성초는 일반인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백초는 항암효과에 탁월

하고 어성초는 항균효과가 뛰어나다. 백가

지 약초 채취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부 부족

한 약초는 지리산 등 외부에 부탁해서 가져

오는 것도 있다.

릲경쟁력은 본인이 살아온 경력이에요. 신뢰

와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지나온 발

자취를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식품제조 회사를 30년 이상 경영

해온 저의 과거 이력이 릫풍경 속으로릮의 모든

식품에믿음과 신뢰를 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저의 경쟁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해왔고 좋은 재료를 사

용해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릳

농장 안에 자라고 있는 360여 가지 야생초

와 부산의 젖줄 회동수원지의 발원지로 알려

진 우물을 힐링 프로그램에 접목할 계획이다.

농장 주위에는 희귀 식물원을 조성해 야생화

번식지로 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농장 바로 앞에 있는 임도는 옛날 기장,

일광, 정관에서 넘어오는 옛길로 장꾼길(소

장수나 등짐, 봇짐장수들이 짐을 지고 동래,

양산 장터로 가던 기장 옛 고갯길)이라고

부른다. 이 길을 부산, 양산, 울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박 씨는 장꾼길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릲그 옛날 조상들이 장꾼길을 넘으면서 회

동수원지의 발원지인 이 우물에서 물 한 바

가지에 삶의 고됨을 덜었을 것입니다. 이 옛

길을 복원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그 시절의

정취와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입니

다릳라고 말했다. 박민준 010-6238-9789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취재협조

■

신뢰와믿음으로바른먹거리만들터
릫풍경 속으로릮 도시민 자율 힐링 쉼터 운영

릲프리마켓에무주특산품도왔어요릳

기장군은 5월 16~17일 기장읍에

서 열린 나눔 프리마켓 행사에 무주

군과 함께하는 농굛특산물 직거래장

터를 개설했다. 기장군은 자매도시

인 무주군과 교류를 확대할 뿐 아니

라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굛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무주군 특산물 판매단체는 도라

지청, 천마비스켓, 옥수수, 청국장

등의 상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1박 2일간 기장군 소비자와 직

접 만났다. 프리마켓 방문객들은 무

주군의 특산물을 시식해보며 맛깔나

는 즐거움을 느꼈다.

최근 무주군은 기장군에서 진행하

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주민과 함께

행사를 즐기고 지역 농굛특산물을 홍

보하는 활동도 이어지면서 양 도시

간 우정이 돈독해지고 있다.

제 40대 국립수산과학원 강준석

신임원장이 5월 4일 취임식을 가지

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강준석 신임원장은 1962년 경남

함양출신으로 부경대학교 수산경영

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HULL

(헐)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박사학

위를 취득했다.

1986년 기술고시(22기)에 합격,

1988년 수산과학원 수산사무관으로

시작해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수산정

책관, 원양협력관을 거쳐 해양수산

부 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었다.

강준석 원장은 해양수산부 개방

형직위(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을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다.

지난 26년간 국내외 수산현황과

수산정책을 담당한 수산전문가로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고, 직원들로

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4년도 한굛중어업협상 등

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2015년

1월 30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제40대국립수산과학원강준석원장취임

기장군청답사동호회(회장 조정임) 회원과 그 가족 18명은 5월 23일 남해

유배문학관과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배지인 노도를 답사(지도 황구)했다.

제 232호 2015년 6월 1일(월요일)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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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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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동 각자와 산수계원 명문

장안사 계곡(錦水洞天)의 릫금수동

(錦水洞)릮 각자(刻字)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소

재의 천년 고찰 장안사를 진입하는 도

로의 오른쪽 자연석 바위에 한 글자가

약 1미터나 되는 세로로 릫錦水洞릮이라

새겨진 명문(銘文)이 고색창연하게 장

안사 계곡 바위에 천년의 흐름 세월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왼쪽

에는 릫산수계원(山水 員)릮 12명의 명

단이 별도로 새겨져 있다.

금수동 각자의 유래에 대하여서는

릫장안읍지릮와 릫기장군지릮 등에 그 내용

이 전설에 가깝게 전해져오고 있다. 금

수동 각자의 왼쪽의 산수계원의 명단과

오른쪽에 새겨진 글자는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인 1914년(丙寅)에 각자한 것

이다. 그리고 이 금석문에 바로 인접하

여 돌출된 자연석 바위에는 지금으로부

터 267년 전인 1748년에 새긴 릫행현감

이징순만고불망릮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이는 18세기 기장고을 백성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와준 이징순현감의 애민

과 휼민선정을 기리기 위해 고을 백성

이 바위에다 이 글을 새긴 것이다.

금수동 각자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순조

원년(1801)에 기장에 유배 온 심노숭

의 문집에서 이 각자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때에

새겼다는 등 전해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일축하는 것으로 릫금수동릮 각자는 1801

년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이 바위에 새

겼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심노숭의 기장 유배문집 릫남천일록

(南遷日錄)릮에 기록된 릫금수동릮 각자

심노숭의 문집 순조원년(신유, 1801)

12월 28일자 기록은 금수동 각자에 대

한 글이 처음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는

한양과 천리나 떨어진 이곳에 와서 첫

해를 보내게 되는데 한 해의 마지막 달

음력으로 12월 28일에 유배된 죄인이라

딱히 갈 곳도 없고 하여 한 사찰을 찾게

된다. 이 사찰이 바로 장안읍에 소재하

고 있는 천년고찰 장안사이었다. 이 기

록을 보면 그는 적거소가 있었던 기장

읍을 떠나 장안사로 가는 길목에 있었

던 화전(花田)과 좌촌(左村) 그리고

건천(乾川)의 3곳 주막을 차례로 지나

게 되는데 일행인 덕삼이 오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해서 문집에서는 릲건천주막을 지

나 소로로 접어드니 산세는 울산에서

흘러내려 왔음을 알았고, 말의 빠른 걸

음으로 달렸으나 사방이 모두 험한 협

곡이었으며 큰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

좌우의 촌가에는 대나무 울타리와 소나

무 처마였고 닭과 개, 뽕나무가 있어 숙

연한 그림과 같았다. 이름이 속수정(束

樹亭)마을을 지나 이 산을 급히 돌아드

니 물이 더욱 빠르고 돌들이 더욱 괴이

하였다. 주인에게 말을 맡기고 마을의

인가에 들었다. 나는 홀로 험한 길을 지

나가 걸었고 산의 해도 어둑어둑해 졌

다. 숲의 바람이 서로를 불렀고 얼어붙

은 개울은 격랑하게 물소리를 내고 흘

렀다. 말 한 마리와 사람이 둘이니 주리

기가 격심하였고 홀연히 고개를 들고

보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어

찌 이 산중에 처해 있을까? 그런데 큰

암각을 보게 되었는데 릫금수동(錦水

洞)릮 3자로 그 필세가 참으로 자유분방

하여 다시 보았다.릳 라는 내용의 글이

다. 장안사를 찾아 가는 유배객 심노숭

의 눈에 비친 암각에 새겨진 금수동 각

자는 그의 눈을 의심 할 정도로 필세가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훌륭한 글씨였던

것이다.

