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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7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파워반도체 관련 핵심

중견기업이 장안읍에 조성 중인 동

남권 방사선 의굛과학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파워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관

련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6

월 2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릫한

국전력소자산업협회릮 창립총회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은 유망 파워반도

체 21개 기업과 방사성 의굛과학 산

업단지내 입주협약 체결식<사진>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장, 기장군수,

협회 임원진을 비롯한 관련기업, 대

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파워반도체란 전력을 처리굛조정

하거나 에너지 효율의 개선을 목적

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로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전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다.

(주)아이에이, 큐알티(주) ,

(주)기가레인, 넥슨전자(주) 등 단

지 입주예정기업은 파워반도체 분

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로

이들 기업의 유치로 기장 뿐 아니

라 부산은 이 분야에서 경쟁력 우

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단

지 내 공동 입주 집적 효과, 청년 일

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장군수는 격려사에서 릲부산시

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업

을 위해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릳고 말했다.

국내 릫1호 원전릮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 폐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

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6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수명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국가에너

지위원회에서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 6월 18일 수명이 끝나는 고리 1호기

는 40년 동안 가동된 뒤 국내 최초로 폐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기장군수는 릲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

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로결

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동안 함께 힘을 더

해주신 장안읍민을 비롯한 15만 기장군민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고리 1호기 폐로와 함께 이제 기장군은 원

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유치에 성공하

고 나아가 원전해체산업의 세계 선두주자

가 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릳

고 말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07년 설계수

명 30년을 종료하였으나 10년 수명연장으로

재가동됐다.

고리 원전 1호기는 원전기술이 전무한 우

리나라에서 UAE 원전수출, 국산화 원천 자

립기술 확보 등 한국의 원전산업기술에 대

한 세계적 위상을 정립시킨 공로가 크며 국

가경제 및 산업동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해왔다.

하지만 수명 연장 이후 잦은 원전사고와

고장, 위조부품 사용에 따른 각종 비리사건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

과 불신을 증폭시켜 지역주민들은 원전 폐

로를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로하기로 결

정함에 따라 원전해체연구센터의 유치운동

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운전을 하던 원전을 영구정지하기로

한 것은 국내 37년 원전 역사상 첫 사례이며

기장군은 2010년부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원자

력 비발전 분야 대형 국책시설이 밀집한 릫첨

단 방사선 의굛과학 융복합 클러스터릮를 장안

읍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등 우수한 인프라

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가압경수로형의 고리 1

호기를 대상으로 해체기술을 개발하고 축적

된 기술을 해외수출로까지 연결해 세계 원

전해체시장의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정부(미래창조과학

부)가 2019년까지 1천473억원을 투자해 7

천550㎡ 규모로 구축 예정인 원자력발전소

해체 연구시설이다.

거대 원전해체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부

산, 대구, 경북, 전남 등 8개 자치단체가 경

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장군도 지난 해 9월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3면에 계속>

릫파워반도체릮 21개 기업과 입주협약 체결

방사선 의굛과학단지 내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

릫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릮 업무협약

기장군-부산시-문체부-영진위 상호협력키로

환수보조금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쓸 것

보조금 반환 추진 경과

일 자 경과 내용

2007. 9.28
·기장군, 부산도시공사와 장안자동차부품단지사업협동조합 용지매매계약

체결(96만8천원/3.3㎡)

2007.10.20 ·군비 100억원 지원 결정(용지 분양가 인하 목적, 83만원/3.3㎡ 추정)

2010년 말 ·용지 분양가 정산 결과 65만원/3.3㎡ 책정

2010.12.16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군비보조금 100억 환수

2011. 1.17 ·장안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 부산지법에 정산금 반환 소송 제기

2012. 1.19 ·부산지법(1심) 정산금 반환소송 기장군 승소 판결

2012.12. 5 ·고등법원(2심) 소송 기장군 승소 판결

2013. 3.12 ·대법원에 상고

2015. 6.24 ·대법원 최종 기장군 승소 판결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기장군을 상

대로 대법원에 릲산업단지 조성 군비 지원금

100억원을 돌려달라릳며 낸 정산금 반환 청

구 소송에서 기장군이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

월 24일 유일고무 등 장안산업단지 입주업

체 43개사가 낸 소송에서 릲원고인 장안산업

단지 입주업체의 주장이 이유 없다릳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기장군과의 4

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장안자동차부품단

지협동조합이 산단 개발 공동시행자인 부산

도시공사와 산업용지 3.3㎡당 97만 원대로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장군

이 100억원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08년 2월 당시 기장군은 보조금 지원

의무가 없었지만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유

치를 위해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

1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당초 용지분양계약시 3.3㎡당 97

만 원이던 용지 분양가가 2010년 말 공사

가 마무리 돼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3.3㎡

당 65만 원대로 크게 낮아지자 기존 군비를

지원했던 목적이 사라졌다.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취지로 군비를 지원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가 나와 주민혈세로 입주업체에

게만 혜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군비 100억원 지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 이는 산

업단지 입주업체에 특혜성 지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결론을 내고 2011년 1월 군비

100억 원을 환수하자 입주업체들은 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입주업체들은 1심과 2심에

서 릲분양계약서에 기장군의 보조금이 지원

된다거나 그 보조금을 분양가 산정에 고려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릳는 이유로 패소하

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도 결과는 동일했다.

이번 판결로 기장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

정에서 추정 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릲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 잘못된 관행과 원

칙에 어긋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보

조금을 환수한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기업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며 앞으로도

기장군은 기업에 대한 행정적굛재정적 지원

을 계속할 것릳이라고 밝히며 릲환수한 100억

원은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소중한 혈세이

다. 소중한 100억원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

여 미래의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

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릳라고 말했다.

또한 릲조성된 산업단지와 더불어 조성중인

방사성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오리일반산업

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

어 나갈 것이다릳라고 덧붙였다.

기장군, 장안산단 100억 환수소송 대법원서 승소

국내 1호 원전 릫고리 1호기릮 폐로 확정
기장군민의 열망이 일궈낸 결실…릫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릮 유치 역량 결집

폐로 절차를 밟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맨 오른쪽) 전경

부산시와 기장군, 문화체육관광

부, 영화진흥위원회는 6월 23일 부

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릫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릮의 대상 부지

를 기장군 도예촌으로 변경하고, 본

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유관기

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릫글로벌 영

상인프라 건립사업릮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각 기관별 추진 역할을 보면 기장

군은 기장도예촌을 사업부지로 제

공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담당한다. 문체

부와 영진위는 공공기관 이전 변경

승인 등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절

차 이행을 담당하고, 부산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릫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릮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으로 확정된

후 10년만에 실현되는 영화도시 부

산의 숙원사업이자 지역특화 사업

으로 부산은 그동안 대형스튜디오

와 첨단 시설이 없어 국내외 대형

영화굛영상 작품 로케이션 유치에

한계를 보여왔다.

릫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릮은

각각 1천700평과 700평 규모의 대

형스튜디오 2개동과 디지털 후반작

업 시설(시각효과, 음향효과, 첨단

영상 R＆D 등), 제작지원시설(세

트제작, 의상, 소품)과 인프라센터

(비지니스센터, 공용회의실 등), 오

픈세트장 등이 조성돼 한국영화 제

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09,000 696,500 901,100 1,105,600 1,310,200 1,514,700

메르스 감염 위기가족 돌봄지원 안내

메르스 감염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공백

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 등을 신속 지원하여 가족 안정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 지원대상 : 메르스 감염 확진판정을 받은 가족과 분리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족

□ 지원내용

ㅇ 양육돌봄, 노인돌봄, 가사돌봄, 병원돌봄 지원

ㅇ 가구당 연 90시간 이용 가능(이용요금 무료)

※ 단, 긴급돌보미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

□ 지원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3479-7600

복지지원실 여성가족계(709-4652)

메르스 관련 새마을금고 긴급 신용대출

□ 지원일자 : 2015. 6. 22부터(3개월)

□ 지원업종 :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위주

- 전통시장 상인, 동네학원

- 매출 감소가 현저한 식당(착한업소 포함)

- 판매가 급감한 채소 및 과실 농가(사과, 복분자 등)

-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동네 영세 수퍼마켓 등

□ 지원가능 자격요건

- 회원(930만) 및 기존거래자(1,830만명)

- 메르스로 인해 타격이 심한 비거래자

□ 지원금액 : 500억원 정도

- 대출금리 : 현행 신용대출 금리에서 평균 2％ 인하

메르스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불면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메르스 관련 유가족 및 자가격리자

□ 지원내용 : 전화상담(희망시 대면)

□ 지원문의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709-5381), 정관보건

지소(727-5386)

메르스 격리자 가구 룗긴급 생계지원룘 안내

메르스 격리자 가구 중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의 어려움 등으

로 인해 생계 곤란한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

□ 지원 대상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되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 가구

□ 지원 내용

가구원 수 별로 생계지원 (정액) (단위 :원)

□ 지원기간 : 1회(1개월분) 지원

□ 지원기관 :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굛군굛구청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지원실(709-4325)

메르스 지원 안내

메르스꼭알아야할 가지

정의 증상 전염 전파 예방 자가격리 진료 진단 치료 장비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

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

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 원인입니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

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

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

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m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

니다.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

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

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

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

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

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를 해야 합니다.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

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

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

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

-PCR)하여 진단합니다.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

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

에는 인공호흡기,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

사결과가 24시간간격으로 2회음성인경우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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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유관기관굛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장군은 관내 메르스 자가격리

자가 증가하고 메르스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음에 따라 유관기관과

의 원활한 공조체계 유지를 위해 6

월 17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재

난안전대책본부장인 기장군수 주재

로 긴급 유관기관굛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기장군의회의장, 기장

경찰서장, 기장소방서장, 해운대교

육지원청 학생건강진흥과장, 동남

권원자력의학원장, 기장병원장, 신

정고등학교장, 기장중학교장, 정원

초등학교장, 기장군의사회장, 기장

군약사회장 등 15개 기관장이 참석

했다.

메르스 담당 공무원이 함께 배석

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기관

별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향

후 유사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아울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했다.

먼저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메르스 관리 상황과 메르스

대처 주요 추진사항, 지역경제 활

성화 등 향후 추진 계획, 유관기관

협력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

고 참석자간 토론과 건의사항을

진행했다.

기장군보건소장은 메르스 의심환

자를 위한 격리된 진료공간인 선별

진료소의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확

진자 발생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원 등에서의 방문자와 접촉자 명

단작성과 CCTV 자료 협조를 요청

했다.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릲6월 1일부터 철저히 대응태세를 유

지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격리병

동 구축을 위해 한 병동을 비워둔

상태다. 특히 암환자가 많은 만큼

외래환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

며 지역병원을 통해 감염이 발생하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릳고

말했다. 특히 함께 참석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개인 위생과 청결, 살균

소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지

역사회로의 홍보를 당부했다.

신정고등학교 김영오 교장은 릲전

날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교육청에

서 회의가 있었는데 마스크 배부,

학교 실내 방역 등 기장군이 얼마

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

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어 관

계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학교에

서는 차분히 예방원칙을 지키며 메

르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말

했다.

기장군수는 릲메르스 사태 안정

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사

항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의 건

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

라릳고 말했다.

본부장(군수)

협조기관 보건소

상황총괄반 현장대응지원반 1:1 관찰관리반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확산방지홍보

지원반

기장군은 6월 7일 재난상황실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군수

를 본부장으로 한 상황총괄반, 현장

대응지원반, 1:1관찰관리반, 긴급생

활안정지원반, 확산방지홍보지원반

등 5개의 지원반을 구성, 민굛관, 보

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총력 대응하고 있다.

현재 기장군은 관내에서 감염된

메르스 확진환자가 한명도 발생하

지 않은 상태로 메르스 청정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환자 발

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

추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

심환자 신고 및 내방에 대비해 임

시 격리 진료실을 설치하고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황총괄반은 메르스 관련 모든

상황을 총괄 지휘하게 되며 현장대

응지원반은 24시간 보건소 방역팀

및 5개 읍굛면 방역단을 가동해 5개

읍굛면 전역에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관내 환경을 청결히 하고 있으며

다중집합장소에 예방 홍부 부스를

설치 운영중이다.

1:1관찰관리반은 관내 메르스 자

가격리자와 관찰자가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 환자와 1대 1

로 매칭시켜 담당 공무원이 시간당

환자의 동선과 자가격리상태를 전

화로 확인하고 만일 관찰대상자가

자가격리권역을 벗어나게 될 시는

즉시 보건소 통보, 경찰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보호관찰 중 자가격리자

의 메르스 의심 징후가 발현 될 시

는 지체 없이 보건소와 긴급연락을

취해 격리병원으로 이송시키는 시

스템을 갖췄다.

관내에 메르스환자 격리지역이

발생할 시는 안정적인 격리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에서 생필품 등을 지원하게 되고

홍보지원반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장군은 메르스 사태를 맞아 6

월 4일부터 보건소와 5개 읍굛면 방

역단을 발빠르게 가동, 다중집합장

소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

다. 6월 13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

부 비상회의를 열고 방역팀을 보건

소 3개팀, 읍굛면 5개팀, 기장군수

가 직접 방역을 지휘하는 특별방역

팀 등 총 9개 방역팀으로 확대 편

성해 운영했다.

9개 방역팀은 평일과 휴일 관계

없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메르

스 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어

린이집 및 유치원 초굛중굛고등학교

를 포함, 자연부락, 아파트단지, 필

요시 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장군 전

역을 철저히 방역해 혹시 모를 메

르스 확산에 대비했다.

6월 16일부터는 실과굛읍면별로

자체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

는 소독약품과 휴대용동력분무기

를 지원하여 실내 살균소독인 분무

소독을 전면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무료급식소, 마을회

관, 학교, 도서관, 종교시설, 문화

시설, 음식점, 기업체, 전통시장 등

관내 전역 구석구석을 연막살충소

독과 분무살균소독을 병행하여 방

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6월 19일부터 살균력이 강

한 친환경 유용미생물(EM)을 방

역에 사용했다.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

체 생산하는 유용미생물에 구연산

을 혼합해 광역살포기를 활용해 미

생물살균제를 공원, 하천 등에 소

독했다. 유용미생물의 방역효과는

2010년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막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독용으로

활용해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메르스 차단과

함께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무더위

가 이어지면서 군민의 건강을 위협

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 해

충 방역에도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릳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뿐만 아니라 군청사,

각 읍굛면사무소 등 24개소 다중집

합소에 발열체크대를 설치해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출입자들

을 대상으로 발열을 체크하고 이

상 징후 발견시 보건소와 연계, 메

르스 전염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
마지막까지메르스진입차단굛주민불안감해소노력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을 광역살포기를 활용해 공원에 소독하고 있다.

메르스핫라인끑 기장군보건소
051-709-4814

부산시
051-888-3333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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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방역단 가동… 릫청정기장릮 사수
실내 살균소독굛친환경 유용미생물 방역 병행

기장군은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종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방지

를 위해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선

제적이고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하

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

고 있다.

5월 20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기장군은 29일 보건소

내 메르스 대처 상황실을 운영하며

예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메르스 감염과 우려를 막기 위

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기장군은 메르스 사태를 국가적

중대한 재난상황으로 판단, 6월 5

일 실과장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하

는 릫메르스 발생 대응 관련 긴급회

의릮를 열고 군 재난상황실, 보건소

(정관보건지소 포함)는 24시간 비

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어 7일 부산에서도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오며 지역사회로의

메르스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장군수는 당일 긴급 비상대책회

의를 개최하여 메르스와 관련한 모

든 상황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

원화하며 메르스 확산에 대비했다.

기장군은 이 외에도 메르스 사태

가 안정될 때까지 6월 4일부터 모

든 행사와 축제를 잠정 중단했으며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어린이용 마

스크 10만장 및 방역마스크 90만

장, 손 소독제 등 바이러스 차단 위

생관리 물품을 구입해 각 가정(인

구 약 15만명)과 학교, 음식점, 경

로당,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선제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메르스 대응 15개 유관기관 단체장 머리 맞대
긴밀한 공조 체제와 성숙한 시민의식 요청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 ~ 2019

·사 업 비 : 1,473억원

·시설규모 : 총 7,550㎡(2,288평)

·사업내용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술의 종합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기반구축

- 해체기술 실증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산업체 및 인력양성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회 일동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유치 10만 서명운동목표달성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 사업 흐름도>

2014년 10월부터 원자력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한 10

만 서명운동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서명활동에 동참해 주신 기관, 단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연구센터가 기장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군민의힘과의지를결집합시다.

감사의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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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산업과 지역발전 토론 릲시의적절릳
릫제2회 기장포럼릮 15개 세계원전소재도시 모여 폐로 기술과 경험 교류해

릫기장포럼릮에 참석한 7개국 15개 세계 원전도시 대표자들이 릫원전소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문릮을 발표하고 있다.

릲노후 원전의 무리한 가동보다는 원전 폐

로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릳

세계 원전소재 도시 안전과 번영을 공동

대응하기 위한 릫제2회 기장포럼릮에 참석한

세계 원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조언하며

원전폐로와지역사회발전방안등에관한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

행했다.

기장군은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국제회

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정부가 6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폐로)하

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 원

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활동에도 큰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평했다.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해운대 파

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장포럼은 원자

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

하는 국제회의로 2012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여기에 국내 원전도시 5곳(기장, 울주,

경주, 울진, 영광), 미국 웨인즈보로, 영국

셀라필드, 프랑스 플라망빌, 캐나다 클레

링톤, 소진 쇼어, 일본 겐카이, 히가시도

리, 도카이, 오마에자키, 베트남 니투언 등

7개국의 15개 도시 단체장 전문가, 국제원

자력기구(IAEA) 원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폐로산업 기술 활용과 지역발전 방안 중

점적으로 다뤄

기장군수는 9일 기장포럼의 본격적인 시

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릲기장은 국내 최초

의 원전인 고리1호기가 운영중이서 노후 원

전의 가동연장이나 폐로, 원전폐기물, 사용

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이 새롭게 원전의 핵

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포럼에서 얻은 경

험과 지식은 원전소재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문희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축사에

서 릲기장포럼이 원전지역에서 문제와 갈등

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하여 공존할 수 있

는지, 지속가능 방안을 토의하고 경험을 공

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단언한

다릳라고 말하며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

쳤다.