이징순 현감의 불망(行縣監李徵淳萬

古不忘) 명문

금수동 각자가 있는 인접한 곳에 세

로로 10자의 릲행현감이징순만고불망릳의

글이 오랜 풍상을 견디고 견고하게 새

겨져 있다. 돌에 새겨진 이 각자의 주인

공에 대하여 릲이징순은 현감통훈대부로

무관이며 경기도 이천에 거주한 사람으

로 무진년(1748) 1월에 부임하여 동년

윤 7월에 새로운 관리가 외직에 보임되

자 바뀌어 돌아갔다릳라고 릫기장군지릮에

기록되어 있다. 이현감은 그 당시 기장

고을 전체가 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인

하여 고을 백성들의 생활이 그야말로

초근목피의 어려움이었는데 인근 고을

에서 곡식을 가져와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각종의 부역을 탕감하는 등 실제

로 현민을 위한 정사를 펼쳤다.

이에 현민이 그 고마움을 이 돌에다

글을 새겼던 것이다. 이징순 현감에 대

한 금석문은 기장지역에 두 곳에 있는

데 하나는 이곳 자연석 바위에 각자한

것이고 하나는 정관면의 강변공원에도

이현감의 휼민선정을 기리고자 새긴 명

문이 있다. 당시에 그가 민초들을 위한

구제사업과 올바른 민생정치를 펼친 것

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고을 백성들이

장안과 정관지역의 자연석 돌에다 새긴

것이다.

금수동 각자 왼쪽의 산수계원(山水

員) 명문

장안사로 올라가는 길목 오른쪽 자연

석 바위에 힘 있고 미려한 필체로 새겨

진 금수동 각자의 왼쪽에 릫산수계원릮이

라는 글이 가로로 새겨져 있는데, 그 밑

에는 세로 2줄로 6명씩 12명의 사람 이

름이 새겨져 있다. 그 이름은 李鎬宰이

호재, 崔鳳煥최봉환, 金鳳儀김봉의, 金

沅龍김원룡, 朴慶鎭박경진, 具明茁구명

줄 李秀郁이수욱, 孫泰榮손태영, 金世

淳김세순, 李致俊이치준, 崔武卿최무

경, 金尙夏김상하 등으로 이름의 각자

내용은 능성구씨도원수공파(綾城具氏

都元帥公派)의 입향조인 절충장군 희

규(熙奎)의 28세손인 태관(泰官)의 증

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릲그의 할아버

지인 26세손 구명줄은 산수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병인년인 1914년에 산수계

원 12명의 명단을 금수동 큰 글자 왼편

에 새겼고 금수동 큰 각자의 오른쪽에

세로로 나무아미타불을 새기고 그 옆에

명줄의 선친인 25세손 상기(尙己 태관

의 증조부)라는 이름을 같이 새겨서 깊

은 불심을 드러내게 하였다릳라는 것이

다.

이 명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당

시 산수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

들이 주축이 되어 모였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이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계모임

의 계원이 12명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

고 최근에 이 문중의 후손들이 조상을

숭앙하고 효행의 정신을 기리고자 상모

재(尙慕齋)라는 재실을 장안읍 장안리

에 신축하여 후손들에게 조상숭배의 정

신을 기리고 있다.

장안사 계곡 바위에 새겨진 천년 흐

름의 세월, 릫금수동릮 각자를 널리 알리

자

기장에는 장안사 계곡 바위에 새겨진

릫금수동릮 각자를 비롯하여 1733년 권적

현감의 사연이 깃들어 있는 기장읍 시

랑리 바닷가 바위에 새겨진 릫시랑대(侍

郞臺)릮 각자 등 상당수의 금석문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불광산과 삼각

산 사이의 박치골에서 흘러가는 금수동

천(錦水洞天)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

관을 볼 수 있는 웰빙과 힐링의 장소로

천오백년 역사를 지닌 장안사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찰을 진입하는 도로의 우편 자

연석 바위에 천년 흐름의 세월을 간작

하고 있는릫금수동릮이라 새로로 새겨진

고색창연한 각자 명문은 군민과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기

장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동시에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

야 할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다.

황구 기장향토문화연구소장

장안사 계곡 바위에 천년의 세월을 간직
릫금수동릮 각자와 릫행현감이징순만고불망릮 명문

▲ 사축동화 / 매일경제 2015년 4월 28일자

[회사(會社)와 가축(家畜의 끝글자를 합쳐

릫회사에 길들여진 가축릮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

어로, 회사가 하라는 대로 어떤 일에도 불평하

지 않고 일하는 직장인에 대한 풍자의 의미를

담고있는 동화가 일본에서 유행.]

최근 릫사축동화릮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직장

인이라면 누구나 릫복지왕국릮을 꿈꾸지만 현실

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자화상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한 금융사가 재직 중인 직원의 은퇴준

비를돕는다는소식이들렸다.은퇴후 릫제 2의

인생릮을 준비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

템, 입지 컨설팅은 물론 오픈 뒤에도 지원하는

사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릲직원에게 회사의 지원이 가

장필요한시기는언제일까릳라는데서시작했다

는 후문이다. 찾아보니 더 재밌는 회사도 나온

다. 국내 한 여행업체는 릲어디서든 기죽지 말

라릳며 막 입사한 신입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법인카드를지원하기도하고,심지어성형수술

비도 지원한다.

▲ 타운하우스 / 한국경제 2015년 5월 6일자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집으로 서구의 주택양식이다. 정원과 담 등을

공유하며 레저시설을 설치해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이용이하다.개인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

면서 동시에 방범굛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 형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6월 열리

는 아시아 최대 규모 부동산 박람회 릫시티스케

이프 코리아 2015릮에서 릫한류(韓流) 수익형 부

동산 특별관릮을 운영한다고 6일 발표했다.

특별관은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상품을 별도로 모은 것이다. 특별관 배정

대상은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펜션,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과 타운하우스, 럭셔리 아파트,

리조트 콘도, 메디칼 리조트 등이다.

▲ 로컬푸드 / 세계일보 2015년 5월 6일자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

충북 옥천서 생산된 농산물을 매주 배달해

주는 향수꾸러미 사업이 인기다.

향수꾸러미는 제철 채소와 과일, 잡곡 등을

한 바구니에 포장해 소비자의 식탁까지 직접

전달하는 농산물 배달 서비스다. 조합원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어서 믿을 수 있는 데다,

계절마다 실속있는 품목으로 알차게 구성돼

소비자 반응도 좋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여서 소비

자는착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받을 수 있

고, 조합원들은 고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옥천살림협동조합은 이 지역서 생산된 친환

경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에 공급

하는 농산물 유통 공동체다. 지난해부터는 로

컬푸드 시설인 옥천푸드 유통센터 운영도 맡

고 있다.

이슈로 본 시사용어

2015년 6월 1일(월요일) 제 232호

일광면 학리등래로 94(일광면 학리 123)

대지 위에 높이 15m 둘레 약 2m쯤 되는 수령

200년의 소나무가 서 있는데 이 노목의 아랫

부분에 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다. 악보의

오선과 같이 비스듬히 나있던 상처 난 곳이

오랜 시간을 거쳐 주위가 떨어져 나가 합선

된 것이다.

길이 50cm에다 너비 20cm정도의 이 상처

는 1944년 2차 세계대전 때 일제가 패전직전

항공기와 군함 등을 움직이는데 기름이 모자

라 소나무기름(송진)을 받기위해 톱과 칼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비스듬히 상처를 내어

그 아래다 깔통을 달아서 송진을 받았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하고서 우

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언어까지 말살하려

는 정책을 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이가

많은 장년은 보국대와 징용 그리고 젊은 청

년들을 군대에,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

기도 했다. 1944년 패전이 가까워오자 이들

은 우리 조상들이 물러준 가정의 놋그릇은

물론 다리난간의 철제물까지 빼어가 군수 공

장으로 갖고 갔었다.

군수용기름 공급이 절망상태에 빠지자 소

나무기름을 짜기 위해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

다. 할당량까지 정해져 내린 총독부령에 따

라 어른들은 솔갱이를 따서 바쳤고 초등교학

생들은 산에 들어가 멀쩡한 소나무에 상처를

내여 기름을 받았는데 이 바람에 우리나라

금수강산의 소나무까지 일제의 만행으로 수

없이 고사되었다.

학리마을에 생존하고 있는 이 소나무는 처

음에는 장인수(전 일광면장)씨의 조부 장주

환(작고) 씨가 한때 정어리기름을 짜던 밭

언저리에 서 있는데 밭농사에 지장이 있다면

서 여러 차례 걸쳐 베어야겠다는 말이 있었

으나 장 면장은 일제 때 우리들이 받은 상처

가운데 하나의 표본물로 남겨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면서 보존된 것이 여태껏 보호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일제만행의 표본으로

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산교육 자료가 되고

있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부산시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보존 가치를 널리 알

리기 위해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전승공예부분 기능보유자의

작품전을 5월 19일부터 6월 21일(일)까지 부산박물관 기획전시

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올해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13호 사기

장(沙器匠) 김영길과 제24호 전각장(篆刻匠) 안정환을 비롯해

보유자 8인의 작품 100여점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사기장 김영길은 부친인 도봉 김윤태로부터 가마 제작과 사기

제작, 김윤태의 독창적인 기술인 연리문 제작에 관한 기술 등을

전수받았다.

10여 년 전부터 600여년 된 기장가마터 주변 흙을 연구 분석해

기장 사발을 재현하는 등 기장 지역 도자기의 역사와 도자기의 우

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백자와 함께 뱀가마에서 구워낸 화병 등 독창

적인 작품과 더불어 고증을 통해 재현한 기장사발 등을 함께 소개

한다.

김영길사기장등무형문화재작품전시

6월 21일(일)까지부산박물관

6월이 되면 지나간 어려운 시절이 문득 떠

오른다.

올해는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침략

주의의 희생으로 36년의 질곡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수탈당하던 식민지 시절을 넘기고

얻은 한없는 기쁨도 가난의 굴레는 벗길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5 전쟁의

동족상잔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정신과 물질의 피폐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지

경이 되고 국민들의 삶은 나락의 고통 속으

로 던져졌다.

그리고 70년이 흘렀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국민들의 피 땀은 헤아릴 길 없었

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희생과 각고의 노

력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

라가 이제 10위를 전후한 경제 대국이 되었

다. 이를 기적이라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의

눈물겨운 결실이었고 지혜로운 우리민족의

숨은 저력이었다.

호구를 잇고 이슬을 피해야 하는 절박하고

도 눈물겨운, 풍찬노숙의 긴 세월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며 교육을 일으키고 분단의

고통을 씹으면서 릫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

자릮는 노랫말대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났다.

돌이켜 보면 조선말의 혼란한 시국부터 비

롯한 지난 한 세기는 우리민족을 단근질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시 속 말대로 릫고통은

행복의 씨앗릮이 되었다. 그러나 70년 쯤 지났

으면 성숙해야할 우리 사회의 질서와 기강,

도의와 정의는 많이 피폐해 있음을 본다.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앞만 바라보고 달려

온 길을 되돌아보니 곳곳에 잘 간추리지 못

한 정신적 상흔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음을

본다.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풍요의 바탕에

서 과거를 유추해보니 이렇게 놓친 것들과

소중한 기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많다.

적당히 살만하게 되었을 때 재빨리 사회

정의를 심고 국민정신을 고양해야 했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없었어야 할 일들이 백

일하에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

다. 국민의 시선을 끄는 지상파 방송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국

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지난해는 아까운 희생 뒤에 고급 골프채

수백개가 거론되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는 느낌이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준 돈이라면서 밝힌 손바

닥만한 쪽지가 온 세상을 벌집 쑤시듯 시끄

럽게 만들고 있다. 큰 부정을 감추기나 하듯

이 당사자가 죽는 것이 무슨 유행이나 되는

가? 이번에는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못

한 몇몇 사람들의 흔적을 남기고 죽어 더 세

찬 격랑을 일으키는 것이다.

작년 올해에 두개의 큰 사건에서 우리를

우울하고 불신하고 한탄하는 신음을 자아내

게 하고 있다. 권력과 힘을 이용하기 위해 돈

으로 매수한 그들이 이제 좀 바로 잡아 보자

고 다잡고 나서니 릫의리가 없다릮는 말을 하고

있으니 릫개가 웃을 일이다.릮 검은 돈이 어떻

게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를 구제

해 주지 못하니 온 나라를 불가마에 집어 넣

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수

많은 억측과 왜곡된 진실이 나라 안을 송두

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미래를 바라보는 젊

은이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다.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에게

릫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릮 하자, 릫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

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릮고 했다. 이

구절에서 지금이라면 어땠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렇게 가다간 물질과 황금에 탐

닉하여 기본적인 도덕 예의범절이 영원히 사

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릲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허물이

다.릳(過而不改 是而過矣)는 공자님의 말씀이

새삼 생각난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

치일터인데 해방 70년이 지나도 역시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속담대로 절대 빈

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

다. 오늘도 리어카에 빈 상자나 종이들 힘겹

게 끌고 가는 나이든 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

이 많이 난다. 이제 이들을 위한 행복한 정치

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은 릫아이

고굩 하느님.릮 릫하느님 맙소사.릮 라는 기도 같

은 말들을 되뇌었다. 작년 올해의 두 사건은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걷어낼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라 본다. 용기는 이것

을 실천할 것이다.