릫폐로의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

책릮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스즈키 마

사미 오마에자키시(일본) 정책총괄책임자

는 릲오마에자키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

후 가동이 정지됐다. 1, 2호기는 현재 폐로

작업 진행 중이고 3, 4, 5호기는 안전 개선

조치 중이다릳라며 릲폐로산업 역시 미래 방향

중 하나이다. 폐로완료까지는 30년이 걸린

다. 폐로 산업으로 관련 기업들의 투자로 지

역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릳

라고 원전도시의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세계 대표적인 원전 폐로 도시인 셀

라필드(영국)에서 참석한 NDA(영국 방사

성 폐기물관리 전담기관) 마크 웨어링 부지

관련팀 프로그램 매니저는 릲단순화하고 구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작업하라릳며 폐로

작업에서 얻은 교훈을 명확하게 설명해 참

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원전 폐로를 경험한 6개국의 경

험을 토대로 폐로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 공동선언문 채택굛구체적인 향후 협력방

안 모색

제1회 기장포럼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

이 지속적인 안전과 번영을 위해 원전도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기

장포럼을 국제기구화로 육성한다는 다짐이

었다면 이번 포럼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원전폐로관련제도및주민참여방안▷

지역 방사성 폐기물 저장 현황 공유 ▷포럼

실무 협의체 구성 등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 도시 대표들은 릲원

전 운영주기에 맞는 근본적인 안전대책, 원

전운영주기의 후반부인 원전정지와 폐로,

해체에 따른 원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

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경험을 공

유했다릳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릲원전 소재

도시간의 관계 증진 방안과 기장포럼을 지

속가능한 국제 협의체로 육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릳고 강조했다.

▶ 기장포럼 이모저모

기장군 녹색과학팀장은 기장군의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의굛과학 특화도시로 변모하

고 있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지의 메카

로 떠오르는 기장군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하고 기장군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은 동영

상을 상영해 타 원전도시의 이목을 끌었다.

기장포럼 마지막 날인 10일에는참석자들

이 기장군청과 고리원전을 시찰하고 기장문

화예절학교에서는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제3회 기장포럼은 2년 후인 2017년 일본

겐카이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폐로 확정에 지역주민 크게 환영
폐로 과정에도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구축이 중요

6월 18일 릫국내 1호 원전릮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공식 확정되

자 마을 곳곳에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반기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는 정부의 폐로 방침에 대해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낸다.

정부가 이 같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데에는 끊임없는 기장

군민의 요구가 큰 바탕이 됐다. 장안읍민을 포함한 지역민과 환

경단체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

려를 표명했다. 총 2천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집단시위를 7회에

걸쳐 열었으며 장안읍 길천이장은 8일동안 단식농성, 장안읍

지역대표 24명은 9일간 릴레이 천막농성을 통해 고리 1호기 계

속운전을 반대했다. 또한 지역 청년연합회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국회, 정부 등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장안읍발전위원회 조창국 위원장은 릲위원회는 기장군민과 함

께 지속적으로 고리 1호기 폐로를 주장해 왔었고 지역의 대표

민간기관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안전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릳며 릲다음 목표인 원전해체센터 기장군 유치와 고리 1

호기 폐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반드시 실

행되어야 한다릳고 말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로절차는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이다. 미국 정부의 차관

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기술 지원으로 1971년 착공해 1978

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우리나라는 21번째로 원전보

유국 반열에 올랐다. 원자로와 증기 계통이 분리돼 있는 가압수

형 원자로(PWR)로 설비용량은 58만7천kW에 달한다.

2007년 6월 30일 설계수명인 30년에 도달해 가동을 중단했지

만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2017년 6월까

지 수명을 10년 연장해 재가동됐다.

고리 1호기의 폐로까지는 최소 15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

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체

계획서를 수립해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영구정지 후 5년 이

내에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체 승인을 원안위에 신청

해야 한다.

해체 승인 이후에도 원자로에서 연료를 빼고 방사능 누출 등

오염을 방지하는 작업에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는

<1면에서 계속>

릫주민의 힘릮으로 문닫는 고리1호기

2015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 부

산에서 개최된 원전소재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2회 기장포럼에 참석한 세계

원전도시들의 대표자 . 캐나다 클레링톤과 소

진쇼, 프랑스의 플라망빌, 일본 겐카이, 히가

시두리, 도카이, 오마에자키, 대한민국 기장,

경주, 울진, 울주, 영광, 영국 셀라필드, 미국

의 웨인즈보로, 베트남 닌투언성은

가. 본 포럼의 목적이 원전소재도시들의 문

제와 이슈 및 발전방향을 가치중립적인 관점

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원전소재도시들

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지혜의 교류 및 축적

임을 고려하고(Recalling),

나. 원전소재 도시가 공통적으로 원전의 건

설, 운영 및 해체 등 원전의 전주기(life cycle

)에서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번

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

려하고(Recalling)

다. 원전도시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며(Recognizing),

라. 지속가능한 원전소재 도시의 발전을 위

하여 도시간 관련 정보와 경험의 공유가 매

우 유익하고, 원전의 문제는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들끼리 연대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공동

대응의 문제임을 인식하며(Recognizing),

다음의 내용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합의하

였다.

1. 원전도시의 지속 가능한 안전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원전운영주기(NPP Life-

time Management)에 맞는 근본적인 안전대

책과 운영완료 이후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

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였다.

- 원전소재에 따른 영향과 향후 발전방안

- 원전사업자와 주민과의 소통체계

-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공개방안

- 원전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방재훈

련 등)

- 지자체의 원전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확

보방안

2. 원전운영주기(Lifetime Management)

의 후반부인 원전정지와 폐로, 해체에 따른

원전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 원전소재지역 현황

- 원전폐로 관련 제도 및 주민참여방안

- 원전 폐로 경험공유와 폐로가 지역에 미

치는 영향

-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저장 현황

3. 원전소재도시간의 관계 증진 방안 및 기

장포럼을 지속가능한 국제협의체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 원전소재도시간 교육, 관광, 산업 등 非

원전분야까지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

- 기장포럼의 실무협의체 구성

- 기장포럼 참가도시의 소통의 장으로 홈

페이지 적극활용 (www.kijangforum.org)

4. 제3회 기장포럼 개최와 제4회 개최지 선

정을 위한 개략적인 합의를 하였다.

- 제3회 기장포럼의 개최 예정지인 일본의

겐카이는 일본 원자력정책의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하여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였으나, 일본

내의 원전 재가동 여부 등 동향을 고려하여

제3회 포럼개최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제3회 포럼의 개최와 제4회 포럼의 개최

지 선정을 위하여 포럼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 도시 및 단체간에 긴밀히 협의하도록

한다.

고리 1호기 폐로를 넘어

모든 기장군민이 염원했던 고리1호

기 폐로의 꿈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꿈에 취해 있을 여유도 없이 우리에

게는 다음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기장군 유치와 해체 과정에서의 주민참

여가 또 다른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 때 개척자의

노력과 도전은 정말 위대합니다.

1978년 기장군에 대한민국 산업의 동력인 고리 1호기가 설

치된 후 지금까지의 성장은 기장군민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에 가능했으며 이를 개척자 정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제 원자력 해체기술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축적은 국

내 1호 폐로 원전이 있는 이 곳, 기장군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그동안 불안감 속에서 세월을 보내고 강압적인 이

주 대책에 터전을 빼앗긴 채 살아온 피해를 감수한 지역 주민

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릫첨단 방사선기술(RT) 산업의

중심 기장굩 원전해체 종합연구센터의 최적지는 기장굩릮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고사리

어린 손에서부터 연세 높은 어르신들까지 군민 한명 한명의

염원을 담아 6월 11일 기준으로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했

습니다.

10만 명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광렬(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범군민 유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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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쪽파 릫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릮 등록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해풍을 맞고 자란 일광 쪽파.

해풍을 맞고 자라 쪽파 특유의 향이 풍부해

옛날부터 동래파전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 기장

쪽파가 릫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릮으로 등록돼 기

장을 대표하는 명품 농산물로 거듭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

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

임을 인정해 특허청에서 그 명칭을 법으로 보

호하는 제도로, 기장쪽파는 앞으로 상표 사용

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상표 도용 등

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장 경쟁력과 농가소득이 향상돼 지

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이다.

2014년 3월 기장군 5개 쪽파 작목반 256명

의 생산자들은 기장군의 중요 소득 작목인 기

장쪽파의 차별화굛명품화를 위해 기장쪽파영

농조합법인(대표 김신명)을 설립하고 회원의

소득증대와 지역특화산업 추진할 수 있는 지

리적 표시제를 특허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에 등록 신청했다. 또한 법인에서는 다양한

선진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기장쪽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작목반 반장과 총무가 품

질조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장쪽파는 2009년 2월 기장 미역굛다시마가

수산물로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후

두 번째 품목이 되며

농산물로서는 처음이

다. 기장군수는 이례적

으로 지난 5월 직접 특

허청을 방문해 기장쪽

파의 우수성을 설명하

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기장군수는 릲바

다의 미역굛다시마, 육

지의 기장쪽파는 천혜

의 자연환경에서 자라

는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기장 대표 뿐 아니

라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릳이라고 말했다.

기장군은 금년 내에 특허청에 등록하는 단

체표장 뿐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도 기장군에서 자라는 쪽파에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

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지리적표시 등록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명백히 인정하는 제도로

기장쪽파의 명품화에 크게 기여할 것릳이라며

릲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릳이라

고 밝혔다.

기장군은 이와는 별도로 19억여 원의 예산

을 들여 기장 쪽파를 재배하는 농가에 종묘와

농기구를 보급해 농가 소득 개선을 위한 사업

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장쪽파는 초장의 길이가 15~30cm정도인

어린 쪽파로 파, 마늘 등 채소류의 매운맛과

향에 관여하는 알라인(Alliin) 성분이 풍부해

쪽파 고유의 맛과 향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

며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굛C 등이 다량 함

유된 건강채소이다. 또한 조선시대 동래부사

가 삼짇날 임금님께 진상한 귀한 음식으로 유

명한 동래파전의 동래는 지역명인 릫동래릮에서

유래한 것으로 1900년대 동래군에 속해 있던

기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쪽파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향토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

기장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릫행복학습센터 운

영 지원 공모사업릮에 선정돼 국비 3천1백5십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한 데 이은

2년 연속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읍면동 단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국 신규대상

169개 시군구 중 기장군을 포함해 총 32개 도

시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연

간 3천1백5십만원, 최대 3년간 9천4백5십만원

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에 특화된 지속적인 평

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군청과 정관도서관을

거점센터로, 5개 읍굛면사무소, 기장종합사회

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13개소의 행복학습센터를 주축으로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 등 총 17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주

관하는 사업자 지원 공모사업에도 인문학 글

판 조성사업이 선정돼 6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인문학 글판 조성사업은 관내 버스정류장,

공원, 도서관 등에 인문학 글귀를 게재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이다.

기장군에 근무하는 토지관리과 김형준 주무관<사진>

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한 릫2015년 창의 지적굛공간정보

행정 구현을 위한 세미나릮에서 국책사업인 지적공부 세

계측지계 좌표변환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최

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이어 릫2015년 스마트 국토엑스

포릮 지적행정 분야 부산시 대표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

쳐 본 연구방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부산시에서는 지적행정의 혁신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

모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으며 16개 구굛군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해 연구과제 및 방안을 발표했다.

김형준 주무관이 발표한 연구방안은 지적공부의 세계

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에 있어 지적기준점과 더불어 도시

기준점(UIS)도 공통점으로 활용하여 좌표변환 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시

했으며 이는 GPS측

량 예산절감 효과와

담당자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 서로

다른 좌표체계의 기

준점을 상호 활용하

여 토지행정과 공간정보의 안정적인 융합 추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형준 주무관은 릲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선 담당공

무원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상을 받은 것 같

다. 관련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여 국토엑스

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릳는 포부를 밝혔다.

일광면 이천길 25(일광면 이천리 845-10번지) 일원

일광 이천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

라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적불부합지가 해결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

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르게 정리하고, 일제 강점

기의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

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 중

이다.

일광 이천지구는 48필지 6천212㎡에서 57필지 6천

196.8㎡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그동안 토지 경계가 맞

지 않아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 해결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

가 기대된다.

토지관리과장은 릲기장군의 첫 지적재조사사업인 일

광 이천지구가 작년 11월 지적공부 정리에 이어 면적

증감토지의 조정금 정산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작하는 장안 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릳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

조를 당부했다.

우수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실시

철마 성지곡저수지에서 공무원과 주민이 함게 비상대처 훈련을 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상황전파 및 대응체제 구축

기장군은 6월 4일 철마면 안평리 성지곡저

수지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25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을

가상한 비상대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잦은 기상이변에 의한 저

수지 붕괴 등 수리시설의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대응 능력 향상

과 군민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해 성지곡저수지

외측 비탈면의 슬라이딩과 침식 발생에 따른

제방붕괴 우려를 가상한 비상대처 훈련으로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망 가동과 피

해상황 파악, 주민대피 방송,

수방자재 확보, 배수문 개문

및 긴급 장비동원, 슬라이딩

및 침식된 제방의 응급조치

등 사전대비와 응급복구 등

비상대처에 중점을 두고 실시

됐다.

군 관계자는 릲이번 훈련을

통해 저수지 붕괴 등 자연재

난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

에 따른 상황전파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직

원 모두가 비상시를 대비한 위기대응 능력 향

상 뿐만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됐다릳고 말했다.

일광 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최종 완료

협력과 소통으로 예산 16억원 절감해

수해복구 현장 사토를 산업단지에 투입

기장군은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남권 방사

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 활용하

여 예산 16억원을 절감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는 사토 처리 비용을 부서간 협력하고 소

통하는 업무수행으로 무려 16억원의 예산을

아낀 것이다.

관내에는 사토장이 따로 없어 지난 해 8.25

집중호우 피해 후 좌광천 등 6개 하천을 확장

하는 수해복구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

하는 비용이 46억원에 달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한 결과 방사선 의굛과학 산업단지에서 나오

는 돌을 외부로 반출하고 대신 수해복구 현장

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사토를 산업단지에 활

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틀에 박힌 관행을 탈피

하고 부서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업

무수행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동불편하면 대신 민원 발급해드려요

외국인체류지변경, 읍면에서도가능

기장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청에서 발급 가능한 주

민등록 등굛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수급자 증명 등 16

종 민원을 발급해 직접 전달하는 찾

아가는 대민행정서비스 릫민원서비

스 멘토제릮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 장애 1굛2급, 85세 이상 어르

신, 독거노인, 7개월 이상 임산부 등

은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신청 하

면 민원봉사과 직원이 멘토로 지정

되어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민원처리에 대한 사회적 약

자를 배려하고 먼저 다가는 행정서

비스를 제공해 주민편익 중심의 행

정을 실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시

행중이며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보를 강화해 행정서비스의 만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으로 체류지 변경할

외국인은 군청 외 읍면사무소에서도

체류지변경신고가 가능하다. 기존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군

청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기장군은

읍면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효율성

을 제고하고자 읍면사무소 민원창구

에서도 변경신고를 접수한다.

읍굛면사무소에서는 접수를 받으면

군청 민원봉사과로 즉시 FAX를 송

부하며 신고는 당일 처리 가능하다.

Previously, If you wanted to

change your temporary place of

residence, you had to report to

the immigration office or Gijang

County Office. For your conve-

nience, from June 22nd you can

visit near Eup or Myeon Office to

change your temporary place of

residence. Thank you.

민원봉사과(709-4268)

한수원 지원 인문학 글판 조성사업에도 선정돼

상표법 보호 받는 독자적인 브랜드 가능해져

기장 대표 농산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박차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23일 일광면

용천리 골프장(오션굛클릭GC) 사업자 ㈜오션

디앤씨가 기장군을 상대로 낸 릫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릮 심판에서 사업자 측 청구를 기각

했다. 행정심판위는 릲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

경 피해가 크다릳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션디앤씨는 부산시가 지난 1월 오션굛클

릭GC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굛고시함에 따라

3월 클럽하우스와 골프장 내 시설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기장군이 환경 파괴와

인근 학리항 미역굛다시마 양식어민들의 피해

등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자 사업자는 행정심

판을 청구했다.

부산시 행정심판의 재결로 기장군의 건축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이 났으며 용천

리 골프장 사업은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기

할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될 전망이다.

기장군, 용천리 골프장 행정심판 이겨

▶ 정원수 부군수(행정3급)

▶ 기획감사실 이문도 실장(행정4급)

▶ 세무과 송문숙 前과장(행정5급), 토지관리과 이

성욱 과장(행정5급), 의회사무과 황만규 과장(행

정5급)

▶ 세무과 안상엽(세무6급), 세무과 문중기(세무6

급), 총무과 김쌍수(운전6급), 건축과 윤건수(청

원경찰)

정원수 기장군부군수뢾사진뢿는 1년간 6개월간 기장

군 부단체장직을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

리했다.

정 부군수는 1979년 영도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

작해 30년 넘게 부산시에 몸담아 왔다. 2010년 지방

서기관으로 승진해 경제산업본부 신성장산업과장, 정

책기획실 회계재산담당관을 거쳐 2014년 1월 1일자

로 기장군으로 발령받아 약 1년 6개월간 기장군 발전

을 위해 힘써 왔다.

정 부군수는 지난 12월 31일자로 기장군 부단체장

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돼 개청 이래 첫 부

이사관의 명예를 안기도 했다.

정 부군수는 릲기장군에 근무

하면서 부산 어느 구보다 일반

적인 업무량과 현안사항이 많

아 직원의 노고를 알 수 있었

다. 특히 작년 8월 말 집중호

우 피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

지만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

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함께

해준 600여 공직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릳며 릲올

해는 기장군 복군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 시점을 계기로 기장군이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 있

고 품격 높은 도시가 되길 응원한다릳고 말했다.

릲퇴임 후에도 기장군 발전을 응원합니다릳

안전한국훈련평가기장군 릫최우수릮 선정

부산시가 실시한 릫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릮 평가에

서 부산 16개 구굛군 중 기장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5월 18일부터 22

일까지 5일간 진행된 대응 훈련에서 기장군은 직원비상

소집훈련,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 시민 체험감형

훈련, 불시 메시지 대응훈련 등 5개 유형 훈련에서 우수

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연계한 중앙통합훈련인 대규모 해

양오염 대비훈련(CPX)에는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보

여 좋은 평가를 받으며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훈련에 임해준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군민 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훈련 시 드러난 미비

점 등을 보완굛개선하여 앞으로 안전한 기장군을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겠다릳라고 말했다.