하늘이여 우리나라를 도우소서굩 우리국민

에게 희망을 주소서굩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곧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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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읍 대변리 하가빈카페 갤러리에서 전시중인 김형률 작가가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

동의대학교 한국화 교수인 김형률 작가가

기장읍 연화리에 작업장을 연지 4년 만에

기장군민을 위한 전시회를 열었다.

릫달빛무대 꽃이미지릮라는 주제로 릫하가빈

카페 갤러리(기장읍 대변리 무양로 32)릮에

서 5월 16일 오픈한 전시회는 오는 6월 10

일까지 개최된다.

갤러리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처음 접한

이들은 릲한국화 맞나?릳라는 반응이다. 대개

한국화라고 하면 사군자와 산수화, 조선시

대 임금이나 벼슬아치의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린 초상화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곰곰

이 생각해 보면 한국화는 릫여백의 미릮라고

오래전 학창시절 배웠던 기억도 있다. 김홍

도, 신윤복, 김득신 등의 그림을 어렵지 않

게 떠 올리지만 김 작가의 작품에서 릫한국

화릮라는 느낌을 찾기란 쉽지 않다.

작품에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보니 먹의

퍼짐이 보인다. 한국화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은듯하지만 이내 낙심한다. 어떤 작품에

는 물감이 아닌 아크릴 같은 재료를 사용한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릫추상화릮

작품을 대할 때면 더욱 난감해진다.

그림에 문외한 사람에겐 김 작가의 작품

이 한국화와 서양화의 어떠한 경계에 있는

지 알지 못하겠다. 더욱이 그러한 분류조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인

지조차 생경하다.

김 작가는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릲희극소

설을 잘못 읽어서 비극소설로 해석하면 작

가의 글은 물론 전달의도까지 왜곡되는 것

처럼 회화도 어느 정도의 분류, 즉 서양화인

지 한국화인지 정도는 분류를 해야 나름대

로 작품의 왜곡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작품 감상의 한계를 긋는 것과는 다

른 것입니다릳

김 작가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재료인 화

선지와 묵 외에 서양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크릴 물감 등도 사용됐다. 그렇다면 사전

적 정의인 한국화와 김 작가가 말하는 한국

화는 서양화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김 작가는 이 물음에도 간단히 답한다.

릲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필법이다.

서양화는 터치의 개념이며 면의 확산이라면

동양화는 선과 점의 이어짐 입니다릳 설명을

듣고 김 작가의 작품을 다시 마주한 순간 김

작가가 말한 점과 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

작했다.

즉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건 릫선과 점으로

이어짐릮이라면 릫한국화릮의 범주에 드는 것이

다. 김 작가는 몇 학기의 이론 강의를 몇 마

디로 명쾌하게 정의해 줬다.

김 작가는 어릴 때부터 한학(漢學)을 하

는 집안 어른들 속에서 사군자와 서예 등을

배우며 자랐다. 89년도 서울대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2008년도에는 성균관대 동양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3년 관훈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2014년까지 24회의 개인전과 100여회의

단체전을 가진 중견작가다.

동의대학교에서 한국화 교수와 동의대 아

트페어융합예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

작가 현재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미술관련

사업이 있다. 바로 부산의 이미지를 담고 있

는 컨테이너를 활용한 릫컨테이너 아트 파크릮

조성 또는 릫컨테이너 아트페스티벌릮 등이다.

벌써부터 부산의 각 기초단체에서는 김 작

가의 사업계획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

다.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면 운송, 제작,

활용도, 비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제작방

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점이 있다.

지금 전 세계는 컨테이너 열풍이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가정주택에서 쇼핑

몰, 박물관, 도서관, 대형 빌딩에 이르기까

지 컨테이너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컨테이너를 활용한 아트파

크 조성이나 축제가 열리거나 준비 중인 곳

이 늘고 있다.

김 작가는 릲릫예술과 실용릮의 복합적 휴양

공간을 지향하는 대규모 융합적 예술 사업

을 통해 문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릳며 릲컨테이너 구조물을 활용한

창의적인 예술문화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릳

고 말했다.

김 작가는 계속해서 릲융합적 예술 사업은

궁극적으로 부산시민을 비롯해 내외국인에

게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제공하고 문화적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으며, 차원 높은 신개

념의 아트 프로젝트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릳이라고 밝혔다.

릫부산 월드아트엑스포, 문화올림픽의 중

심지가 되다릮 프로젝트는 김 교수가 꿈꾸는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상이다.

이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문화적 성장 동

력으로 기반을 다지게 되고, 나아가 독창적

이고 세계적인 예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때 부산시는 릫한국의 문화 DNA릮로서의

확고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고 믿고 있다.

김형률 작가 010-5218-9754

한 가지 일에 몰두하거나 뭔가 했던 일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해

고민을 하다 보면, 눈을 감아도 잠은 잘 찾아오지 않는다. 자정을 넘겨서야 겨우

눈을 감으면, 출근 시간에 대한 공포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눈을 뜨

는 경우가 내겐 허다하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방학을 맞아 새해 일출을 보기 위

해 고향에 와서 처음으로 맞는 새벽이다.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인지도 모르겠다.

싱싱한 갯마을 미조의 새벽 공기를 호흡하는 일은 누가 봐도 상쾌한 일이다.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서 내 유년의 향기를 마시고 싶은 심정에서 동구밖을 나

선다. 날 반겨줄 무엇은 없지만 그래도 막연한 설레임이 인다. 틀에 박힌 내 생활

의 좁은 공간을 벗어나 좀더 자연에 가까운 곳으로 가서 사유의 그물을 펼쳐 보

리라는 일념뿐이다. 유리알처럼 투명무색한 냉수를 한 모금 마시고 밤이면 끓던

내장의 불규칙 화음을 진정시킨다. 이제 여명의 빛을 음미하는 철학자가 되어 본

다. 가슴이 떨려온다. 도회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멋을 부리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 내가 아닌 내가 되어 어둠을 한 겹 한 겹 벗어던

지고 있는 이 여명의 시간에 나그네가 되어 본다.

나그네, 이 얼마나 싱싱하며 청순한 낱말이랴. 갈 곳이 일정치 않아 내딛는 발

걸음이 가볍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욕심이 없어 부끄럽지 않은 방랑자가 되어 본

다. 하버드 대학의 쿠퍼랜드 교수는 훌륭한 수필가가 되려면 먼저 방랑자요, 구

경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비웠다. 좀더 외롭기 위해, 하여 더 심오한

진리를 향해 몸부림치는 사색인이 되기 위해 지금 나는 질주하고 있는 차들의 헤

드라이트 불빛을 받으면 선명히 부각되는 아스팔트 길을 따라 유유히 걷고 있다.

고향의 도로는 바다를 끼고 있다. 유구한 세월의 침묵으로, 때론 격렬한 발광으

로 인해 인간 세계의 빛으로 어둠으로 다가섰던 먹빛 바다가 넘실댄다. 강추위에

도 얼지 않는 바다의 얼굴에 하얀 웃음이 그려진다. 고깃배가 지나갔기 때문이

다. 바위를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리면서 울분을 삭히는 파도는 시퍼렇게 멍든

수족을 흰 옷으로 가리며 사르르 물러난다. 나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

럼 물도 유랑의 기로에서 때로 처절한 절규를 토하면서 흐느끼는 것이리라.

미조의 새벽 바다는 향수 빛깔로 젖은 내 얼굴을 반가이 맞아준다. 그리움의

색채로 번져있는 바다를 바라보노라면, 아련히 떠오르는 가슴 떨리는 날들의 기

억들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방학의 긴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준다. 하늘 한 가운

데는 찬 공기에 날개를 펴지 못하는 어선들이 내뿜은 연기들이 희뿌옇게 흩어져

있다. 그 사이로 크고 작은 섬들을 바라보는 일도 근사하다. 모두들 잠들어도 결

코 잠들지 않는 새벽의 공판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어릴 때 얼음을 주워 먹던 추

억을 간직한 이곳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정박해 있는 배들이 자아내는 운치로 힘

껏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다. 움직이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라 했던가. 말이 없

는 추억이 아름답게만 기억되는 것처럼 잡혀지지 않는 섬이며 바다는 늘 신선한

자극으로 나를 일깨워 준다. 섬사람이 섬에 대해 느끼는 상념치고는 너무 감상적

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남해는 이런 작은 섬에 비하면 너무 거대해서 섬이라 여

겨지지 않는다.

방파제 끝에는 등대가 쉼 없이 새벽 바다를 비추고 있다. 철석거리는 파도는

내 사유에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콘크리트 구조물을 때린다. 문

득 청마 유치환의 릫그리움릮이란 시구가 떠오른다. 하늘과 등대와 바다의 아름다

운 교향시가 있는 남해 바다는 내 마음 속에 늘 가깝고도 먼 이름으로 남겨질 이

름이다. 취해서 쓰러지는 별을 안고 뒹굴던 유년의 추억을 담고 있는 바다는 사

진첩처럼 소중하다. 어둠이 벗겨진 세상은 시끄럽다. 이제 발걸음을 다시 동 터

는 곳으로 옮겨 놓아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과거가 자꾸 내부로 파고들면 이미

현재는 과거보다 못하다고 했던가. 외로움이 엄습해온다. 이런 불망의 파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 가슴은 견딜 수 없는 공허감으로 늘상 해 뜨는 아침 바다를

갈구했나 보다. 고향에서의 첫날밤도 참아내지 못하고 바다를 만나버렸다.

산다는 것은 공중에서 두 발로 외줄타기요, 인생은 연극이 아닌가. 생의 유한

성에 비추어 보면, 삶의 순간순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진대 간혹 오십대의

고독을 느낀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하신 태몽 이야기가 가슴 한 언저리에 내려

앉는다. 릲너는 태양이 박차고 들어와서 낳은 아들이야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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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 예술가를 찾아서 -한국화 김형률 작가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 합시다.

2. 차량 운행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 합시다.

3. 차량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자동차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합시다.

5. 차량 운행 시에는 경제속도(60㎞/h)를 지키고, 급출발, 급제동을 삼가 합시다.

6. 자동차는 잘 정비하여 탑시다.

7. 과적이나 연료공급 장치를 조작하지 맙시다.

8. 타이어 공기압은 적절하게 유지합시다.

9.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10.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시간대에 넣고 급유 시에는 연료

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11. 하절기에는 유성페인트, 스프레이 사용을 자제합시다.

12.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환자는 외출

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삼가 합시다.

오존 저감을 위한 시민행동 요령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주의보
(0.12ppm 이상)

- 실외활동 자제요청
- 자동차 사용 자제요청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 매체에 의한 대시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자료 검토

경 보
(0.3ppm 이상)

- 주민 실외활동 제한요청
- 자동차사용 제한명령
- 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 강화 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대시민홍보 강화

중대경보
(0.5ppm 이상)

- 주민 실외활동 금지요청
- 자동차 통행금지
-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 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

구 분 기 상 조 건

풍 속 지상의 평균 풍속이 3.0m/sec 미만으로바람이 약할 때

기압경사 2.5mb/280km 이하로 기압경사가 작을 때

기 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경우, 최고기온이25℃ 이상으로 기온이 높을 때

일 사 량 일출 후 정오까지의 총 일사량이6.4MJ/㎡(150㎈/㎠) 이상으로 많은 경우

날 씨 쾌청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경보 발령시 기상조건 검토사항

환경위생과(709-4382)

시민 생활예술동아리 현황과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동아리 특성(동아리 수,
규모, 특성, 분야 등)을 파악하고 향후 릫시민을 위한 생활문화 중심도시릮 구현을
위해 기장군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를 찾고 있으니 많은 관
심 바랍니다.
□ 조사대상 :자생적으로 형성된 3인 이상의 시민 아마추어 동아리
□ 대상유형 : 문학, 미술(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한국음

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 조사기간
○ 온라인(2015년 5월 ~ 7월 24일)
○ 오프라인(2015년 6월 1일 ~ 7월 24일)
□ 신청방법(3분소요)
○ 온라인 참여방법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릫생활예술동아리를 찾습니다릮배너 클릭
- 검색엔진을 통한 접속 릫부산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전수조사릮 사이트 접속(네이버)
○ 오프라인 참여방법
- 읍굛면사무소 및 군청에서 설문지 작성

문화관광과(709-4065)

생활문화 동아리를 찾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ONE-STOP 금융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릫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릮를 부산광역자활센터내 개소하였습니다.

□ 이용대상 :부산지역 수급자, 노숙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 운영시간 :평일 10:00 ~ 17:00

□ 이용방법 :내방(사전 예약), 전화 상담(714-5766)

□ 사업내용 : 금융굛재무교육 및 상담, 채무조정 연계 지원, 복지굛고용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 주거지원제도: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출산,양육,교육지원제도 :영양플러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 의료지원제도

- 일자리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회협동조합, 자활근로사업

- 자산형성지원제도 :희망키움통장 Ⅰ굛Ⅱ사업, 내일키움통장 등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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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복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기장군 지회장

나는 1950년 9

월 9일 부산 동

래 역전 유락국

민학교에서 이틀

머물다 열차편으

로 대구로 갔다.

신체검사에 합

격하고 1950년 9

월 13일 정식군

인으로 군번을

받고 일주일 동

안 신병교육을 받아 배치된 곳이 영천이

다(세월이 흘러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

다). 영천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이 있었고

사방은 연기로 가득했다. 이것이 전쟁터

구나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 내 나이

가 19살이었다.