■ 기장군 상반기 퇴임 인사

창의 지적굛공간정보 구현 연구과제

토지관리과김형준주무관 릫최우수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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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동백리에위치한월드컵빌리지모습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로 들어서자

한 여름의 무더위를 스포츠를 통해 식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를 증명하듯 기장군도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관내굛외 주민들의 대관 문의가 매

우 뜨겁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일광면 동백리에 위

치한 월드컵 빌리지를 비롯하여 철마면에 위치

한 철마체육시설, 장안읍에 위치한 장안천가족

휴게공원(장안천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실

외 체육시설은 이용하려는 인원의 1/2 이상이

관내 주민일 경우 사용하려는 일자의 4주 전부

터 대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3주

전부터 접수를 할 수 있다. 장안천휴게공원의

풋살장 및 야구장, 철마체육시설 족구장의 경

우 관내굛외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실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장군도시

관리공단 홈페이지(www.gijangcmc.or.kr) 내

체육굛공원시설의 룗감면안내룘에서 자세한 사항

을 참고하면 된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이용객에게 보다 쾌

적하고 만족도 높은 시설 제공을 위해 월드컵

빌리지 천연 잔디 구장의 경우 매월 천연 잔디

보식 작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외 실외 체육시설들은 매일 담당자가

파손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즉각

대응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동력 및

인력 제초를 통해 시설외관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외 체육시설 운영 관계자는 릲대관 이용자들

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제공을 위해 최상의 서

비스와 시설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밝혔

다.

치매예방바우처 릫뇌에기(氣)가팍팍릮수업이진행되

고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달부터 지역사

회서비스투자사업의 치매예방 바우처사업인

릫뇌에 기(氣)가 팍팍굩릮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치매환

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장군노인복지관에

서도 신규 사업으로 치매예방 바우처 릫뇌에 기

(氣)가 팍팍굩릮을 시작하게 됐다.

치매를 조기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어르

신 및 치매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누

구나 가능하며, 관할 읍굛면사무소에서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강사가 직

접 집으로 찾아가 1:1 수업으로 진행되며 3인

이하 그룹도 가능하다.

수업의 내용은 치매 및 중증 악화 예방을 위

한 두뇌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1 맞춤식 읽기,

쓰기, 숫자계산이 있으며 차(茶)문화 치료를

통해 정서기능 안정 및 상담, 색종이 접기, 회

상요법, 치매예방체조도 함께 진행된다.

서비스 가격은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과 정

부지원금이 달라지고 치매진단을 받은 이용자

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노인복지관 전화

051)792-4814로 하면 된다.

복지관 담당자는 릲치매 예방에 대한 중요성

을 일깨워주고 치매를 지연시키기 위해 서비스

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릳고 전

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단 구현을 위한 청렴 선서를 하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공단 이사

장(박문영)과 임직원이 청렴굛윤리 솔선수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반부패굛청렴서약식

및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 임직원

의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실시해 전사적으로 부

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

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 준수를 통한 청렴한 공

단 구현 솔선수범 ▲사익보다 공익 우선 ▲업무

수행 시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이권개

입, 알선굛청탁 등 금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를 통한 소신 있는 일처리

문화 조성 등 공단의 청렴도 향상과 윤리경영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청렴서약식과 더불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부산시 인사담당관실 유재

기 행정사무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

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대 변화에 맞

추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의 반부패굛청렴 전

문 강사로서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돼야

할 우리사회의 특수성과 청렴으로 인한 사회적굛

경제적 가치창조 등을 설명하며 청렴 실천에 대

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공단 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원칙, 행동강령을 교육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청렴 캠페인

을 연중 전개해 ▲청렴굛윤리 인프라 고도화 ▲윤

리의식굛청렴문화 체질화 ▲선제적 부패차단활동

강화 등 지속적으로 청렴한 공단 확립을 위한 노

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이사장은 릲앞으로도 제도 정비와 강력한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 청

렴DNA를 각인시킴으로써 릫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릮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전했다.

청소년지원 1번지기장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맞춤형프로그램강화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로에 대한 고민

이 많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진로탐색 프로

그램,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

한 학습지원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

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형성 및 건전한 여가생활 정

착을 위한 청소년 음악 동아리활동 릫용감한 아이

돌릮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

회 환경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굛

친구굛부모 등 다양한 곳에서 가치관 충돌과 갈등

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스트레

스 해소의 필요성 또한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기장종합사

회복지관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동아리모임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전문 강사의 기타 강의

를 통해 정서 불안감을 감소하며 음악적 재능을

개발시키고자 릫용감한 아이돌릮을 기획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기장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기타 강습, 진로상담 등을 진행

한다. 프로그램 문의 및 참여 신청은 전화

051)792-4772 또는 복지관에 내방하여 할 수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내 어느 시설보다

청소년들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설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공단 전 임직원 청렴문화 구축 결의 다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명소로 각광 받아

치매예방 바우처 릫뇌에 기(氣)가 팍팍굩릮

치매의 발병과 중증화 사전 예방해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6월 한달 간 다문화강사양성교

육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파견되어 다

문화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대상 요금

10:00~10:50 화~토 18 1 초등1~3학년 30,000

11:00~11:50 화~토 18 1 초등1~3학년 30,000

14:00~15:00 화~토 수 질 정 화 시 간

16:00~16:50 화~금 18 1 초등1~3학년 25,000

17:00~17:50 화~금 18 1 초등1~3학년 25,000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대상 요금

18:30~19:20 수, 금 15 1 초등학생 30,000

19:30~20:20 수, 금 15 1 초등학생 30,000

20:30~21:20 수, 금 15 1 초등학생 30,000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대상 요금

16:00~16:50 화, 목 16 1 초등학생 30,000

17:00~17:50 화, 목 16 1 초등학생 30,000

○ 강좌기간 : 2015. 8. 1(토) ~ 8. 31(월)

○ 강좌대상 : 관내 초등학생

○ 신청기간 : 2015. 7. 21(화) ~ 7. 31(금) (11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접수(09:00부터 선착순 접수)

○ 내 용

▷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

▷ 음악줄넘기 프로그램

▷ 배드민턴 프로그램

기장군국민체육센터(792-4770)

공단 행사 이모저모청렴하고 깨끗한 공단 구현 위한 청렴서약식 실시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6월 매주 수요일(총 4회) 다문

화가정 및 일반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내적역량 강화

를 통한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감정코칭 부모교육 및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6월 9일 달음산라이온스클럽과 함께하는

룗식사배달사업 도시락용기 후원 전달식룘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기장군 관내에 식사배달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위생 및 청결을 위

해 달음산라이온스클럽에서 도시락 용기를 후원함으로써 마련됐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업 재개 및 자립 습득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릫해밀교실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릮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상담, 검정고시 지원, 학습 멘토링, 직업

교육 지원(바리스타 자격증반, 이미용 자격증반, 조리사자격증

반 등), 집단 프로그램 및 인턴십 지원이 있다.

모집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만 9~24세)으로 교육비는 무료이

며 선착순 접수 마감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

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051)792-4926~7)으로 전화하거나 방문

하여 접수하면 된다.

릫 릮

부모님을 진정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

께하는 릫효릮 공부

□ 대 상 : 성별, 지역, 연령 제한 없음

(부모 자식간 따뜻한 관심을 가진 분)

□ 내 용 : 찾아가는 릫효릮인성교육 전문강사 및

릫효릮문화장려 범국민 릫효릮운동가 양

성 교육

□ 예비소집 : 2015. 8. 26(수) 오후 1시 30분

□ 수업기간 : 2015. 9. 9(수) ~ 11. 4(수) 주2회

(1일 4시간, 수굛금요일)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도서관 1층

□ 교 수 진 :장혁표 전 부산대학교 총장, 조남욱 현

부산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외 다수

□ 접수기간 : 2015. 6. 1 ~ 8. 26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60

번길 39-1 (사)릲효릳문화지원본부

○ 전화접수 : 070-4153-7902(학교본부)

(사)릲효릳문화지원본부(070-4153-7902)

최근 여성 대상 범죄의 증가로 방범 취약지 거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홈방범 서비스사업을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 최근 여성 대상 범죄의 증가로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 증대

○ 반지하, 원룸 등 방범 취약지 거주 여성에 대한

안전대책 필요

○ 여성 1인 가구는 주거안전을 위한 지역중심의

안전체계 마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결과)

□ 추진개요

○ 목 적 : 방범 취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기 간 : 2015년 3월 ∼ 12월

○ 대 상 : 일반 36가구(선착순 모집)

※ 당초 저소득 및 한부모(모자) 가족 대상, 신청

자가 적어 일반 가구로 확대

○ 계약기간 : 2∼3년 단위

뢾해지통보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뢿

○ 사업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위급 시

긴급출동

- 출입문굛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경보음 발생 등)

- 위급 상황 시 전문 보안요원 긴급 출동(자동출

동 및 요청출동)

부산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051-888-1532)

학교 밖 청소년 위한 해밀교실 운영

구분 운영시간 운영일 정원 분반 대상 요금

여름
방학
수영
특강

09:00~09:50 화~금 15 1 만7세 이상 어린이 25,000

10:00~10:50 화~금 15 1 만7세 이상 어린이 25,000

11:00~11:50 화~금 15 1 만7세 이상 어린이 25,000

12:00~12:50 화~금 30 2 만7세 이상 어린이 25,000

14:00~14:50 화~금 30 2
만7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
25,000

○ 운영기간 : 2015. 8. 1(토) ~ 8. 31(월), 1개월간

○ 강습안내 : 화~금요일(주4회) 수영 특별 강좌

○ 강좌대상 : 만7세 이상 어린이 및 청소년 누구나

○ 신청기간 : 2015. 7. 20(월)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사이트 : https://lims.gijangcmc.or.kr/

회원가입 후 강좌 신청

○ 운영내용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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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재산세납부의달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
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굛고
지됩니다.

○ 7월 부과분 재산세 :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굛
항공기

○ 9월 부과분 : 주택(연세액의 1/2), 토지
○ 6월 1일 이전까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신축, 매매, 상

속, 증여 등)한 경우 재산세 과세
□ 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재산세

납부 안내
○ 주택분(부속 토지 포함)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

세액의 1/2씩 부과
○ 주상복합건축물 소유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매의 고지

서가 발부
○ 7월 : 주택1매, 건물1매 / 9월 : 주택1매, 토지1매
□ 재산세 도시지역분 안내
○ 종전 릫도시계획세릮로 부과되던 세목을 릫재산세 도시지역

분릮으로 변경
○ 과표에 세율(1.4/1,000)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본

세)에 합산부과
□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 기간 : 2015. 7. 16 ~ 7. 31(7월분 재산세)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 납부전용계좌이

체, ARS, 편의점, 스마트폰 납부 등
▷ 인터넷 납부 :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

택스(wetax.go.kr)
- 납부시간 : 07:00~22:00(365일 연중 무휴)
- 납부방법 : e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

상)계좌로 이체납부
▷ ARS(1544-1414) : 신용카드(신한, 삼성, 롯데, 현대,

BC, 국민, 하나SK카드) 또는 휴
대폰소액결재(10만원이하, 수수료
있음)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
니스톱(고지서 지참)

○ 전자고지굛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
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부 시 세액공제 혜택 또는
마일리지가 적립됨

세무과(709-4191~5)

2015년 하반기마을기업공모

○ 신청기간 : 2015. 7. 13 ~ 7. 15

○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

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

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

야 함

○ 제출서류

▷ 신규 지정

- 부산시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신청서, 계획서, 기업현황, 회원명단, 사업비 사용계획서

▷ 2차 년도

- 신청서, 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2차년도)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군청 교통경제과 일자리창출계

○ 마을기업 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 2015. 6. 16 ~ 7. 3 (공휴일 제외)

교통경제과(709-4392)

8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사진꾸미기
8. 3 ~ 8. 7 (5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10시간)

엑셀(야간)
8. 10 ~ 8. 21 (10일간)

19:00 ~ 21:00
25

월 ~ 금
(20시간)

ITQ파워포인트
8. 10 ~ 8. 28 (15일간)

10:00 ~ 12:00
25

월 ~ 금
(30시간)

스마트폰 활용
8. 13 (1일)
14:00 ~ 16:00

25
목요일
(2시간)

1. 교육일정(2015. 8. 3 ~ 8. 28)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 무료

4. 접수기간 : 2015. 7. 1(수) 09:00 ~

5.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민원봉사과 (709-4306)

7월은주민세재산분신고굛납부의달

○ 주민세 재산분은 우리군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
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굛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15. 7. 1 ~ 7. 31
- 납부방법 : 기장군청 세무과에 신고후 납부, 인터넷 전

자신고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 굛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세무과(709-4154)

동화마주이야기 회원들이 활짝 미소 짓고 있다.

유아교육의 아버지 프뢰벨은 다음과 같

이 말했다. 릲어린이들에게 동화 한편은 아

름다운 보석을 가지는 것과 같다릳

동화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세계,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도와주며 언어

와 정서발달은 물론 가치관 형성에 도움

을 준다.

동화책은 글자를 아직 모르는 아이에게

읽어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책이다.

읽어주는 사람의 말투나 목소리 등이 그

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에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려

면 읽어주는 사람이 먼저 동화를 이해하

고 아이가 이야기에 강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교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아동들은 매

주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동화마주

이야기(회장 이정아) 회원들의 신나고

재미있는 동화구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

이다.

2014년 7월에 결성된 동화마주이야기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동화를 읽어주면

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화 속 상상의

세계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

고 싶었다. 그래서 매주 두팀으로 나눠 교

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장 도서관 등

에 동화구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업자는 동화책 선정에서부터 관심을

유도하고 흥미를 끌수 있는 손유희 동작,

독후활동 등 세심하게 수업계획안을 짜

온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회원

들은 독후활동을 힘들어하는 장애우들

옆에서 수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똑같은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는 사람의

기분, 말투, 목소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읽어줄 수 있다. 13명의 동화구연

가들이 매주 돌아가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동들은 동화 속 인물에 공감하며

감정을 주고받는다. 등장인물에 따른 다

양한 목소리, 재미있는 몸짓은 아이들에

게 언어의 창의성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키워준다.

이 회장은 릲아동들에게 맞는 건전한 상

상력이 자극할 수 있는 동화, 자존감 향상

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동화, 지

루하지 않고 웃음과 유머가 포함된 동화

를 선정해 동화책의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춰 목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

어요. 물론 해설도 중요하지만 동화책은

무미건조하게 읽어주는 것보단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해요. 그래야 듣는 사람의

몰입도는 한층 높아져 재미있어해요릳라고

말했다.

이런 노고를 인정이라도 한 걸까. 올해

4월, 동화마주이야기는 2015년 기장군 평

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에 1등에 선

정돼 지원금을 받았다. 봉사활동에 있어

그동안 재료비용 등 수업진행비가 회원들

사비로 운영되다보니 부담이 적잖아 있었

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으로 재료비용뿐

만 아니라 회원들의 깊이 있는 공부를 위

해 특별강사를 초빙할 계획도 가지고 있

어 아이들에게 더 새롭고 유익한 동화구

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원들은 기뻐했

다.

릲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그림책을 멋지게 소개하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림책은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

두가 느낄 수 있는 공감의 소재가 넘쳐나

거든요. 모든 연령대에게 좋은 동화를 많

이 읽어드려 동화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동화마주이야기가 노력하겠습

니다릳라며 이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인문학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김석수(경북대 철학과 교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다하게 시장이 지

배하는 사회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시장이 아닌 곳이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이 삶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근대부터다. 중세의 종교 중심의 사회가

낳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인들, 특히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시장에서 마련하려고 했다. 이

들에게 시장은 믿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자리이자, 자

신의 욕망과 자유를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행복

의 자리였다.

그러나 시장은 마냥 젖과 꿀을 약속하는 곳만은 아

니다. 시장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으로 하여금 부단히 서로 경쟁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달콤한 욕망의 쟁취 뒤에서 한없는 고립과 불

안을 견디어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경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경쟁의 자리인 시장을 떠날 수는 없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과

불안증 역시 이런 과다 시장지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불행한 상태를 극복하

려면 우리는 서로를 물건으로 대하는 수준을 넘어 인격으로 대하는 수준으로, 즉 릫주

체와 대상릮의 관계가 아니라 릫주체와 주체릮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적인 세계이해로부터 인문학적인 세계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타

자를 도구화하여 나의 욕망과 자유를 확립하려는 전자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타자를

주체로 맞이하여 나의 고립과 불안을 넘어가려는 후자의 이해는 더 더욱 중요하다.

인문학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정체를 밝혀내어 나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릫설명릮의 관

점보다는 타자의 고귀함에 다가가 타자와 함께 하려는 릫이해릮의 관점에 더 주목한다.

따라서 서로를 상품화하는 시장의 반인간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세상 일구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의 확산으로 도시가 비대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은 온통 값으로

매겨지고 있다. 도시의 시장화와 시장의 도시화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현대인은 값 매겨진 공간과 시간에 점점 더 많이 예속되고 있다. 이로 인

해 현대인은 공간의 고밀도화와 시간의 초고속화에 속박되어 고립을 넘어 피로에

찌들려 무력해지고 있다. 서로의 사연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눌 겨를조차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는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 외로움은 우울을 낳고, 우울은 자살을 낳는

법이다. 피로사회를 넘어 자살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공동체를 일구어내야 한다. 자고로 마을은 일터로서의 역할

을 넘어 놀이터이자 쉼터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익명적 존재들이 무한 경쟁

을 하며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 눈빛을 마주하고 손을 내밀며, 그래서 서로를 물건

이 아니라 주체로 맞이하는 릫이야기릮 공동체여야 한다. 이 릫이야기릮 공동체는 인문학

이 일구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릫이야기릮가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따라

서 인문학을 통해 릫이야기릮 마을을 일구어내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

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동화구연에 눈 반짝, 귀 쫑긋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열정적인 몸짓으로 삶의 활력소 찾아

스포츠댄스 동호회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

한 쌍의 남녀가 함께 춤추며 음악에 맞

추어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즐거움과 그에 따른 육체적 건강, 사교활

동을 통한 예의범절을 익히는 건전한 운

동이 스포츠댄스이다.

스포츠댄스 운동은 끊임없이 몸을 스트

레칭 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교정에 효과

적인데 특히 허리에서 목까지 척추를 세

우는 스트레칭과 명치 아래골반까지의 스

트레칭은 평소 구부정하거나 자세가 바르

지 못한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어서 꾸준히

하게 되면 자세가 당당하게 된다고 알려

져 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스포츠댄스 동호회는

2002년부터 김정이 강사가 회원들을 지도

하고 있는데 벌써 10여년이 훌쩍 넘은 역

사가 깊은 동호회다. 요즘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릲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많고 몸이 약간

불편한 회원들도 있지만 항상 재밌게 수

업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연결된 동작

과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하다 보

니 성취감을 느끼는 회원들을 볼 때 마다

보람이 있어요릳하며 김정이 강사는 이야

기한다.

스포츠댄스의 운동량은 일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데 실제 조사에 따르면 평

균 운동량은 시간당 500칼로리로 여타 다

른 운동들을 월등히 상회하며 많은 유산

소 운동으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다함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운동

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으로 느껴지는

유대감으로 건조한 일상에 큰 활력소가

되며 경쾌한 릫자이브릮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릫차차릮, 릫살사릮의 열정적인 몸

짓으로 삶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장점

을 가진 운동이다.

릲다른 운동과 비교해 볼때 음악을 들으면

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아직 있어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오랫동안

해온 운동이라 크게 힘에 부치는 건 없습

니다릳며 신양자 반장은 소회를 밝힌다.

릲그 동안 여러 대회에 참가하여 많은 추

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릫강진 도자기 축제릮

에 참여하여 홍보 책자에 대대적으로 사

진이 실린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린 김치 축제에 참

가해서는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회원들과 함께 무척 기뻐했었

죠릳하며 김정이 강사가 지금까지 동호회

활약에 대해 소개했다.

운동도 되고 체형 교정도 되고 즐겁기

까지 한 스포츠댄스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

평소에 운동에 빨리 싫증을 내는 사람에

게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허리디

스크나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피하는 것

이 좋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찾고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는 스포츠댄스

동호회 어르신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다양한 인문학 도서, 마음껏 빌려가세요릳

군청 7층 디지털정보센터에서 대여 가능

기장군청 7층 디지털정보센터에 전시

된 인문학 테마도서전 관련 도서들이 7

월부터 대여가 가능하다.

기장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인문

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책 읽기를

통한 독서 능력 향상과 사고력 배양을

위해 인문학 테마도서전을 운영했다.

성인굛청소년, 유아굛아동 2개의 연령

층으로 구분해 동서양 인문고전, 징비

록, 생각이 크는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

학 관련 도서 총 40권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게 꾸몄다.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인문학의

세계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군민으로 성장 될 수 있도록

도서 대출을 진행, 장소굛시간 불문하고

언제든지 인문학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인문학을 매개로 군

민과 소통하고 군민은 일상생활에 스며

든 인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릳라고

말했다.

□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시공의 주범입니다.
○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으로 견실한 시공과 책임있는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업 무등록자는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을 교부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이나 하자발생시 피해보상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전에 건설업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합시다.

□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
하여야 합니다.

○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이 661㎡(비주거용건축물 : 495㎡)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하
여야 하며, 그 이하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시공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분할하여 도급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자
에게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건축법 제110조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건설업 무등록자는 1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도
급받아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
거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
게 됩니다.

□ 무등록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무면허건설업자신고
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등록자시공근절

◎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 (T.888-2911, FAX 888-2689)

◎ 부산광역시청 감사관실 (T.888-1451∼4, FAX 888-1439)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T.633-0260, FAX

633-0261) 614-7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범천동, 전문건설회관 4층)

무면허건설업자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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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는 6월 15일 종합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메르스

대응현황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해 의원이 참석했으며 상

황실 책임자로부터 메르스 발생현황과 우리군 대응방안에 대

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간식과 생수

등을 전달했다.

의원 동정

서병수 부산시장이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영구정지에 따른

주민 격려와 의견청취를 위해 6월 17일 장안읍사무소를 방문

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장군의회에

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해 의원이 참석해 지역의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를 요청했다.

기장군의회와 동부산농협이 함께 하는 농정협의회가 동부

산농협 본점에서 6월 11일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

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

은 동부산농협으로부터 운영현황과 현안사항 및 각종 건의사

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기장군의회제206회 정례회및행정사무감사연기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6월 15일 개회하기로 예정

돼 있던 제206회 정례회를 7월 6일로 연기하

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기로 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함께 연기됨에 따

라 메르스 예방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

다.

이번 정례회 연기 결정은 주민들의 불안감

이 높아지고 인근 지역에서도 메르스 확진자

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장군에도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진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

고 기장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예방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

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 졌

다.

정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메르

스가 지역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공무원들이 정례회 기간 중 의

회 출석과 각종 자료준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메르스 확산방지 업

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은 관(官)과 주민

들이 힘을 모아 이번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하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

과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정부와 군

(郡)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행동요령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된 제206회 정례회는 오는 7월 6일부

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회기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다.

메르스예방과확산방지총력지원
고리1호기 폐로 후

로드맵 공론화할 것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해 폭우로 입은 군민 여러분의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가 했더니 난데없이 메르스의 공포가 휩쓸고 갔습니다.

다행히 우리 기장군에는 확진자 없이 무탈하게 지난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군과 군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메르스 확산방지에 노력한 덕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도 군민 여

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보건과 안전 분야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은?

- 올해는 장마가 일찍 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수해를 입은 하천 정비

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의원으로서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에서 더욱 조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감독

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기장군 최고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

이후 폐로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주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폐

로 로드맵을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전으로부터 국

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을 마련하는 릫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릮 문을 조속히 마무리해 중

앙정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

민의 안전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의 책임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

로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이 저장

시설을 마련하여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권고문에는 릲발전소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2051년까

지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는 부지를

선정해야한다. 또 발전소 내 한시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릫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릮을 지불해야한다릳는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마가 오기 전에 하천을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우선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장안읍에는 도예촌 부지 내 영상센터 조성

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또 방

사선의과학단지 내 중입자가속기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의

장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한편 산업단지 근로환경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

로 이어질 기룡미니 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룡미니 복합타운은 2014년 6월까지 타당성검토

와 기본구상 수립용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기업체와 근로자의 입주희

망 세대수가 총 3천629세대로 산정됐으며 34만5천㎡면적으로 계획 중

입니다. 올해까지 산업단지계획안을 수립하고 민영개발자를 선정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어

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선

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나름대로 진정성 있

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늘

열린 자세로 군민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보내

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

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청렴한 의회 만들기 다짐

부산시 16개 기초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천만

호 동래구 의장)는 6월 11일 해운대구의회에

서 월례회를 열고 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집행

을 위한 청렴실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친족, 학연, 지연 등 공정한 의

정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 업

소의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룗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룘의 직무활동 범

위에서 공정하게 집행 ▷투명한 의정활동 수

행, 금품굛향응 제공금지, 알선, 청탁, 기타 부

정행위 금지 ▷청렴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기초의회는 이날 결의문 채택에 이어 자

체적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

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방

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구굛군의장협의회

릫업무추진비투명집행릮 결의
의원업무추진비투명집행을위한

릲청렴실천릳결의문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보도자료에

즈음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책

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렴실천을 결의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

회는 의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친족,

학연, 지연 등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자 업소의 업

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

회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룗지

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

칙룘의 직무활동 범위에서 공정하게 집

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

회는 투명한 의정활동 수행, 금품굛향응

제공금지, 알선, 청탁, 기타 부정행위 금

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원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하나.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

회는 청렴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

를 조성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2015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일동

15만 군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요구해온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확정됐습니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제,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한데 모읍시다.

대한민국처음, 원전폐로확정굩굩

기장군민의힘으로이루어낸성과입니다.

기장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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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신영복/돌베개

세간에 릫메르스릮라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떠들썩하다. 사스나 신

종 플루 등 몇 차례 겪은 일이지만

새로운 병명과 형태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공포 속에서 스스로의 나

약함을 재확인한다. 병의 확산을 막

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삼

가다 보니 서예 수업도 모두 한시적

으로 중단되었다. 갑자기 평일 오전

시간이 텅 비어버린 것이다. 어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메르스

가 가져다 준 뜻밖의 작은 선물인

셈이다.

모처럼 주어진 시간이라 나름대

로 뜻있게 보내자고 마음먹고 평소

에 마음만 두고 뵙지 못한 분들을

만났다. 지난 주 어느 날은 범어사

의 한 암자에서 칩거하다시피 생활

하고 계시는 스님 한 분을 뵈었다.

이런저런 말씀 끝에 재가(在家)수

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때 들

려주신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남은

것이 있으니 릫알아차림릮이라는 단어

다. 어떤 방식의 공부를 통해서든지

삼매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삼매 가운데서도 뚜렷한 내가 있

어 분명한 방향을 직시해야만 한다

고 했다. 스승으로부터의 배움과 직

접적인 체험을 바탕에 둔 두어 시간

에 걸친 귀한 법문이었다. 격은 확

연히 다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릫깨우치다릮라

는 단어와 결부시켜본다. 의식의 수

면위로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부

려보는 억지다. 책의 제목은 릫담론

(談論)릮이다. 담론의 사전적 의미는

릫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릮이라

고 되어있다. 나는 이 책의 저자 신

영복 선생과 뭔가를 릫주고받으며릮담

론을 나눌만한 깜냥이 못된다. 그냥

받기만 할 뿐이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거나 혹은 새로운 깨우침으로

다가온 것이거나 수면 아래에 두지

말라는 말이다.

신영복 선생은 60년대 말 통일혁

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1심과 2심에

서는 사형을 언도받고 3심에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되어 88년도에 출소했

다. 이즈음에 출간된 책이 릫감옥으로

부터의 사색릮이다. 이 책으로 해서

신영복이란 이름을 처음 접했다. 원

래 경제학을 전공하고 강의하던 선

생은 수감생활을 계기로 출소 후 인

문학을 가르쳤다. 20년이란 길고도

지난한 수감생활 중에 일상 속에서

읽기에 쉽지 않은 릫주역릮이나 릫시경릮

등 고전을 접하고 나서다. 릫묵자(墨

子)릮에정통한기세춘선생과함께공

저한 릫중국역대시가전집릮의 집필도

이 시기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릫담론릮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

다. 전반부는 릫고전에서 읽는 세계

인식릮으로 논어, 맹자, 역경과 시경,

묵자와 노장(老莊), 한비자(韓非

子)등 고전을 바탕에 두고 그 가운

데 한마디씩을 가지고 강의를 한 것

이다. 물론 전 내용을 모두 강의한

것은 아니고 읽어내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2부는 릫인간 이해와 자기 성

찰릮이라는 주제로 대부분 그의 저서

릫감옥으로부터의 사색릮을 가지고 실

제 수감생활과 전후로 만난 인물들

과의 교류를 들어 재미있게 풀어 주

었다. 릫고전 읽기릮는 독서에 자유로

울 수 없는 수감생활에서 한 권의

책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깊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으리라.수감생활이신

영복이란 한 개인에게는 너무도 불

행한 큰 사건이지만 대중들에게는

대단한 선물이 된 것이다.

고전은 읽는 방법(讀法)에 따라

서 그 속에 품은 뜻이 하늘과 땅 차

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천 수백 년 전의 사상가들의 저술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읽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단어 혹은 한

글자의 제대로 된 뜻을 읽어내기 위

해서 여러 권의 책에 담긴 뜻이 필

요하기도 하고 긴 시간 잠 못 이루

는 심사숙고가 필요하기도 했을 것

이다.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의 고전

일지라도 이 시대의 석학이 읽어주

는 고전과 내가 읽는 고전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읽어보자.

박태만 서예가

일광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빛문구점에서 영어로 말하며 학용품을 사고팔고 있다.

일광초등학교 한빛문구점 성황리 운영 중

일광초등학교(교장 우혜정굛이하 일광초)

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영어

수업시간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이름 일광에서 따와 태양처럼 큰 빛이 되라

는 뜻인 릫한빛릮을 붙여 탄생한 한빛문구점은

영어로 학용품을 사고파는 곳으로 학생들에

게 인기폭발이다.

한빛문구점은 아이들의 영어회화능력 향

상과 학교 주변에 문구점이 없어 학용품 구

입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에 처음 시작해 5

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4월 1일부터

문을 열었다.

문구점 운영시간인 매주 수요일 12시 30분

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문구점은 늘 북적인

다. 문구점 운영은 영어 전담교사, 원어민 교

사와 함께 6학년 학생들이 도우미로 활동하

며 단어를 모르거나 표현이 힘들면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점원인 6학년 도우미 학생들이 릲May I

help you?(도와드릴까요?)릳하고 물으면 물

건을 사는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릲I

want this pencil.(나는 이 연필을 사고 싶어

요)릳라고 말하는 등 여러 대화가 오간다.

릲Here you are.(여기 있습니다)릳라고 말하

며 물건을 건네주면 학생들은 쿠폰으로 물건

값을 지불한다.

학용품은 쿠폰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1

장당 500원의 가치를 가진 쿠폰은 각 반 담

임에게 배부하여 발표우수, 다독, 중간체육,

바른 자세, 봉사, 바른 글씨, 학업우수, 대내

외수상자, 아이디어 제안 우수학생들에게 준

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력이 느

는 만큼 얼마든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500원, 1000원, 1500원 세 개의 학용품 부

스에는 오카리나, 연필, 스케치북, 노트, 딱

풀 등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컬러

링북, 미니조립완구 등 학생들이 요청하는

품목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필통은 모두에게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고 최근에는 더

워지는 날씨 덕에 부채의 인기가 상승세다.

한빛문구점은 필요한 학용품을 찾고 사는

모든 과정이 영어로 이뤄져 회화 능력을 키

워줄 뿐 아니라 colored paper(색종이),

drawing paper(도화지) 등 평소 많이 쓰는

학용품의 영어 이름을 익히며 단어 실력도

쌓는다. 또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쿠폰을 모으기 위해 영어 수업에 더욱 몰입

할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쿠폰 금액 안에서

직접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면서 경제관

념도 배우게 된다.

6학년 정제진 군은 릲일상생활처럼 영어로

물건을 사고 파니 재미있어요. 배운 단어, 표

현 들을 실제로 쓰다보니 자신감도 생겨요릳

라고 말했다.

한빛문구점은 살아있는 생활영어를 접하

게 한다. 저학년들에게는 그 자체로 학습이

자 놀이 활동이며 고학년들은 학습한 영어표

현을 실제로 활용해보는 기회가 된다. 영어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익히는 것들은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해

사회성을 길러주고 인성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릲How much is it?릳 물건 사고 영어실력도 쑥쑥굩

기장군리틀야구단이 메달을 목에 걸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쾌한 한 방의 홈런으로 역전이 가능한

스포츠가 또 있을까. 야구는 바로 이런 드라

마틱한 재미와 전개로 인해 흔히 우리의 인

생에 비유되며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릫한국야구 명예의 전당릮 준공을 앞두고 야

구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기장

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기장군리틀야

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 전국 122개 팀이

참가한 제 11회 도미노피자기 전국리틀야구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낸 것

이다.

리틀야구단은 장충, 남양주, 구리구장 등

에서 열린 이번 경기에서 대전동구, 용인처

인구, 서울마포구 등을 물리치며 기장군 유

소년야구의 파워를 보여줬다.

2010년 3월에 창단한 리틀야구단은 대한

체육회, 대한야구협회, 한국리틀야구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된 팀으로 창단한지 5년 만에

전국대회 수준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무섭

게 성장하고 있다.

4기 졸업생을 배출한 리틀야구단은 대만

친선국제대회에 참가할 정도의 실력파이자

현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주장 김규환

에이스 투수를 비롯해 초등학교 1학년~중학

교 1학년까지 현재 총 26명의 단원들로 구

성되어있다.

야구특기생으로 진학하는 선수반과 취미

반으로 나뉘어져, 선수반은 수요일, 일요일

을 제외한 주 5회, 4시간 정도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을 쌓고 야구특기생으로

중학교에 진학한다.

취미반은 주2회 2시간 정도로 운영된다.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야구의 기본기를 잡고 게임위주로

훈련이 진행된다. 소프트볼 경기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야구실력은 물론 따뜻한 동료애와 인성을

먼저 기르고 있는 리틀야구단은 경성대 졸

업, 인도네시아 리틀국가대표 감독을 역임

한 김경언 감독이 맡고 있다.

김 감독은 릲아이들과 야구장에서 운동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저

를 믿고 따라줄 때 대견하고 고마운 마음입

니다릳라며 야구단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

하고 난 후에도 찾아오는 졸업생들을 보면

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1년에 6~7개 정도의 대회에 참가하며 실

력을 뽐내는 리틀야구단은 연중행사로 가벼

운 운동회 및 단원들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지난 6월 6일에는 선수반 단원들의 아빠

들과 경기행사가 진행됐다. 롯데 자이언츠

팀과 교류해 야구교실 및 경기 관람도 빼놓

을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10

시부터 1시간반~2시간 정도 정관체육회와

공동으로 주관해 무료야구교실도 운영 중에

있다. 7월에는 용산구청장기, 2015 U12 전

국유소년야구대회에 출전하고, 8월에는 속

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에도 참가할 예

정이다.

리틀야구단원은 여자어린이는 물론 누구

나 참여가능하며, 야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은 010-2548-0747로 문의 가능하다.

기장군리틀야구단, 릫도미노피자기 전국대회릮 3위 결실 맺어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릫 릮

친구야 고백할게 있어 - 노경실(와이스쿨)

중학생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고민을 일곱 가지 이야

기로 엮어 톡톡 튀는 문체로 풀어냈다. 오래 사귄 친구와 새로 사귄 친

구 사이에서 우정을 저울질하는 준희, 여자 친구와 진한 스킨십을 원하

는 현재, 가난한 가정환경 탓에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진우, 당당하고 용감한 동성 친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수아, 무력감에

빠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영규, 수호천사라는 빌미로 동급생에

게 괴롭힘을 당하는 진주, 경쟁 때문에 심적으로 힘겨워하는 훈이. 이

들이 겪는 여러 가지의 고민을 거울삼아 릫나릮 자신이 맺고 있는 친구와

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서울대생 100인의 시크릿 다이어리 - 양현, 조준희(RHK)

학창 시절, 철저한 시간 관리와 남다른 목표 설정, 자기관리 습관으

로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100인의 다이어리 120여 권을 모아 분석

하여 공통된 핵심 요소를 도출한 책이 나왔다. 크게 목표 설정과 동기

부여, 계획과 성취도, 자기 분석과 학습 전략 등 세 단계로 분류했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다이어리 활용법을 실제 사례와 함

께 낱낱이 공개했다. 대다수의 수험생은 다이어리에 계획 세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다.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다이

어리를 릫어떻게릮활용하는지를 낱낱이 공개한다.