나는 일행 5명과 영천의 어느 계곡에 배

치됐는데 초가을이라 밤이 되면 너무 추

웠다. 인근 가옥에 가서 가마니를 가져와

덮고 몇날며칠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일등중사 한분이 트럭을 가지고 태우러

왔다. 우리 5명은 트럭을 타고 대구역에

도착해 훈련을 마치고 배치되는 신병과

합세했다.

기차로 부산 범일동에서 군사교육을 1

주일 받고 재배치 받은 곳이 279병참단이

며 병참단 중에서 묘지등록대, 피복 분야

와 자동차대대로 구분배치하면서 나는 자

동차 대대로 지원, 279병참단 제1자동차

대대에 배치되어 근무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면서

1950년 10월경에 서울 서빙고에 주둔했

다. 그 당시 군인 중에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사회에서 운전을 하

는 운전수를 징발하여 군속으로 운영했

다. 그 후 육군 본부직할 본부대 제225수

송 자동차 대대를 창설해 각예하 중대

(801중대 802중대 405중대 등) 우리예하

자동차 중대가 전국 후방은 물론 전 전선

에 배치되어 병력 수송과 군수물자 수송

을 담당하면서 전 전선의 참혹한 전쟁을

목격했다.

때로는 병력 수송 중에 패잔병의 습격

을 받아 생사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

았다. 포로 교환당시 이북 포로들은 서울

서대문역까지 기차로 수송하고, 서대문에

서 판문점까지 우리 자동차 대대에서 수

송을 담당했다. 일부 포로들은 기차에서

미군이준 의복을 버리고 알몸으로 있었는

가 하면 판문점이 가까이 오니 거의 의복

을 버리고 팬티만 입고 포로교환에 응하

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념전쟁이란 무섭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예하 802중대가 평안북도 가천에

있었으며 807중대 함경북도 청진에 주둔하

고 있었다. 1.4후퇴 당시 후퇴 작전을 지원

하기 위해 대대장, 작전과장, 작전담당자와

함께 동승해 802중대를 철수 시키고 807중

대를 철수시킨 후 우리도 철수를 위해 흥남

부두에 도착했다. 많은 피란민과 철수하는

군인들이 무질서 하게 섞여 아비규환이었

다. 우리는 빅토리아 호를 타고 후퇴하기로

하고 배를 기다렸으나 끝도 없는 피란행렬

과 군용물자들, 병력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다가 대대장의 판단으로

배를 못타면 여기서 죽을 것이니 우리는

육로로 후퇴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미 헌병이 육로로 대피하는 우리에게

패잔병들이 길을 막고 있어 위험하다고

했으나 대대장의 강력한 항의로 우리는

육로로 후퇴하여 강원도 금화에 오니 교

전이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

어 산속에 피신하였다.

순간 포탄이 우리 앞에 떨어져 많은 사

람이 죽거나 다치고 나는 시체 더미에 묻

혀 기절한 상태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눈을 떠보니 날은 어두워져 있었고 전투

는 소강상태였다. 나는 대대장과 작전과

장을 지프차에 태우고 이때다 싶어 쏜살

같이 달렸다. 그 순간 패잔병들이 쏜 총알

이 날아와 작전과장 오른손에 맞아 릫욱릮하

면서 앞으로 쓰러졌다. 멈추지 않고 전속

력으로 내달려 동두천까지 오게 되었다.

릲이제 살았구나릳 살아 있음에 눈물이 나

왔고 작전과장의 총상은 팔위를 스쳐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우리예하 중대는 전 전선에 배치되어

최 일선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과 낙오병

수송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처참한 참상을

많이 보게 되었다. 강원도 하진 부리에서

는 육군3군단이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이

때 군수물자를 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

폭파시키고 포위당한 국군들은 상당수가

포로로 잡혀갔다. 또 많은 국군들이 산속

에서 헤매다가 아군진영으로 복귀하는 등

그 참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휴전이후 1955년 1월 1

일자로 동두천에 주둔 육군239 수송자동

차대대 보급과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다

만기 제대하였다. 그때 내 나이 스물 셋,

약 4년간의 군 생활은 끝을 맺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참 행운아였구나

하고 생각된다. 나와 같은 날 우리 마을에

4명이 입대하여 1명은 전사, 1명은 실종,

1명은 동상이 걸려 발을 절단 했다.

지금 우리가 6.25전쟁의 참상을 얘기하

면 젊은이들은 이해는 물론 상상조차하기

힘들어한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는 전쟁이며 우리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동족상쟁의 비극적인 전쟁이었

다. 국토는 폭격으로 인해 박살나고 3년 1

개월간 전쟁으로 온 국민들이 입은 마음

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실의와 허탈

에 빠진 전쟁이다.

전쟁은 지금도 끝이 나지 않았다. 6.25

전쟁을 정확하게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기에 6.25전쟁기념일을 가까이 두고 몇

자 적어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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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민

(당시 만 15세, 여)

실종일자 : 2001. 12. 8(토)

실종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북부정류장

신체특징 : 키 173cm, 날씬한 편, 시력이 낮

아 렌즈 착용, 지문이 동그란 편, 계란형 얼

굴 검정색 긴바지, 가디건, 반지, 목걸이

송지현

(당시 만 23세, 여)

실종일자 : 2015. 3. 20(금)

실종장소 :경남 거제시 연초면

신체특징 : 키 170cm, 체중 59kg, 검정

색 긴머리, 체격 큰 편 빨간 운동화

민경미

(당시 만 14세, 여)

실종일자 : 2001. 12. 8(토)

실종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북부정류장

신체특징 : 키 165cm, 체중 48kg, 눈이

나쁨 안경 착용

신관식

(당시 만 37세, 남)

실종일자 : 2009. 6. 18(목)

실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신체특징 :키 178cm, 체중 75kg, 입술이 약

간 돌출, 치아가 고르지 않음, 엄지발가락 흉

터, 갸름한 얼굴형 긴팔 와이셔츠, 농구화

유성원

(당시 만 33세, 남)

실종일자 : 2009. 8. 10(월)

실종장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체특징 : 정신장애, 스포츠형 머리, 계란

형 얼굴, 건장한 체격, 얼굴에 주근깨가 많

음 흰색 티셔츠, 남색 반바지, 흰색 운동화

윤성욱

(당시 만 34세, 남)

실종일자 : 2009. 8. 3(월)

실종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신체특징 : 정신장애3급, 코밑에 작은 흉터,통통

한체격, 갸름한얼굴형, 스포츠형머리 검정색안경

신희숙

(당시 만 43세, 여)

실종일자 : 2008. 3. 4(월)

실종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신체특징 : 정신장애 2급, 키 165cm, 체

중 70kg, 검정색 단발머리 회색 반코

트, 검정색 긴바지, 회색 운동화

특별기고

6.25전쟁참상알아야전쟁막을수있다

사랑티켓으로할인받고

재미있는공연도관람하세요굩

2001년부터 시행해 온 릫부산사랑티켓릮사업은 지자체 예산과

복권기금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공연굛전

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사랑티켓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사업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아동굛청소년