사람들은 왜 그 한마디에 꽂히는가 - 샘 혼(갈매나무)

우리는 참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외와 주의력

분산으로 고통 받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상대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면 그와 연결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있다. 바로 릫인트리그INTRIGUE기법릮이다.

단번에 관심을 사로잡고 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힘굩 저자이자 커뮤니

케이션 전문가 샘 혼은 자신이 고안해낸 독창적인 릫인트리그 기법릮을 통

해 생생한 사례와 독특하면서도 실용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다. 독자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완성하는 노하우뿐만 아니라 서로에

게 유익한 대화의 기술까지 인트리그 기법의 진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뇌가 섹시해지는 책 - 도미니크 오브라이언(비전코리아)

퀴즈처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기억력 향상법굩

학생, 수험생, 각종 시험 준비생들은 물론이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새롭게 만난 사람의 이름, 단골 미용실 전화번호, 상사에게 보고해야 할

전화 내용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들은 더 많아졌다.

이 책에서는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 세계 기억력 챔피언십에서 여덟

번이나 우승할 수 있었던 실제 기억 훈련법을 소개한다. 단지 기억력 향

상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이 직접 따라하

고 연습할 수 있도록 퀴즈처럼 재미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었다.

딸에게 주는 레시피 - 공지영(한겨레출판)

릫다만 이 한순간이 너의 생의 전부라는 걸 잊지 마라릮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실은 이거야. 네가 설사

너무 바빠 며칠을 라면만 먹고 산다 해도, 네가 너무 가난해져서 엄마도

떠난 먼 훗날에 신선한 요리를 하나도 해 먹을 수 없다 해도, 너는 소중

하다고. 너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돼.

앞에 놓인 음식이 무엇이든 그것을 감사하며 맛있게 먹고 웃어. 큰 경지

에서 인생을 보고 너무 많은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다 간 사람은 없어. 다만 덜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어떤 것을 택할지는 네 몫이야. 엄마의 마음으로

조언하는 공지영의 에세이

허즈번드 시크릿 - 리안 모리아티(마시멜로)

세 딸아이의 엄마이자 완벽한 남편을 둔 행복한 가정주부 세실리아는

우연히 남편 존 폴이 직접 손으로 쓴 봉인된 낡은 편지 봉투를 발견한

다. 부부로 살아온 15년 동안 서로가 모르는 비밀은 전혀 없다고 여겨왔

던 세실리아는 편지를 결국 뜯고 만다.

세실리아가 펼쳐든 편지에는 아주 오래 전에 남편이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다. 그 실수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세실리아

의 가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와해되고 말 것이다. 세실리아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옳은 일인가? 세실리아는 과

연 어떤 선택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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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Hello굩 I릫d like to introduce myself. ②I

am elementary student in Gijang, and my

class is 3-1. ③First thing that I want to tell

you is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④It is

amaz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and

understand of other country. ⑤However, I

hate math because I have to calculate

something and use my brain a lot. ⑥Sec-

ondly, I want to talk about my dream that

become a teacher. ⑦I want to teach my

students with love and make them great

person. ⑧For my dream come true, I will

study hard.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①Hello굩 I릫d like to introducemyself.

그대로 써도 좋은 문장이다.

②I am elementary student in Gijang, and

my class is 3-1.

I am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living in

Gijang and I릮m in class 3-1.

정관사 an을 넣었으며 기장에 살고 있는 학

생이라 living도 추가했다.

③First thing that I want to tell you is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First, I릮d like to say that my favorite sub-

ject is English.

글쓴이의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으

나 위와 같이 조금 바꾸어 봤다.

④It is amaz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and understand of other country.

It is amazing to learn a foreign language

and know about another country.

언어를통해 다른 나라를 알아 가는 것이므로

know about을 쓰자. other는 another로 바꾸

었다.

⑤However, I hate math because I have to

calculate something and usemy brain a lot.

However, I don릮t like math as much be-

cause I have to concentrate so hard to cal-

culate something.

hate는 부정적 어감이 상당히 강한 단어다.

가령 증오형 범죄를 hate crime이라고 한다.

don릮t like가 무난하다. 수학시간에는 집중을

많이 해야 해서 힘들다는 뜻을 살렸다. as

much는 부사구로서 영어만큼 좋아하지는 않

는다는 뜻.

⑥Secondly, I want to talk about my dream

that become a teacher.

Secondly, my dream is to become a teacher.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자.

⑦I want to teach my students with love

andmake them great person.

I want be a teacher who teaches students

with love and helps them grow into a great

person.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뜻이므로 help를 중간에 넣었다.

help는 목적어를 쓰고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

형 또는 to 동사원형을 쓸 수 있다. grow into

는 릫~로 성장하다릮라는 의미.

⑧For my dream come true, I will study hard.

I will study hard to make my dream come

true.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문장

으로 끝맺었다.

릫 릮

스포츠기록분석원은 각종 스포츠 경기의

모든 요소를 수치적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경기 내용과 관련된 기

록을 제공하여 관중이나 시청자가 경기의 흐

름을 잘 이해하고 예측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또 해당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나 상대 팀

의 경기 내용을 분석한 데이터 자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감독이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축구,

야구 등 단체종목에서 나오는 기록을 체계적

으로 정리해 경기의 특성과 내용에 맞게 수치

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팀이나 선수의 기

록과 전략을 파악합니다.

이 직업은 역사가 짧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2 한일월드컵 경기를 통해 일반인에

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스포츠기록 분석이 처

음 시작된 영국도 20여 년 전 축구 경기를 객

관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이

후 축구 이외의 다른 종목에 분석방법을 적용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

구하고 경기 분석기록이 상대 팀이나 선수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서 점차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송국, 프로스포츠 구단, 국가

대표팀, 체육과학연구원 혹은 스포츠기록분석

연구센터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자료 분석 및

경기기록 통계 등을 제공합니다.

국내에서 스포츠기록분석원이 되려면 대학

의 스포츠 관련 학과나 기록정보 관련 학과에

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가 대표적이죠.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스포츠

기록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

로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록 분석은 대부분 수치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통계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수리적

인 자료를 잘 다뤄야 해요. 또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 그리고 영상기기에 대한 지식

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포츠기록분석 프로그

램을 개발하려면 스포츠와 IT를 동시에 아는

것이 중요해서 IT 분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

다. 스포츠에 대한 남다른 지식이 중요하지

요. 단지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스포

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경기 및 기록

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부산장안고의랩왕, 릫MC아베릮를만나다

부산 장안고등학교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 릫MC아베릮를 만났다. 릫MC아

베릮는 랩을 굉장히 잘하는 1학년 3반 배수종

군의 예명이다. 인터뷰 내내 배수종군뢾사진뢿

의 랩에 대한 열정이 강하게 느껴졌다.

Q. 언제부터 랩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A.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릫랩으로 인문학 하기릮라는 책을 읽게 됐다. 랩

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

주요내용인데, 그 책을 읽다보니 흥미가 생

겼다.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자료를

찾아보고 나만의 가사를 적으며 본격적으로

랩을 시작했다.

Q. 랩 중에서도 프리스타일 랩을 굉장히 잘

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릫MC아베릮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A. 처음에 가사를 적을 때 공책 3권을 썼다.

라임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있다. 요즘은 수시로 떠오를 때 가사를 끄적인

다. 믿기 어렵겠지만 처음 랩을 하기 위해 국

어사전을 2권을 읽었다. 아직까지도 휴대용

국어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고 있다.

Q. 정말 대단하다. 그럼 좋아하는 래퍼들과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

A. 개인적으로 프리스타일 래퍼를 좋아한

다. 국내래퍼는 Huckleberry P, 술제이, 지조

를 좋아하고 해외래퍼는 Eminem, Jay Z를 가

장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Eminem

의 뢾Till I collapse뢿라는 곡으로 릫내가 쓰러질

때까지릮라는 뜻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랩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곡으로 들

으면 삶의 의지가 느껴진다.

Q. 진부한 질문이지만 꿋꿋하게 하겠다.

릫MC아베릮에게 랩이란 무엇인가?

A. 솔직히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다.(웃

음) 스스로 힘든 일이 생길 때 토하듯이 랩을

했다. 처음 랩을 접하면 내용이 반은 욕인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간이 지나

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게 된다. 그래서 예명을 짓는 것도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Q. 대답이 다른 곳으로 빠진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A. 우선은 학생이다 보니 공부를 해야 한다.

랩은 단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공부

하다가 힘이 들 때면 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

소할 생각이다. 미래에도 랩은 물론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

을 하고 싶다.

부산장안고등학교1학년김민재,송지수명예기자

○ 웹서핑 → 누리검색

누리검색은 웹서핑을 다듬은 말이다. 웹서핑은 릲e흥밋거리를 찾

아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이리저리 접속하는 일릳을 뜻한다.

(예) 어디론가 이동 중에도 똑똑전화(스마트폰)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손쉽게 누리검색(웹서핑)을 할 수 있다.

○ 블랙컨슈머 → 악덕소비자

블랙컨슈머는 구매한 상품을 문제 삼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예) 일부러 음식물에 이물질을 넣고 보상을 요구하는 악덕소비

자 때문에 식품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 와이파이 → 근거리무선망

와이파이는 릫무선인터넷이 개방된 장소에서 무선접속장치(AP)

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정 거리이내에서 똑똑전화(스마트

폰)나 노트북등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설비릮

를 뜻한다.

(예) 똑똑전화 보급 이후 무선 인터넷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무

료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망 지역이 늘어나

고 있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15년 여름방학 기간 중 기장군청(산하기관 포함)에서 근

무할 부업(아르바이트)대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접수기간 : 2015. 7. 13(월) ∼ 7. 17(금) ▶5일간

○ 모집인원 : 40명 예정(국기초 12명, 일반 28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녀 미

달 시 일반자녀로 모집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자기소개서(사진첨부) 각

1통 ▶총무과로 제출

○ 채용기간 : 2015. 7. 27(월) ∼ 8. 26(수)

○ 업무내용 :행정사무보조, 현장근무 등

○ 보수수준 : 6만3천330원/1일

○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 2015. 1. 1 이전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재학생(※ 휴학생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및 차상위 계층 자녀 12명

우선 선발

- 2014년도 하계 및 2015년도 동계 방학 부업대학생 선발자

제외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신

청 가능

- 접수자 중 선발기준 충족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으로 선발

○ 공개추첨

- 국기초 및 차상위계층 : 2015. 7. 22(수) 14:00

차성아트홀(군청지하 1층)

- 일반 부업 대학생 : 2015. 7. 22(수) 15:00

차성아트홀(군청지하 1층)

- 추첨당일 14시, 15시 정각에 차성아트홀 출입문을 폐쇄

(참석시간 필히 준수)

총무과(709-4101~6)

2015년도 하계 대학생 부업알선 공고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시행 안내

구 분 시내버스 요금 환승요금 수단간 차액 승객 부담액

기존 요금체계 1,200원 200원 0원 1,400원

변경 요금체계 1,200원 무료 0원 1,200원

구 분 마을버스 요금 환승요금 수단간 차액 승객 부담액

기존 요금체계 1,010원(대표요금) 200원 190원 1,400원

변경 요금체계 1,010원(대표요금) 무료 190원 1,200원

부산시 교통국 대중교통과(888-3964)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경감을 위해 2015. 7. 1부터 무

료환승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배경

○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부담을 경감하여 대중교통 이용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중교통 수단간 무료 환승제 시행

※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환승요금 폐지

□ 무료환승제 내용

○ 시행시기 : 2015. 7. 1 04:00부터

○ 적용대상 :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3개 교통수단 환

승시 적용

○ 환승방법 :하차후 30분이내 환승 2회까지 가능

○ 환승요금 :무료(타교통수단간 발생하는 요금차액은 지불)

예시)

▶시내버스(선승) → 도시철도 혹은 마을버스(후승)

▶마을버스(선승) → 시내버스 혹은 도시철도(후승)

릫 릮와 함께 알아보는

재선거란?

부산광역시의회의원재선거(기장군제1선거구) 실시

재선거일정?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굛사망굛피선거권 상실, 임기개시 전굛후를 불문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된 때에 실시하

는 선거입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

▶ 선거일 : 2015. 10. 28(수)

▶ 선거실시지역 : 기장읍 전체

▶ 재선거사유 : 2014. 6. 4.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으로 당선된 자가 공직선

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함.

예비후보자등록신청 7. 17(금)부터

▶거소투표신고 10. 6(화) ~ 10. 10(토)

▶후보자등록신청 10. 8(목) ~ 10. 9(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 11(일) ~ 10. 13(화)

▶선거운동기간 10. 15(목) ~ 10. 27(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10. 18(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10. 23(금) ~ 10. 24(토)

▶선거일 투표 10. 28(수)

[제 1 호]

굛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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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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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 -재기장호남향우회(함께 사는 세상 릫동행릮)

재능기부로 다양한 봉사활동 펼칠 터

릫동행릮은 회원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릲봉사는 봉사답게 해야지요. 형식적

으로, 남들 보여주기 위해 하는 봉사

라면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릳

지난 2001년 새롭게 창단한 재기장

호남향우회 박현문 회장과 회원 일동

은 14년간기장의구석구석,남이보지

않는 곳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다.

진정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진정

성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자하는 주민이 늘었다. 2008

년에는 향우회 차원을 벗어나 누구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릫함께

사는 세상 동행릮(이하동행)이라는봉

사단체를 결성했다. 봉사단체 릫동행릮

에는 향우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결성

돼 있다.

박 회장은 릲동행이 하는 봉사활동의

최우선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군청이나 사회단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들은 대부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법

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

에는 많이 있다. 이러한 분들을 찾아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 동행이

추구하는 봉사활동이다릳라고 말했다.

동행은 최근 들어 회원들의 재능기

부 위주로 봉사활동을 전개해 가고 있

다. 회원 중에 식당을 운영하는 회원

은 음식으로 봉사를 하고 전기관련 직

종에 근무하는 회원은 전기 수리 등으

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행에는 자영업을 하는 회원이 많

아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왕성한 편이

다. 특히 릫월광쌀짜장릮은 매월 무료 식

사봉사를 실시하기로 해 재능기부 활

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회원 중 한

명이다.

재능기부 봉사자를 회원 중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다. 병원의 의사 등 전

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을 영입해 봉사

활동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릲이제 물질은 어느 정도

풍요로워 진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먹

는 시절은 지났지만 봉사활동의 손길

이 필요한 곳은 아직 많습니다. 전기수

리,도배,장판교체등가정내환경개

선이 필요한 곳, 치과 안과 등 의료봉

사가 필요한 분들은 찾아내지 않으면

스스로 나타나지 않기에 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릳라고 말했다.

동행에서는 함께할 자원봉사자와

특히 재능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

리고 있다. 문의는 동행 회장 박현문

전화 010-2872-1160으로 하면 된다.

경로당돌며이발봉사펼쳐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가 정관면 두명마을경로당에서 이발봉사를 하고 있다.

릲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주

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릳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지부 기장

군지회(지회장 이태구굛65세)가 이발

봉사를 시작한 것은 4년 전인 2011년

부터다.

이 지회장은 릲회원 대부분이 몸이 불

편하다보니 이발소를 다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발 봉사활동을 시

작하게 됐다릳고 말했다. 회원 중 지도

부장으로 있는 김영수(71세) 회원이

마침 이발사 자격증 소유자였고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초기에는 회원에게만 이발 봉사활동

을 펼쳐온 것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

다. 김 부장이 살고 있는 죽성경로당에

서 이발봉사 요청이 들어 온 것이 계기

가 되어 현재는 기장관내 15개 경로당

과 1개 요양원을 다니며 이발봉사를

하고 있다.

1주일에 4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하

는데 한곳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이발을 한다. 요양병원 등에서는 30명

에서 40명 정도의 노인들을 이발하는

데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

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날 이발을 한 정관면 두명마을 김

양래(72세)씨는 릲요즘은이발소도많이

없어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멀리 시내까지 나가야했다. 더욱

이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이들에게는

머리 손질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3년

전부터 이렇게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니 고마울 따름이다릳라고 말했다.

상이군경회의 이발봉사는 누구의 지

원을 받아하는것이아니다. 이지회장

과 김 부장 등이 매월 받는 연금을 조

금씩 보태어 활동비로 충당하고 있다.

릲나라를 지키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연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것이니

이러한 봉사활동으로 보답하고 싶어 시

작했다릳며 회원들 모두 입을 모았다.

이 지회장은 릲여성 미용 봉사자도 있

어서 할머니들 머리 손질도 함께 해줬

으면 좋겠다릳며 군청이나 단체의 지원

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컴퓨터, 서예 교

실 등을 열고 있다. 또한 기장의 후손

을 위해 해수욕장, 장안사 계곡 등 관

광지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꾸준히 펼

쳐오고 있다.

이태구 지회장 010-2570-2688

기장군노인복지관 활기찬 노년 -박만수 어르신

가화만사성,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하시는분들중이번달은박만

수(사진굛73세) 씨을 만나보았다.

릲메르스 때문에 기자님 취재 못 오

시는 줄 알았네요릳 메르스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박만수 씨를 뵈러

직접 집으로 찾아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꽃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박 씨. 나이가 들어

가도 감성만은 순수한 젊음이고 싶다

며 집안 곳곳에 난초며 선인장 등 여

러 종류의 꽃과 식물들을 가득 키우고

있었다.

릲9월에 꽃필 때는 더 예뻐요. 그 때

또 한 번 놀러오세요릳하며 웃는 그 표

정이 너무나 맑고 밝아보였다.

박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서예교실

반장님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요즘

은 메르스로 인해 외출이 조심스러워

복지관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고

했다.

박 씨는 서예의 장점을 잡념을 없애

고 오로지 그 시간에 집중하며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으로 꼽았다. 퇴

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무엇이

든 취미 생활을 하나 정해서 시작해야

겠다고 생각할 무렵, 우연히 고향 선

배의 소개를 받아 시작한 서예교실.