○ 지원내용 : 공연굛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일부

지원

○ 이용방법 :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작품 예매

부산문화재단(745-7267)

구분
지원금

지원횟수 비고
공연 전시

개인

7세이하

(미취학)
5,000원

5,000원

연10회 1인 2매까지

8세이상 10,000원

단체

7세이하

(미취학)
3,000원

연1회 10명이상

8세이상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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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부자병릮이라고 알려진 당뇨병은 운동 부족, 육류 섭취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

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뇨병 환자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

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릫국민건강영양조사릮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의 10％ 인 약 32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병으로 2030년엔 환자가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여 년 전인

1971년에는 1.5％ 에 불과하던 당뇨병 유병률이 무려 7배나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눈에 뛰는 증상이 없는 병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 환자까지 더하면 국민의

약 25％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주식인 밥과 즐겨 먹는 빵, 달콤한 설탕과 꿀 등 여러 식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 작용을 거치면서 포도당이 된다. 포도당은 뇌, 근육 등 여러 조직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즉 릫당릮 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로 부족하거나 넘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등을 통해 포도당 농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그 습성에 오류가 발생하면 넘치는

포도당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남아도는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

는 것이다. 그래서 릫당뇨릮라고 부른다. 즉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잘 이뤄지지 않거

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당뇨가 생기는 것이다.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생긴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크게 두 가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유전적 요인이란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어 포도당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 중에 선천적 당뇨병 환자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가

정에 비해 당뇨병을 앓을 확률이 3.5배 더 높다고 한다.

당뇨병의 두 번째 요인은 환경적 요인으로 출생 당시 엄마의 자궁환경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식습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당은 신체에서 에너지로 쓰이지만 섭취한

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면 결국 지방으로 변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필요이

상으로 쌓이면 비만이 된다. 축적된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은 인슐린이 제대

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는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비만 이외에도 술과 담배 또한 당뇨의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술

은 영양소는 없지만 열량이 있으며 안주가 대부분 고열량의 음식이며 음주가 잦으면

알코올을 해독하는 간에서 당 대사 조절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술은 1주에 1-2

회, 한번에 1-2잔 가량 마시는 게 가장 좋고 술을 마실 때는 채소나, 김, 견과류 등 몸

에 좋고 칼로리가 낮은 안주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 외에도 식습관과 신체 활동을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

비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즉 릫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릮이 중요하다. 당뇨에 좋

은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당뇨에 좋은 음식이란 건 없다. 굳이 말하자면

셀러리 같은 채소와 섬유소를 많이 함유한 식품, 물 정도이며 반대로 무조건 나쁜 음

식도 없다. 과식과 편식을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은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으로 근육을 단련하면 혈당 조절력이 향상된

다.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고 각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

게 된다. 운동을 하면 근육량은 증가하는 반면 내장비만과 피하지방이 감소하는데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도 유리하게

된다. 당뇨병은 한번 발병하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병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증상을 완화해야 한다. 당뇨병에는 완치라는 말이 없다. 혈당을 낮추고 꾸준히 관리

하는 것이 당뇨병을 지닌 채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의학칼럼

당뇨병은

완치가없어

식습관과신체활동신경써야

김 의 영 과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분비내과)

기장멸치축제 기사를 보고 우리지역만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라는 생각이 들어

기뻤어요. 멸치축제에 가서 멸치회도 먹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가족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김수진(장안읍 대룡2길)

평소 릫와글와글 책방릮에서 소개하는 추천도서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

련도서, 자기개발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안내해 주셔서 읽을 책을 고를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임애(장안읍 월내해안길)

차성아트홀 영화관 이용객이 7만명이 넘었다니~ 앞으로도 계속 잘 이용하겠

습니다. 박선자(정관면 산단4로)

매월 초만 되면 기다려지는 릫기장사람들릮입니다. 갈수록 눈에 쏙쏙 들어오는

기사에 푹 빠져서 가스불 위에 찌개를 끓이고 있던 것도 까먹을 뻔했네요~

안태용(기장읍 대청로)

기장에 빛, 물, 꿈 문화학교와 작은예술학교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마음놓고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상렬(기장읍 차성서로)

릫조선에 쌓은 왜성, 죽성리 왜성릮 글을 읽으니 임진왜란 때의 아픔이 느껴지고

문화 약탈, 도공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주연(기장읍 차성로)

학부모이다 보니 릫진로교육지원센터 꿈너울 개소릮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좋네

요.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고 꿈을 이루는데 길잡이로 운영 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원(정관면 모전1길)

기장군보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할 만한 곳을 안내해 주셔서 체험과 공연, 축

제 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정관면 방곡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릲인생에도준비가필요하다릳

와글와글 독후감

군민어학당 수업을 듣기 위해 군청을

찾은 어느 날, 군청로비에서 한 여자 분을

만났다. 나보다 서너살 위인 그녀는 언제

나 활기차보였고 항상 새로운 일을 찾고

도전했다. 그리고 틈틈이 상담과 사회복

지에 관한 공부를 한 것으로 안다. 그녀는

그 공부를 발판삼아 지금은 사회복지 분

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고 온 날부터 머리가 복잡

했다. 릫대충 알바나 하면서 간간히 무료교

육도 듣고 뭐 그렇게 살면 되지릮 했던 나

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게

되었다.

이 책 릫한번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릮는

그렇게 나의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고

민하던 무렵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학 졸업 후 두산그룹에 입사,

입사 7년 만에 자신의 꿈을 찾아 회사를

퇴직하고 일본유학 그리고 안정된 일본대

학의 교수자리를 박차고 나와 42세에 벤

처기업을 창업하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돌

아와 카이스트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윤태

성 교수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젊은이들

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학생들의 질의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고 있다.

제목에서 느껴지는 세상에 대한 도전정

신과 자유는 부족했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과 나처럼 현재의 삶에

무언가 의문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가슴을 울리

는 메시지가 있었다.

저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위해서

는 흔들리지 않을 용기, 내 삶을 내가 원

하는 대로 디자인할 용기, 한번쯤 방황할

용기, 행복을 선택할 용기, 더 큰 세상을

펼칠 용기 등 다섯 가지 용기를 가지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자식, 부부, 부모 등 여러 가지 인간관계

로 얽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

든 일일 터. 특히 나는 지금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가 아닌가굩

그러나 이왕 지금까지의 내 삶을 되짚

어보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내 처

지와 나이 등에 대해 푸념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저자가 말한 다섯 가지의 용기를 다

가질 순 없지만 그가 전하는 삶의 양분이

되는 메시지들을 내 삶속에 접목시켜 본

다. 현재는 또 언젠가의 미래이며, 미래는

또 언젠가의 현재가 된다. 현재도 미래도

준비 없는 인생에는 발전이 없다.