이제는 서예교실이 본인의 삶의 원동

력이 되고 있다. 수강생들과 함께 무

언가를 배우고 그들과 대화도 많이 나

누며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즐

겁고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

박 씨는 모든 행복의 기본 바탕은

가정이라고 했다. 가화만사성이 행복

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박 씨는 행

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규칙적

인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

으려 노력한다.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반성하

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자신만의

생활 철학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노인복지관 프

로그램에 참여중이다. 이렇게 어르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다양화되고 더욱 더 활성화되어 많

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그들의 삶의 질

을고취시키고삶의활력을찾을수있

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고연화 명예기자

부산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 개최
10월 8일(목) ~ 10일(토) 벡스코, 현재 참가 업체 모집 중

2015부산국제반려동물산업박람회가

오는 10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

린다. 제 3회째로 열릴 부산국제반려동

물산업박람회는 반려동물의 의미와 생

명의 존엄성을 알려 시민의식 함양을

돕는 문화행사와 부산 시민들에게 즐

겁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부산굛울산굛경남 지역은 물론 영호남

지역의 반려동물 애호보호자들에게 반

려동물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더

불어 국내외 반려동물 산업체들의 정

보교류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성공과 반

려동물 문화 발전에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

으며, 트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

미와 즐거움을 전하는 축제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2015부산국제반려동물

산업박람회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

입장이 허락되며, 현재 참가 업체 모

집 중으로 자세한 문의는 박람회 사무

국(070-8797-6723) 또는 홈페이지

(www.bicas.co.kr)로 하면 된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34호 릫기장사람들릮

에 게재됩니다. 7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7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 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는 2009년 2월 기장 미역굛다시마가 수산물로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된 후 두 번째 품목이 되며 농산물로서

는 처음이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기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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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건설과 박성일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2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23명 등기발송)

▷ 윤인숙(기장읍 기장대로) 김민지(기장읍 대변로) 구지유 전

현주 조봉운(기장읍 대청로) 노영훈 양혜연(기장읍 차성로)

김수정 오봉구(기장읍 차성동로) 이지민 최연호 최현준(기

장읍 차성서로) 변인순 최명순(기장읍 청강로) 김예일(일광

면 이천10길) 최정훈(일광면 일광로) 신수민(장안읍 좌천5

길) 김정국(정관면 모전1길) 황옥출(정관면 산단4로) 김성

일 장유정(정관면 정관4로) 신효애(정관면 정관5로) 신재욱

(철마면 고촌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이태경 황채빈(기장읍 기장대로) 김혜순 성숙자 이수현(기

장읍 차성로) 신인혜(기장읍 차성동로) 권경희(기장읍 차성

서로) 김유진 장경숙(기장읍 청강로) 조명희(일광면 삼덕

길) 박숙희(장안읍 길천1길)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23명 등기

발송)

▷ 김재언 황정주(기장읍 기장대로) 김용진(기장읍 대변로) 손

재민 이승재 정건휘(기장읍 대청로) 김진숙(기장읍 두호길)

이명희(기장읍 배산로) 조은숙(기장읍 연화길) 손이정 이현

주 임희라 정진영(기장읍 차성로) 김혜경(기장읍 차성동로)

김윤옥 이지형(기장읍 차성서로) 조휘제(기장읍 청강로) 김

중근(일광면 칠암길) 방희선(장안읍 대룡2길) 제영미(정관

면 정관1로) 이재걸(정관면 정관5로) 송성길(철마면 안평

로) 이우진(철마면 장전2길)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박명우(기장읍 차성로)

행사 이모저모

기장군과 서울프라임치과(원장 정재은)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6월 19일 협약을 체결했다.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새마을자율방역단(회장 안종은)과 각 사회단체는 메르스 감

염 방지를 위해 정관면 일대에 6월 12일부터 분무소독을 실시

하고 있다.

기장봉사 특공대(회장 윤정미)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장군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바나나 104상자,

음료(런)30상자 등 시가 360만 원어치의 간식을 전달했다.

바다 건조식품 릫씨드(대표 박혜라 프로골퍼)릮는 창업식에서

화환대신 받은 쌀 11포를 6월 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장군에 기탁했다.

릫정관면 청소년 밴드 예술제릮가 부산해마루학교 주관, 부산

MBC 방송국, 믹스실용음악학원 후원으로 5월 30일 정관면

중앙공원에서 관내 4개 중고교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장문화관광해설사회(회장 변협출)는 정관면에 터를 잡은

사할린동포 40여명을 대상으로 5월 22일 장안사 등 기장군의

문화재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구연 웃음 힐링 봉사단(회장 임성희)은 관내 어려운 이웃

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만원을 5월 20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월평초 6학년 김내영(왼쪽 첫번째) 학생이 5월 31일 ~ 6월 1

일까지 열린 릫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릮 골프 종목에서 여자

초등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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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온가족이함께배우는소방체험교육

기장소방서(760-5164)

□ 교육기간 : 연 중

□ 교육장소 : 귀 아파트 원하는 장소

□ 교육대상 : (기장군 전지역 및 해운대구 송정동)

아파트 입주민

☞ 가급적 3세대 이상 신청 또는 아파트 단체

☞ 반상회, 동대표, 주민회의 시 출장교육 환영

□ 교육방법 : 출장 교육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서면 신청

(☏ 760-5164, FAX 760-5179)

□ 교육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기구 사용법 교육

▷우리집 피난대피시설 확인

▷응급처치 교육

□ 안전한 우리아파트 행복한 우리 가족의 지름길 APT위기

탈출넘버원굩 맞춤형소방체험교육굩굩굩

APT 위기탈출 넘버원굩
릫맞춤형 소방체험 교육릮 안내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1~4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유자녀

장학금
분기 20만원(초등학생)
분기 30만원(중학생)

분기 40만원(고등학생)

생활자금대출
(무이자)

월 20만원

자립지원금 월 6만원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324-2463)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가

족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종류

※ 유자녀(만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사고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자동차사고피해자및가족지원사업안내

아내인 저와 두 자녀, 시부모님 그리고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부

모님과 시동생도 상속권이 있나요?

답변 :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룗민법룘 제1000조는 상속에 있

어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으로 법정상속인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

(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되, 직계비속의 1.5배의 비

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남편

의 재산과 손해배상금은 자녀들은 각각 2/7 지분, 배우자

는 3/7지분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되며, 시부모님과 시동생

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남

편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소송지원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동호 변호사(781-0065)

릲남편의 사망, 상속은

누구에게까지 가능할까요?릳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께서는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ㆍ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

만), 비영리단체 등

□ 지원내용

① 개인정보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선착순 2,000개 업

체) ②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선착순 200개 업체) ③PC개

인정보 보호조치 점검도구 제공 (모든 업체)

□ 신청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support)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전화) 02-405-5101

(이메일) privacy_support@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5101)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안내

말로 거는 전화 릫1636+기장군청릮
행정서비스 안내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1636번 누르고 음성

안내에 따라 릫기장군청릮을 말하면, 기장군청 대표전화번호

(051-709-4000)로 바로 연결되어 각종 전화민원서비스를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709-4172)

릲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릳

신임 흉부외과 김동원굛소아청소년과 신지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신임 흉부외과 김동원뢾위 사진뢿 주임과장은

서울백병원에서 폐암분야 권위자로 활동한 경

험으로 지역민들 폐암 치료 향상에 크게 이바

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도암, 종격동종양 등 암 뿐만 아니라, 기

흉, 오목가슴, 하지정맥류 등 지역민을 위한

기타 흉부질환 치료에도 적극 진료한다는 각

오다.

김 과장은 릲고향에 내려와 지역민들을 진료

하게 되어 무척 행복하다. 폐암, 식도암 등 흉

부종양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을

기본 목표로 지역민의 일반 흉부 질환 진료에

도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진료시간은 월, 화, 수요일 오전과 목요일

오후다.

김동원 과장의 주요 이력으로는 경희의료원

흉부외과 전공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흉

부외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흉부심장

혈관외과학회 심사위원, 대한흉부심장혈관외

과학회 홍보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신임 소아청소년과 신지원 과장은 조선대학

교 의학과, 분당 차병원 수련의, 서울 백병원

전공의를 거쳤다. 진료 과목으로는 소아호흡

기, 감염, 성장, 성 조숙증 등이다. 신 과장은

릲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아청소년과에 새 봄이

되고 싶다. 늘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소아청

소년과 진료에 임하겠다릳고 말했다.

진료 시간은 월, 화요일 전일, 수, 금요일 오

후, 목요일, 오전 시간이다.

청소년 어울마당 릫미래지기 축제릮개최

릫꿈과 끼릮 릫화합과 우정릮 문화의 장

부산기장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안정용)에서는 5월 29

일 기장경찰서 대강당에서 관내 초굛중굛고등학

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과 4대 사

회악 근절,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청소년 어

울마당 릫미래지기 축제뢾사진뢿릮를 개최, 청소년

들이 꿈과 끼를 맘껏 펼치고 서로 화합하고 우

정을 나눌 수 있는 문화의 장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고 등 12개교 105명이

참여해 평소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마한

재능과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상 1팀, 우수상 2

팀, 장려상 3팀등 총 7개 팀에게 50만원 상당

의 상품과 트로피를 시상했으며 참가한 모든

팀에 부상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정원초교 강00(6년)등 5명의 릫왕따렐라릮 역

할극과 장안중 윤00(3년)등 7명의 댄스는 관

람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유명 MC 한병창 씨의 깔끔하고 맛깔

스런 진행과 초대가수 녹색지대의 권선국 씨

가 특별 출연해 행사를 더욱 빛냈다.

또한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에 적극적인 명예경찰소년단 등 모범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정해 향토장학회(회장 최지호)

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방청장과 경찰서

장 상장을 수여했다.

기장경찰서장은 릲생명력이 충만한 우리 청

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하고 창의적

사고를 갖게 하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

는 풍부한 정서를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

대한다릳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어머니폴리스인 김모씨

(38세, 여)는 릲관내 청소년들이 서로 우정을

쌓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 기장경찰서에 감

사한다릳고 말했다.

주택담보로평생생활비지급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이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른바 릫고령층 주택연금 제도릮는 집을 소유

한 노인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해 노후생활을 돕는 금융제도

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자(시가 9

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자(보유주택 합산가격

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

지는데, 예를 들어 3억원 상당 주택일 경우 매

월 받는 연금은 60세 가입자 68만원, 70세 98

만원, 80세 151만원이다.

연금은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

며, 집값을 초과한 연금 지급액은 한국주택금

융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집값(처분금액)보다

연금 지급액이 적을 때는 남은 금액을 자녀에

게 돌려준다.

주택연금가입을 희망하는 이는 주민등록등

본(2통)과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804-3981)

해리아나MOU협약

동부산폴리텍대학

기술인재 양성의 효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

산캠퍼스(학장 한상규, 왼쪽 두번째)가 해리아

나(대표 성수경, 왼쪽 세번째)와 11일(목) 기

업 회의실에서 MOU협약뢾사진뢿을 맺고 신규

기능인력 교육지원과 재직자 직무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향후 동부산폴리텍대학은 지역굛산업맞춤훈

련 및 일학습공동훈련센터 설립에 따른 회원

사로 재직근로자에게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지

원하기로 하고 기업은 동부산폴리텍대학 졸업

생을 채용하기로 하여 상생의 길을 열었다.

기업해리아나는 2000년 6월에 설립된 선박기

자재 전문기업으로 산업용 온도센서, 신호변환

기, 항해계기, 전계장품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해외수입에만 의존해온 부품들을 국

산화하여 국내의 조선업계 및 엔진제작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동부산폴리텍대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인근주민을 위한 실업

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단과 협약

을 맺어 기능인을 양성하는 등 취업애로계층

을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공급함

으로써 구인난과 구직난을 함께 해소하여 고

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시민소장유물기증받아

정관박물관

부산시 정관박물관(관장 이현주)에서는 7월

6일까지 릫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박물관릮이

라는 주제로 시민 소장 유물을 기증받는 활동

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관박물관은 유물기증 활동을 통해 지역민

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및 근굛현대 향토사

관련 유물을 새롭게 발굴굛수집할 계획이다.

기증 대상 자료는 조선시대부터 한국전쟁

전후부흥기 시기의 각종 문서와 민속품 및 시

청각 자료이다. 특히 박물관의 전시 컨텐츠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기장지역의 향

토사, 독립운동, 교육, 생활사 자료 등이 우선

기증 대상이다.

기증 신청이 접수된 자료는 박물관 릫유물수

집평가위원회릮를 거쳐 전시굛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로 평가되면 유물기증이 결정된다. 이후

기증 유물은 부산시 문화재 자료로 영구 보존

굛활용된다. 기증된 유물은 정관박물관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전시회 개

최 시 우선 전시되고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

가 발급되는 것은 물론 박물관에서 간행된 도

록과 학술도서를 증정한다. 또한 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며 추후

박물관 기증자 명패에 이름을 등재해 기증자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전화(720-6900)로 문의하면 된다.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자원봉사센터의 지리적 여건을 보완해 군민이 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릫우리동네 작은 자원봉사센터릮인 기장읍 자원

봉사캠프에서는 해외 빈민 아동과 국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

할 핸드메이드 헤어핀 만들기 교실뢾사진뢿을 가졌다. 기장읍 캠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기장읍사무소 1층에서 열리고 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해 배우고 만들어서 기부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해외 최빈국 아기를 위한 배냇저고리 만들

기 교실과 여성 위생용품(면생리대) 만들기 교실을 진행해 왔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개인봉사자와 지역 자원봉사 단

체(기장군새마을부녀회, 대한적십자, 전국주부교실, 부산기장나눔

회, 하모하모봉사단, 도레미노래봉사단, 정관신도시부녀연합회

등) 등 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장군청에서 군민에게 지원하

는 마스크 포장 활동을 펼쳤다. 또 관내 대형마트와 기장시장 등에

서 메르스 홍보지와 손소독제 사용 안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6월에는 메르스로 인해 정관핸드마사지 봉사단 양성교육과 기

장읍캠프 핸드메이드 헤어핀 만들기 교실, 부비드림백, 에코그린

스쿨, 그리고 삼성전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기본적인 스트레칭

과 신나는 실버댄스로 봉사할 댄스댄스 행복 업그레이드 활동 등

많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잠정 연기된 상태지만 메르스 사태가

안정화되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위에 소개한 모든 봉사활동은 www.1365.go.kr 자원봉사 나눔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니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바란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T.724-1365]

메르스확산방지힘써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릲마음으로키우는아이들, 가정위탁릳

가정위탁지원센터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수영구 광안3동 소재)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을 일

정기간 동안 위탁하여 건강하게 양육해주기를 희망하는 일반시민

들을 대상으로 예비위탁부모 모집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758-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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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기장에서쉼표하나찍다 - 사라수변공원

기장읍에 위치한 기장고등학교를

지나 왼쪽으로 돌면 사라수변공원이

나온다. 주차장을 지나 들어가는 입

구에서부터 빨간색, 분홍색을 뽐내

는 장미꽃이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릲반가워~릳

장애물 하나 보이지 않는 탁 트인

입구와 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완만

한 내리막길은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도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지나가기

에도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

사라저수지를 가운데 두고 둘러싼

아름다운 산책로는 숲 속에 난 오솔

길 같다. 길옆으로 핀 꽃, 들풀과 야

생화는 보는 즐거움이 가미되어 공

원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꽃나무들도 각각 꽃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 산수유나무, 매화나무,

벚꽃, 모과나무, 철쭉나무, 단풍나무

등 작지만 알차게 꾸며졌다. 화려한

꽃들과 푸른색에 묻힌 단풍나무는

다음 계절에 올 자신의 순서를 기다

리며 인내한다.

사라수변공원은 도시화로 농업용

수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활용하

여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을 연결

하는 테마 공원으로 조성되어 2013

년 5월에 개장했다. 학습, 생태, 문

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

간으로 옆에 산을 그대로 끼고 있어

자연에 흠뻑 빠져 볼 수도 있는 기장

의 자랑거리다. 지금은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 지역 명소로 각

광받고 있다.

사라수변공원 전경

우선 산책로를 따라 사라수변공원을 둘

러본다. 3개의 체력단련 쉼터, 수변데크,

중앙광장, 주제연못, 잔디광장, 산책로를

따라 지나다 보면 어느새 넓은 저수지를

한바퀴 돌아온다.

체력단련 공간은 테마별로 숨고르기에

서 근력운동, 마무리 운동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다. 최신의 운동기

구가 겹치지 않게 세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 공원을 돌면서 차례로 해봐야 비로소

모든 운동기구를 섭렵할 수 있게 된다. 철

봉, 온몸근육풀기, 허리 돌리기, 하체 흔들

기, 양팔줄 당기기, 윗몸일으키기, 하체 흔

들기, 달리기운동, 거꾸로 누워 매달리기,

하이폴리, 레그프레스 등 다양한 종류들

로 온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심신을 달래

준다.

오랜만에 운동기구를 보니 초등학교 체

육시간에 했던 활동들이 문득 생각나서

피식 웃게 된다. 철봉도 어릴 적 기억하던

모습과 달리 많이 세련되어졌다.

첫 번째 체력단련쉼터를 지나면 작은

음악회나 공연이 가능한 중앙광장이 있

다. 그 위로 미끄럼틀과 곰 모형으로 이뤄

진 조그마한 놀이터도 자리한다. 그 위로

주제연못을 지나 잔디광장으로 내려오니

벤치 한가운데 틈을 뚫고 쑥이 고개를 빼

꼼 내밀었다. 제법 키도 크다. 잔디 사이

에서 자신의 키가 제일 크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 중간 중간에 있는 벤치는 모

양이 반달인 듯, 초승달인 듯 가만히 보니

사라저수지 모습을 닮았다.

사라저수지를 따라 약 800m의 산책로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면 15분 남짓. 두 바퀴

만 돌아도 어느새 30분이 걸린다.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물이 있어 지루하지 않아

걷다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도심 속

에 자리 잡은 자연 사라수변공원은 깨끗

하고 여유롭고 한적하기까지해 바쁜 일상

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겨

주는 고마운 곳이다.

저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자에

올라가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탁 트

인 저수지와 함께 마음이 뻥~ 뚫린다. 현

재 기온과 시간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정

자씨굩 속담에 산 좋고,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고 하는데 여기 사라수변

공원은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 정자위에

앉아 내다본 수면 위로 물결이 잔잔하게

일어 살펴보니 쪼매난 소금쟁이가 물을

튕기며 노닌다. 푸른 먼 하늘도 바라보고

피로에 쌓인 눈에도 휴식을 주며 긴장도

잠시 내려놓는다.