군청로비에서 만났던 그녀처럼, 저자의

메시지처럼, 내 삶이 평화로울 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의무라고 여기지 말

고 긍정의 힘으로 준비해야겠다. 심리학

자 융의 말대로 지금까지는 경쟁하여 이

기는 것이 목표인 삶을 살았다면 나머지

반의 삶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중요하

게 생각하는 삶을 설계하여 그 목표를 향

해 용기를 펼쳐보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삶, 그것은 새롭고 거창

한 도전이 아니다.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

래를 위한 또 다른 노력이다. 그 노력이

운동이어도 좋고, 자원봉사여도 좋고, 자

격증취득을 위한 공부여도 좋다. 우리의

인생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40대,

인생의 고비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음

미하면서 불타오를 수 있는 나이라 정의

해본다. 전현주(기장읍 대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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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영어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타임머신부스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미래 속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장가족과학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이 공작활동에 진지하게 참여하

고 있다.

● 가상공간미션수행으로즐겁게영어익혀

릫원어민과 함께하는 2015년 기장가족영

어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릮이 5월 9일부

터 10일까지 정관면 윗골공원(정관 어린

이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행사장에 마련

된 각 체험 부스에 배치된 원어민 선생님

과 함께 각종 미션과 게임 등을 수행하며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살아있는 영어

대화가 이뤄졌다.

기장군 교육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

해 5회째를 맞이한 체험학습은 유치원생

부터 초,중등학생을 포함한 참여자 약 1만

600여 명이 참여해 기장군의 대표적인 교

육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1회(1일)에서 봄, 가을

에 걸쳐 2회(4일)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영어를 몸소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시간여행

자가 되어 과거, 현재, 미래의 가상공간에

서 각 시대별 컨셉에 맞춘 총 10개의 다양

한 미션을 수행한 후 스탬프를 모아 자신

이 원하는 물품을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

도록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입구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제일 먼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났다.

주라기 공원, 로마 콜로세움, 신라왕국 등

의 이색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며 구운 계란으로 공룡알을 만들고

신라시대의 화려한 금관 등을 만들며 여

권에 스탬프를 차곡차곡 획득했다.

열심히 모은 스탬프는 현재시간 여행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과 맛있는

간식으로 교환했다. 자칫 딱딱하고 힘들

게만 느껴질 영어 회화를 미션 수행을 통

해 스탬프를 모으고 선물이라는 보상도

주어져 참가자들의 호응 또한 좋았다.

각종 미션으로 영어에 대한 재미를 얻

은 참가자들은 미래 가상공간으로 발걸음

을 옮겼다. 스타키친에서 별모양 샌드위

치 만들기, 타임머신 공간에서 미래의 내

모습 그려보기, 외계행성에서 외계어 배

우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어민과 대화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가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으

로 가득찼다.

이날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박정

은(정관면) 씨는 릲체험학습에서 아이들이

미션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외국인이나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것 같다릳

며 릲이런 체험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

으면 좋겠다릳고 말했다.

한편, 야외 특별 행사로 벌룬굛버블 아트

쇼와 코믹 매직쇼를 진행하여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 창의력이쑥쑥, 과학꿈나무들다모여라

다양한 전시회, 음악회 등이 열리는 기

장군청 로비가 과학 꿈나무들의 놀이터로

변신했다. 기장군은 5월 23일부터 24일 양

일간 군청1층 로비 및 야외광장에서 과학

의 원리를 쉽게 배우고 체험하는 과학문

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릫온 가족이 함께

하는 기장가족과학체험학습릮을 개최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

게 구성된 이번 행사는 빛의 과학, 물의

과학, 꿈의 과학 세가지 테마로 꾸며졌

다. 야외광장에서 이뤄진 빛의 과학은 야

광손가락 화석 만들기, 창작 만지락 양

초, 창작 캐릭터 열쇠고리 등 10개의 체

험부스에서 진행됐다. 직접 손으로 만들

어볼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실험과 공작활

동으로 꾸며져 참가자의 과학적 재능과

탐구심을 발견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특

히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오르니 톱

터, 발로 밟는 에어로켓 과학부스의 인기

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경험이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여줬다.

물의 과학은 수산해양과학기술을 주제

로 물고기를 잡아라를 비롯해 춤추는 오

징어, 고무동력 보트, 연체동물 해부실험,

내 마음의 등대 등 2개의 수업부스와 3개

의 체험부스로 운영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

은 꿈의 과학은 과학마술공연, 과학콘서

트, 과학골든벨 등 과학문화체험으로 꾸

며졌다.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대폭 도입했기 때문일까. 과학콘

서트와 과학골든벨에 참여하고자 현장접

수를 하는 북적거리는 가족 행렬이 눈길

을 끌었다. 과학콘서트에 참가한 50가족

은 한서대학교 구본석 박사와 함께 신기

한 분자요리 세계에 흠뻑 빠졌고 한편에

서는 100명의 과학 꿈나무들이 과학적

지식을 서로 뽐내며 골든벨을 울리기 위

해 노력했다.

기장군에 따르면 양일간 이 곳을 찾은

방문객은 약 6천300여 명 쯤 추산된다

고 밝혀 과학체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기장나눔프리마켓, 올해처음열렸어요

릲우리 딸이 프리마켓 하는 날만 완전 기

다렸어요. 우리 집에서 쓸만한 것도 죄다

다 팔러 간다고 차곡차곡 모으더라고요.

(웃음)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기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릳

기장 나눔 프리마켓 셀러로 참여한 기

장읍 박미숙 씨는 물품을 정리하는 데

손은 분주했지만 얼굴은 즐거움으로 가

득했다.

기장 나눔 프리마켓이 기장중학교 앞

새마을 공원 일원에서 5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기장읍과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기장읍은 릫나눔과 참여의 즐거움!릮이라

는 슬로건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즐거운

이벤트를 제공하고 환경사랑 나눔을 실천

하고자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123개의 판매부스에는 판매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은 소품에서부터 큰 소품까지

다양한 물품들로 가득 찼다. 저렴한 가격

에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비교하며 구경

하는 재미는 덤이다.키즈 프리마켓에 참

여한 어린이들은 경제관념을 미리 학습하

고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

고 청소년들은 프리마켓의 수익금 일정부

분을 기부하여 봉사정신을 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했다.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돋웠던 동부산색

소폰동호회 외 3팀의 재능기부 공연을 비

롯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서예교실의 가

훈대필, 기장다예의 전통차 시음 등 다양

한 체험굛전시 부스가 조성돼 판매자와 구

매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실밖, 체험학습현장스케치

세상엔재미있는게너무많아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어른의 상상으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기

발한 출발점을 가진다. 그들의 호기심,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기장군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배움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교실 밖, 살아있는 체험학습 현장을 마련해 큰 인기를 얻었다.

온 가족이 함께해서 더 재미있었던 현장 속으로 GO~GO~

기장 나눔 프리마켓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재활용을 통한 환경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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