이 곳은 아이들의 자연 관찰 장소로도

인기다. 놀이터를 한가득 메운 아이들이

머가 그리 좋은지 꺅~ 소리를 지르며 도도

도~ 뛰어온다. 밖에서 뛰놀기 좋아하는 아

이들은 예쁜 꽃 구경도 하고 개미들을 보

느라 신났다. 릲햇빛 맞고 자연보고 바람 느

끼려고 왔어요릳 말이 서툰 꼬맹이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놀이터 밑에 있는 화장실 출입구에 현

판이 눈에 들어온다. 사라수변공원 공중

화장실이 릫아름다운 화장실 대상릮 공모전

에서 동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화장실

에 들어서자 음악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여성굛아동 안심 비상벨도 설치되

어 있다. 계단이 없어 장애인도 출입이 편

하고 내부에는 천창이 있어 자연광을 최

대한 받으며 평소 유지 관리도 잘 되고 있

는 듯 하다.

낮에는 나들이, 휴양, 생태학습 공간이

주였다면 밤에는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장

이 된다. 날이 더워지면서 선선한 공기 맞

으며 밤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

다. 여름을 맞이해 다이어트를 다짐하며

흥겨운 음악을 귀에 꽂고 달리기를 하고

뉘엿뉘엿 걸어가는 중년부부가 함께 살아

온 인생을 나눈다. 종알거리며 데이트하

는 부녀의 뒷모습, 모녀의 파워워킹, 이웃

간의 산책을 통한 일상대화는 자칫 소홀

할 수도 있는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또 알

아간다.

촘촘하게 설치된 가로등은 아주 밝은

빛을 내뿜으며 안전하다고 산책에만 집중

하라며 우리를 안심시킨다.

밤이 되면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모습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한 낮의 저수

지가 하늘과 구름, 주변 지형물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 옮겨놓았다면 밤의 저수지

는 조명을 곁들이면서 마치 곱게 단장한

새색시 같은 느낌이다.

저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며 정자의

모습을 비춘다. 이를 보니 옛 시인의 마음

을 알 것도 같다. 왜 자연을 보며 시를 읊조

렸는지. 밤에 풍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지.

낮에 봤던 소금쟁이가 해진 밤에도 노는

지 수면 위에서 동그란 물결을 만들어 낸다.

그냥 산책만 하고 가려는데 저기 매달

려 있는 훌라후프가 발길을 잡는다. 꼭 한

번 하고 가야한다고.

자연 속에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아름다운 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

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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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학년도여름학기

경성대학교평생교육수강생모집안내

경성대학교평생교육원

유료광고

구분 과정명 레벨 시 간 기 간 담당강사 수강료

어
학
교
육
부

원어민
영어회화

초/중/고급 10:00~13:00
7.6~7.31

(월,수,금)
스톰/죤/

헌터
200,000

초/중급 19:00~21:00
6.30~7.23
(화,목)

저스틴/
엘리

100,000

팝스잉글리쉬 10:00~12:00
7.6~7.31

(월,수,금)
Jen Lee 120,000

중국어회화 10:00~12:00
7.6~7.29
(월,수)

여정화 90,000

일본어회화 10:00~12:00
7.7~8.27
(화,목) 박선경

180,000

JPT 550점대비반 10:00~12:00 7.4~8.27(토) 90,000

사
회
교
육
부

커피바리스타
2급

주간 10:00~13:00
13:00~17:00
19:00~22:00

6.30~7.30
(화)

문수예
250,000
(재료비
별도)

오후

야간

은퇴설계 TAKE12 19:00~21:00 6.23~9.8 (화) 이미순 외 400,000

부동산 상가중개실무 19:00~22:00
7.7~8.20
(화,목)

허현도 420,000

디지털사진(촬영위주) 18:30~21:30 7.2~8.20(목) 김석진 160,000

통기타교실 19:00~21:00 6.22~8.24(월) 한기헌 100,000

보컬트레이닝으로
노래고수되기

14:00~16:00 6.24~8.26(수)
김정옥 140,000

직장인을 위한 실용보컬 19:00~21:00 6.25~8.27(목)

에코한복/에코소품 09:30/13:30 7.6~8.24(월) 류정순 200,000

1. 모집대상:일반인 및 대학생

2. 등록기간: 2015. 6. 22 ~ 각 과정 개강일 까지 / 선착순 마감

3. 신청방법:①전화 및 방문 ②인터넷신청 (홈페이지 http://

ks.ac.kr/kscec)

4. 문의처:평생교육원(경성대학교27호관1404호)

▷Tel 051-663-5311~5316

5. 납부은행 : 어학교육부: 부산은행 289-01-000046-7 예금

주 :경성대학교 / 사회교육부 :부산은행 036-01-032467-0

예금주:경성대학교

굛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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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경량알루미늄복합패널 릫알포패널릮 개발 커피점의 성공포인트 ④ 발품으로 점포찾기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상권이 결정되면 지역범위를 좁혀 입지 즉, 선정한 상권내의 어느 장소에서, 어

떤 건물의 점포에서 창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발품을 팔아야 한다. 이것들

에서도 상권선정에서와 마찬가지의 각오와 자세, 자료수집 요령이 필요하다. 다만

상권선정과는 달리 특정 지점과 그 지점내의 특정 건물과 점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

장소의 선정은 일반적인 입지선정 기준인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흡인성, 경제

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가시성이 좋은 입지는 점포의 양면이 보이는 사

거리 코너, 드러나거나 밝은 양(陽)의 장소 등을 들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가시성

이 변하는 곳, 가시성을 헤치는 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예상되는 곳, 육교나 고가

도로의 밑, 고지대는 등은 피해야 한다. 접근성이 좋은 입지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곳, 승용차량의 통행과 주차가 편리한 곳, 편의시설이 많은 곳, 보도 폭이

넓은 곳, 평탄한 곳 등을 들 수 있다.

언덕 위나 경사 진 곳은 피해야 한다. 흡인성이 좋은 입지는 물이 고여 들듯 사

람이 모여드는 방사동심원형이나 삼각주형 거리, 도로 양쪽에 점포들이 즐비한

곳, 통행목적이 업종과 부합하는 곳, 상권으로 진입하는 곳 등을 들 수 있다. 통행

인이 물 흐르듯 지나치는 곳, T자형 도로 내지 막다른 길의 주변, 일방통행로의 주

변, 도로 건너편이 비상업시설 또는 공터인 곳,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 블록 중

간인 곳, 주변 도로나 건물이 지저분한 곳, 주변 점포의 간판이나 POP광고물이 낡

은 곳, 주변 점포가 기술위주 업종인 곳, 아침출근 동선인 곳, 주변에 빈 점포가 많

은 곳 등은 피해야 한다.

인지성이 좋은 입지는 랜드마크성 건물이 있는 곳,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 주민

들의 이용 시설이 있는 곳을 들 수 있다.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이

없는 곳은 피해야 한다. 경제성이 좋은 입지는 임대료나 권리금이 부담스럽지 않

은 곳을 들 수 있으나 무턱대고 임대료와 권리금이 싼 곳은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

질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수막, 전봇대 부착물 등 각종 형태의 점포임대

광고물이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 커피점은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들에 덧붙여 지역주민의 밀착 흡인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접근성의 경우 동네주민의 접근 용이성, 주민이 이용하

는 각종 기반시설의 존재 여부, 인접 학교와의 접근 용이성, 학부모의 이용 용이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가시성의 경우 인접 아파트나 각종 기반시설의 가시성, 인접

학교의 가시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인지성과 흡인성의 경우 접근성 분석에서의

아파트, 각종 기반시설, 인접 학교 등이 인지도와 흡인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

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과 인접 학교 학생의 증감 추이, 학생이 이용하

는 시설의 인접 여부도 분석해야 한다.

건물과 점포의 선정은 건물의 노후상태, 건물주의 평판, 건물내 점포의 업종과

영업상태, 건물주변의 발전가능성, 건물 분위기의 정담 용이성 등을 분석하는데

발품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공실률이 20％ 이상인 기존건물이나 건물 완공 전 분

양률이 80％이하인 신축건물, 건물주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입점 상인이나

업종이 자주 바뀌는 점포, 간판이나 POP광고물이 낡은 점포, 전면이 좁은 점포,

간판 설치가 어려운 점포, 출구가 측면이나 뒤쪽을 향하는 돌아앉은 점포, 안쪽에

있는 점포 등은 피해야 한다. 직사각형이 아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는 점포 등

사각(死角)이 있는 점포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건물주변의 공인중개사, 상인, 주민 등으로부터 수집하되 지역의 산 증인 역할을

하는 터줏대감이면 더욱 좋다.

건물과 점포의 선정을 위한 발품이 완료되면 수집된 자

료들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점포선정 체크리스

트를 작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과감

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도저

히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면 다음 호에 연재되는 릫커피점

성공포인트릮들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릲아휴굩 힘들어. 점포하나 선정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야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겠는가?릳

릲아휴굩 답답해. 대충 대충 선정하여 망하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낫지 않은가?릳

(주)알포산업에서 생산한 릫알포패널릮이 정관면에 위치한 소두방공원 스탠드 지붕재에 사용됐다.

정관면 예림리에 위치한 (주)알포산업

(대표 황구연)은 1989년 설립되어 광고용

간판 및 건축 내외장재인 알루미늄복합패

널 수입 판매로 시작해 지속적 기술개발로

1993년 알루미늄복합패널 국산화에 성공

했다.

그 이후 현재까지 100％ 자체 기술로 제

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신뢰와 축

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

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알포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경량알루미늄복합패널(알포

패널)과 수지후판(S.B SHEET), 알루탑

등이 있으며 경량알루미늄복합패널(알포

패널)이 단연 주력 제품이다.

알포패널은 (주)알포산업이 국내 최초

로 개발한 샌드위치 복합구조를 가진 기능

성 경량알루미늄복합패널이다. 이는 금속

의 강함과 플라스틱의 가벼움이라는 장점

만 모아서 만들어져 기존의 외장용 알루미

늄복합패널의 특징인 평활성, 견고성, 내

구성, 내화성을 유지하고 경제성, 가공성,

경량성까지 갖췄다.

뛰어난 평활성은 다양한 형태의 시공을

가능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상온 벤딩을 할

수 있고 곡면 시공도 가능하다.

또한 중심재 수지의 수많은 셀(Cell)은

단열과 소음에 대한 흡음성이 뛰어나며 열

전도율이 낮아 변형 및 결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코일코팅 공정으

로 다양한 색상연출이 가능해 디자인성까

지 잡았다.

뿐만 아니라 알포패널 표면의 특수코팅

처리된 알루미늄은 먼지나 오염을 억제하

고 비로 인한 자연세척으로 깨끗한 외형을

유지하므로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없는

경제적인 제품이다.

알포패널은 2001년 KS A/ISO9001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고 철저한 품질관리

하에고객의요구에따른수주생산(50％)과

규격제품(50％)이 생산되고 있다.

공원벤치굛버스정류소 등 지붕, 학교 스

탠드 지붕, 프라이버시 가리개판, 계단측

면 발코니, 욕실굛주방의 벽체, 아파트 모

델 하우스 등 건축 분야와 건물번호판, 안

내판, 간판, 표지판 등 광고 분야 그리고

가구류, 공업용재, 선박의 내장재, 전시장

의 칸막이 등 산업자재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적용 가능하다.

기장에는 소두방공원, 월드컵빌리지, 철

마체육공원 등의 스탠드 지붕재, 기장공영

주차장, 신정초등학교굛정관고등학교 스탠

드 및 연결통로 지붕재로 시공됐다. 또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용으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품됐으며 재래시장 환

경개선사업의 아케이드 지붕재료, 삼성굛

LG 등 대기업 클린룸 시설 소재로도 사용

돼 알포패널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 되

고 있다.

(주)알포산업은 10여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지만 대기업 못지않

은 내실 있는 운영으로 품질 최우선, 고객

만족, 불량률 감소를 강조하며 전문화 경

영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시대에 발맞

춰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

도록 릫삶의 공동체 알포산업릮이라는 밴드

그룹을 만들어 매일 자유롭게 유머 글, 공

지사항, 업무 및 기타 의견을 나누며 기술

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글이나

동영상으로 올려 서로 공유하며 성장해 나

간다.

황구연 대표는 릲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생

각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중심

으로 신뢰를 계속 쌓아 세상을 밝고, 아름

답고, 이롭게 한다는 기업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릳라고 말했다.

문의 : 051-727-7203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릫어머니 사랑릮의 마음을 지역사회 환원

릫대통령 단체표창릮 릫국민안전처 표창릮 수상

부산 하나님의 교회 겹경사

하나님의 교회가 제20회 바다의 날을 맞아 단체상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

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가

교역할을 수행해 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

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가 베푼

선행의 소식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곳

곳에서 연이어지고 있다. 6월 8일 단체상

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

상한 하나님의 교회가 부산 지역에서도

국민안전처로부터 6월 9일 재해대책업무

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인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 25일 장안읍 일원은 폭우로

장안읍내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집

안마다 물이 차올라 이재민 300여명이 체

육공원에 대피했으며 읍사무소 피해도 매

우 큰 상황이었다.

다음날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부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장군 일대 1천

여 명과 동래구 온천2동 일대 복구 작업

에 1천600여명이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생업을 뒤로하고 달려와 피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성도들은 읍사무소와 상가, 주택의 물

에 잠긴 가재도구와 온갖 기재들을 옮겨

깨끗한 물에 씻고 물에 잠겼던 옷가지들

을 세탁했다. 또한 읍사무소 전면과 주차

장에 밀려든 흙더미를 쓸어내며 복구에

온갖 힘을 다했다. 복구현장에 참여한 성

도들은 도로에 흩어진 흙을 쓸어내리며

땀과 흙탕물로 인해 복장이 크게 손상되

기도 하였지만 개의치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활동 외에도 환경

정화, 농촌일손돕기, 재난구호, 생명살리

기 헌혈 등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복지, 문화, 환경, 의료 등 광범위한 분야

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적이 인정되

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

주년 바다의 날을 맞아 단체상으로는 최

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방제활동, 세월호사건 당시 피해가족과

구조대원을 위해 44일간 무료급식 봉사를

전개,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는 등 해양과

관련된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 제일프라자304호

(휴먼시아1단지 앞)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2. 아동청소년심리발달지원상담및검사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지원 지정기관(마중물카드)

-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기능향상 효과 기대

- 심리상담 및 발달검사를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바우처 제공 기관 변경 가능합니다.

센터로 문의주세요.

기장점:723-9700/ 정관점:727-9950

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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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유료광고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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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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때 가장 큰 보람 느껴

센터에서 띄우는 편지

지난 2014년 10월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

게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가 개소한다

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영

양사 중 한명으로서 큰 관심을 가졌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 역시

사회적 이슈인 분위기에서 푸드를 활용한 아

토피 예방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막연하게 릫나

도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에서 일하면 좋겠다릮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던 중에 2014년 시범사업을 마치고

2015년 2월 센터 운영의 확대와 함께 직원 채

용 소식을 접하고 지원한 결과 영양팀장의 자

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아토피에 대한 관심은 내

가 상상 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으며 기관단

위 모집에서는 기장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

원 209개소 중 무려 181개소가 등록을 하였고

개인단위(학부모) 모집 또한 활발했다.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토피 예방

영양교육을 하러 나갔을 때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울거나 선생님들 곁을

떠나지 않아 많이 당황한 기억이 있지만 재미

있게 교육을 한번 두 번 진행하다 보니 이제는

문 앞까지 와서 릫아토피선생님~ 안녕하세요~릮

라며 반겨줄 때 보람을 느낀다.

한 번은 영양교육을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

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살며시 다가와 릫선생님굩

어제는 당근반찬도 먹었구요, 시금치 반찬도

먹었어요릮 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이 교

육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를 다 하는지 사실 의

문이 있었지만 그 날 이후로 교육내용을 더 충

실히 더 재밌게 해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

181개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교육을 지

원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처음 아토피 센터

개소 소식을 접하고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전국 유일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라는 자부심

을 가지고 아토피 없는 기장군 만들기에 최선

을 다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 본다.

최영택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영양팀장)

식생활 개선해 릫아토피 제로도시 기장릮 만들어요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토피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도 (12개월 사업)

(2015년 2월 ~ 2016년1월)

2014년도 (4개월 사업)

(2014년 10월 ~ 2015년1월)

시설 수 수혜인원 시설 수 수혜인원

181개소

(어린이집159,

유치원22개소)

8,400명

102개소

(어린이집

102개소)

2,115명

구분 빈도 (％)

과일
섭취
횟수

한 번도 먹지 않았다 5 0.5

일주일 1~2회 (귤 1개 정도) 109 11.2

일주일 3~4회 (귤 1개 정도) 289 29.6

일주일 5~6회 (귤 1개 정도) 214 21.9

일주일 7회 (귤 1개 정도) 359 36.8

계 976 100

채소
음식
섭취
횟수

한 번도 먹지 않았다 23 2.3

매 끼 일주일 1~2회 (큰 숟가락 한 개) 188 19.3

매 끼 일주일 3~4회 (큰 숟가락 한 개) 319 32.7

매 끼 일주일 5~6회 (큰 숟가락 한 개) 212 21.7

매 끼 일주일 7회 (큰 숟가락 한 개) 124 12.7

매 끼 일주일 7회 (큰 숟가락 두 개 이상) 110 11.3

계 976 100

구분 빈도 (％)

정보/지식을 어디
서 얻고 있습니까?

인터넷 572 31.7

TV/유선방송 447 24.8

병원 299 16.6

주변의 환자 282 15.6

서적 120 6.7

환자 관련 기관 32 1.8

라디오 11 0.6

기타 40 2.2

계 976 100

구분 빈 도 (％)

구분

일반군 672 66.8

위험군 86 8.5

진단군 248 24.7

계 1,006 100

기장군은 아토피 질환은 더 이상 개인의 문

제가 아닌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질병이

라고 인식하고 2014년 10월 동부산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아토피케

어 푸드센터를 대학교 내 설치하여 운영을 시

작했다. 금년 2월 알레르기 질환 특성상 가시

적 효과를 거두는데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

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고

있다.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직원들.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서 주관한

기장군 유아 및 부모대상 아토피 실태조사 결과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서는 사업 초기 기장군 관

내 유아들과 부모의 아토피 실태를 파악하여 이번

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증진시키기 위해 아토피 관

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센터에서 관리중인 어린이

집 102개소 유아와 부모 각각 2천1백여명을 대상으

로 설문지를 배부해 이뤄졌으며 회수 설문지는 1천6

부로 응답률은 47.6％였다.

설문지의 주된 내용은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

유병 현황, 평소 영양 및 식생활 습관, 아토피에 관

한 인식도에 관련해 구성됐다.

뢾표1뢿 아토피푸드센터 기관 회원 및 인원 수

기장군 유아 아토피 진단군 25％로 높게 나타나

응답한 부모들의 설문에 따라 조사대상 유아 각

각 일반군, 위험군, 진단군으로 판정했다. 병원에서

아토피질환으로 진단된 경우는 진단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나타난 경우와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위험군, 나머지는 일반군으로 분류했

으며 결과는 뢾표2뢿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아토피

일반군은 672명(67％), 위험군은 86명(9％), 진단

군은 248명(2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전국 소

아 평균 유병률인 10~20％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와 앞으로 기장군 유아들의 아토피 예방

에 관한 면밀한 대책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나타났다.

뢾표2뢿 유아 일반군, 위험군, 진단군 판정

아토피 예방 식생활 개선 과일굛오색 채소 섭취

저조해

최근 채소나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생리활

성물질인 파이토케미컬 중 안토시아닌이나 알릴설파

이드가 알레르기 질환 등에 효과 있는 함염증 기능

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레티놀이나 카로티노이

드 성분은 면역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여러 연구가 발

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은 특정한 한두 가지

보다는 여러 가지 색의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을 골고

루 먹어야 그 효능이 발휘되며, 특정한 파이토케미

컬만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

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정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식품알레르기

가 없다면 평소에 매일 빨강, 노랑(주황 포함), 초록,

하양, 보라등의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면역력 증진과 아토피 예방에 좋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5세 유아들의 경우에는 매일 과일 1단위씩

(귤 1개 정도 크기), 매 끼 채소 큰 숟가락으로 두

개 이상씩 먹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문조사 결과 실

제 약 2/3의 유아는 과일 섭취 부족, 약 3/4의 유아

가 채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에서는 관리기관을방문해유

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과 채소를

다량 첨가하고 우리밀로 만든 빵 등 웰빙간식을 보

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설탕 대신 유기원당

을 사용하고 마가린이나 버터 대신 식물성 액체기름

을 사용해서 만들며 나쁜 첨가제를 전혀 넣지 않아

아토피 예방 간식으로서 인기가 좋다. 영양교육 또

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도 조리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뢾표 3뢿 유아 대상 과일, 채소 섭취 횟수

식생활 개선굛예방교육으로 아토피 질환 충분히

효과 볼 수 있어

조사 결과 대상 유아의 16％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었으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 중 아토피가

있는 경우가 48％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알레

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우유 및 유제

품이 20.4％로 제일 높았으며 난류(16.6％), 땅콩

(10.8％), 토마토(8.3％)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 부모들도 설문 응답에 따라 각각 일반

군, 위험군, 진단군으로 구분해보면 대상자 1006명

중 일반군은 901명(90％), 위험군은 72명

(7.1％), 진단군은 338명(3.3％)로 나타나 성인 평

균 유병률 1~3％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인의 경우에는 매일 과일 2단위씩(귤 1개 정도

크기로 두 가지), 매 끼마다 채소를 최소한 한 컵 이

상씩은 먹어야 하지만, 실제는 43％이상 부모가 과

일을 부족하게 섭취하며 약 90％의 부모가 채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아토피 피부염 인지도 관련 결과를 살펴보

면 아토피 정보나 지식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얻

는 경우가 32％로 가장 많았고 TV/유선방송, 병원,

주변의 환자 순으로 이어졌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거의 모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

며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관리가 34％로 가장 많았

고, 보습제가 28％, 음식관리 및 제한이 26％로 나타

났다.

뢾표 4뢿 부모 피부염 인지도 관련 조사

아토피케어 푸드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현주

교수(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는 릲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장군 유아들을 위해 아토피 관련 프

로그램 구축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의 개소 이유

이기도 하다. 센터에서는 전국지자체 최초 아토피를

위한 푸드센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과 아토피 위험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유

용한 교육과 상담, 웰빙 간식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릳라고 말했다.

자료협조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714-7171)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기장찰옥수수홍보굛판매행사

떴다굩굩굩최강기장찰옥수수

안사면손해, 맛없으면 100％환불

따끈따끈굩굩

쫀득쫀득굩굩

가마솥찰옥수수

♠기 간 : 2015. 7. 7 ~ 7. 11

♠장 소 : 정관 이바돔감자탕 맞은편 공터

♠행사내용 : 기장찰옥수수 시식, 판매

♠주 최 : 농촌지도자기장군연합회

♠문 의 : 황규원(010-3552-6988)

3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제 안내
3개월 이상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군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 동물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거주지 구굛군 동물병원에 가시면 동물등록 후 동물등록증을 교부합

니다.

□ 동물 등록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삽입형 1만원(시술료 7천원+수수료 3천원), 외장형 3천원(수수료)

※ 무선식별장치굛인식표는 소유주가 별도 구매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 체내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

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

용하고 있습니다.

□ 동물등록은 왜 해야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www.animal.go.kr)를 통

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

○ 3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40만원)

○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 배설물은 수거해야합니

다.(위반시에는 과태료 5만원)

부산시 경제통상국 농축산유통과(888-4995)환경위생과(709-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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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의인이 잠들어 있는 눈물 젖은 갈치고개

어떤 사람이 생명의 위험 속에 놓여있

을 때 이를 구해주고 대신 자기가 희생

되면 흔히들 살신성인 또는 의인(義人)

이라고 한다. 하나뿐인 자기목숨을 던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40년 전 철마면 구칠리 세칭 갈

치고개서 일어난 버스화재 때 불길 속에

서 헤매고 있는 두 여인을 구해내고 자기

가 대신 그 불속에서 타죽은 의인이 있었

다. 그것도 꽃다운 25세의 아내와 귀염둥

이 외아들(4세)를 두고서 말이다.

1975년 7월 15일 밤8시 철마면으로 가

는 H여객소속 경남5아 4○○○호 시외

버스가 부산진구 전포동 주차장을 출발

했다. 오지인 철마면으로 가는 버스는 아

침저녁으로 두 번씩 왕복하고 있었는데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채소장수 그리고

주민들의 시내나들이에 항상 만원이었

다. 시발점에서 탄 승객들이 꽤 많았는

데다 동래서 다시 승객들이 올라타서 버

스는 정원(45명)보다 훨씬 많은 70명에

가까웠다. 철마로 가는 지방도로는 비포

장인데다 도로 곳곳이 많이 패어 버스가

요철을 지날 때 마다 승객들이 차안에서

오르내리는 곤욕을 치렀다.

안평저수지 옆을 지나 왼쪽 산으로 올

라가는 커브길이 갈치고개이다. 갈치고

개(해발1백m)는 기장시장의 도붓장사

아주머니들이 기장갈치와 해산물을 사갖

고서 철마와 양산등지로 팔러 다니던 삶

의 애환이 담긴 한 많은 고개이다.

고개의 반쯤 올라왔을 때 만원된 버스

뒤쪽에 서있던 김모(21)씨가 4개월 전

결혼선물로 받아 왼쪽손목에 차고 있던 5

돈짜리 황금팔찌를 옆 손님의 몸에 걸려

떨어 뜨려 버렸다. 옆에 있던 남편인 권

모(25)씨가 이를 찾기 위해 몸을 꾸부려

어두침침한 차 바닥을 살피기 위해 성냥

불을 지피는 순간 릫펑릮하는 큰소리와 함

께 차안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해버렸

다.

화마에 휩싸인 70여 승객들은 릫사람 살

려라릮는 비명 속에서 서로가 탈출하려고

요동을 쳤으나 탈출구가 비좁아 속수무

책이었다. 아비규환의 절규 속에서 몇몇

승객들은 유리창을 깨고 겨우 나오기도

했다. 사고버스의 출입구에 서있었던 박

영수 씨(25. 노동)는 맨 먼저 내려 다투

어 내리는 승객들을 부추켜 내려 주는가

하면 창문에 반쯤 몸을 내어 놓고서 아우

성을 치는 승객들을 당겨 내리는 데 온힘

을 쏟았다.

운전대쪽에서 불에 휩싸여 릫살려 달라릮

는 비명소리를 듣고 운전수 비상구를 통

해 들어가 김정선(67) 할머니를 구해내

고 이어 옷에 불이 붙어 쓰러져 발버둥치

고 있는 20대 미만의 여학생을 일으켜 비

상구 밖으로 내려놓고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화기를 마시고 허우적거리다 넘

어졌다. 생명을 건진 할머니와 여학생은

릫아저씨 위험하니 빨리 나오세요릮고 고함

을 몇 차례 질렀으나 박영수 씨는 너울거

리는 붉은 불길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살신성인한 의인은 이렇게 자기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린 것이었다.

사고원인은 철마에 사는 어느 농민이

동래서 벼멸구용 동력분무기에 쓰일 휘

발유를 한말들이 기름통에 사 넣었는데

통의 마개가 없어 과자봉지 비닐봉투로

막아서 버스뒤편에 세워 두었다. 이 허술

한 마개를 한 휘발유통은 차체의 진동으

로 넘어져 휘발유가 버스바닥에 흘러나

와 무더위 속에서 기화된 상태이어서 성

냥불을 당긴 순간 버스 안은 삽시간에 화

염과 연기에 쌓여 아비규한의 수라장으

로 변해 버렸던 것이었다. 이 사고로 박

영수 씨를 비롯해 8명이 타죽고 47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장한 일을 한 박영수 씨의 고향은 경북

감포로 13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마저 가출하여 갈 때가 없어 친척이 있는

철마로 와서 머슴 생활을 하였다. 20대

가까이 되어 장골이라는 명칭이 붙을 정

도로 힘이 센데다 평소 성실성과 부지런

함을 주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23세 때

10년간의 머슴살이를 끝내고 군에 입대

하여 25세때 제대한 박영수 씨는 계속 농

촌 일을 하다 일광면 해수욕장 주위에 살

고 있던 고금자 씨(25)와 결혼, 네 살짜

리 아들 원민 군을 두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닥치는 대로 부지런히 일

을 하여 수 년 만에 600여 평의 논밭도

마련한데 이어 1년 전부터는 동래구에

있는 미원공장에 취직까지 되어 아침저

녁으로 이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스런 과거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원민 군을

잘 키워 대학까지 보내 못 배운 한을 풀

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고생스럽지

만 방세가 싼 이곳에 살면서 부인의 농사

품 삵과 박 씨의 월급(당시 7만원)등을

모아 저축하면서 원민 군의 자라나는 모

습을 보면서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사고가 나던 날 평소 같으면 9시가 조

금 지나면 집에 도착하는 남편이 10시가

넘어도 오지 않아 아내 고 씨는 원민 군

을 업고서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면사무소 직

원이 달려와서 릫조금 전에 갈치고개서 버

스에 불이나 많은 승객이 희생되었는데

박영수씨가 희생된 것 같다릮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겨 줬다. 릫그이가 죽다니릮

고 씨는 눈앞이 캄캄해 지는데다 심장의

박동이 크게 진동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원민이를 업고 사고 현장이 있는 갈치고

개로 향해 발길을 옮겼다.

음력 열하루 날의 어스름한 달빛을 안

고 산복도로의 굽이 길을 지날 때마다 굳

게 살자고 맹세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

올라 흐르는 눈물을 감출수가 없었다. 갈

치고개를 넘어 조금 내려가니 유리창도

차바퀴도 모두 타버린 검은 물체가 도로

한가운데 타버린 유골을 품고서 유령의

사자처럼 버티고 서있었다. 릫원민이 아빠

어디계십니까릮 릫우리를 버리고 어찌 눈을

감고 가시렵니까릮하고 버스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한다. 엄마의 슬픈 울음소리

에 잠자고 있던 원민이도 엄마따라 슬프

게 우니 이 모자의 애절하고 가련한 울음

소리에 먼저 와있던 유족들과 현장보존

을 위해 지키고 있던 전경대원들도 함께

눈물을 적셨다.

사고 후 오재중 철마면장과 박대현 씨

(통일주체 대의원) 등은 박영수 씨의 숭

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인(義人)비를 세

우겠다고 하였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사

고 후 철마를 떠나 시내로 간 고 씨는 피

나는 노력으로 원민 군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현재 모 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기장행정동우회 오인섭 씨

(77굛당시 군교통계장)는 늦은 감이 있더

라도 우리 기장에서 후대의 귀감이 되는

의인비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가 하면 철마면지 편입위원장을 맡아 일

하셨던 안대영 선생은 충효의 고장인 철

마면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의인비

건립이 실현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하고,

이어 박 의인의 가족들도 이참에 지금 어

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 챙겨 보는 것

이 기장사람들의 도리라고 말했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작년 필자에게는 하늘과 같은 엄마를

잃었고, 올 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

을 딸이 결혼을 하였다. 필자에게는 엄청

난 큰 변화들이었고 이 변화는 자칫 필자

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필

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장의 릫부

경평생교육센터릮와 정관의 릫기장평생교육

센터릮의 가족들이 함께 있어주어서 힘들

지 않게 잘 견딜 수가 있었다. 지면을 통

해 다시 한 번 교육센터의 가족들에게 감

사하다고 인사를 드린다. 지금 필자가 소

개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의 가족들 중에

서도 특히 다름 아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목요반 학생(주부)들이다.

목요반 학생들을 처음 만난 것은 기장

군청에서 부경대학교에 위탁한 프로그램

가운데 미술심리지도사 자격증 반이었

다. 이들은 필자의 수업을 듣기 위해 새

벽 4시부터 줄을 서서 선착순 30명에 선

발된 사람들이었다. 이들과는 매주 2회씩

15주를 빠짐없이 만나면서 교수보다는

릫교주릮라는 새로운 별칭을 받으며 사제지

간의 정을 쌓기 시작하였고 정해진 90시

간의 수업을 마쳤다. 그런데 이 수업을

마치면서 몇몇의 학생들이 자청하여 공

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필자의 릫기장부경평

생교육센터릮에 찾아왔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수업을 다시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

이 넘어가고 있다. 때로는 쉬고 싶은 유

혹도 있었다던데, 돈을 들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가족의 반대도 있었다던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해 오는 학생

들을 보면 무엇보다 필자자신이 그 어느

대학교, 유능한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것

보다 더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

왜 그렇게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지

속들 하고 있을까?

그것은 학생자신들 스스로 공부를 통

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느끼

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들이 느끼는 변화되는 즐거운 마음이 매

주 목요일은 자신에게 릫힐링하는 날릮이라

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라고 필자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러한 학생들의 변화된 그 넉넉한 마

음은 자신의 행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사회에 그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의견이 모아지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매주 하루는 장

애시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우

를 위해, 또 하루는 외로운 노인들을 위

하여 그 동안 꾸준히 공부해 온 미술심리

를 이용해 열심히 아낌없는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 봉사란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이라는 사

전적 의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러

한 봉사활동의 가치는 결국 자신에게 돌

아온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심리적

으로는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며 또

한 자신을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한

다.

그래서 누구나 봉사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누

구나 잘 알고 있기에 아무나 쉽게 시작하

기를 힘들어한다. 필자가 릫기장부경평생

교육센터릮의 목요반 학생들을 소개한 것

은 이들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인 봉사

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희망해서

이다.

여러분들이 멀게만 느껴지던 봉사를

여건과 기회가 허락한다면 여러분 자신

이 가진 자원(열정과 재능 등)을 여러분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 활동하기를 희망해 본다. 좀 더 윤

택한 사회와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

유지되도록 행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배

려, 돌봄, 관용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기

를 희망해 본다. 우리자신의 과거와 현재

를 있게 하는 공동체에서 받은 것을 되돌

려주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환경

이 여러분들을 통해 조성되기를 희망해

본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 무엇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러

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가족, 주변 환

경,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물리적인 것들

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들

을 감사히 여기며 만족해하는 행복한 삶

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필자는 희망해

본다.

부경평생교육센터 기장점 051-723-9700

기장평생교육센터 정관점 051-727-9950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 개강 : 7월6일(월)야간/8월27일(목)주간

□대상 : 남/여, 나이,학력제한없음

(120세굩老-老요양시대대비굩)

□과정 : 야간반/종일반(자격자포함)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代)

고용노동부 국비 요리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직장인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 한식개강일 : 8.12~(저녁7시 1일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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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중식개강일 : 2015.7.14.~(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 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테이크외)

＊일반-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자격증반, 창업반, 생활요리반

＊학생-6개월/1년 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

＊중, 고, 대학생 우선 접수

＊여름방학학생특강 한식, 양식 각 35만원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 한식굛양식 취업창업반과정 7.23~9.4(09:30~14:30)
◈ 찬모조리사 취업과정(밑반찬)(목, 금, 토) 9.5~11.6(14:30~18:20)
◈ 한식조리 기능사자격증 취득과정(월, 화, 수)7.1~9.1(14:30~18:10)
◈ 양식조리 기능사자격증 취득과정 7.13~8.18(13:00~16:00)
◈ 양식조리 기능사자격증 취득과정 7.30~9.8(10:00~13:00)

[국비지원특전]
◈ 특전 : 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약 매월28만원

(교통비, 식대별도지급)
◈ 교육대상 :
① 주부, 남, 여(요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64세미만)
②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 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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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비젼교육센터과정별개강안내굩
과정명 과정내용 개강일 본 교육센터의 장점 및 진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오전반(09:00~13:50) 2015년07월20일
장점 구)기장요양교육원(부산시지정6호)/

2천5백여명 배출 전국최고 합격＆취업률/
검증된 교육기관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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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07월20일
장점 구)현대장례교육원(부산시제4호)/ 200여명 배출/

미래의 불루오션(일본 등 각광직업) / 취업연계
진로 상조, 장례식장 등 취업(250만 전후) 및 창업야간반(18:30~22:20)

주부
네일아트미용사

오전반(10:00~12:50)

2015년07월13일
장점 (부산시제해69호)/ 부담 없이 취미로 시작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까지굩 본원자체장학 50％지원
진로 네일샵. 미용샵 취업(200만 전후) 및 창업오후반(15:00~17:50)

스포츠스태킹
미술심리상담사

노인체육지도사 등
오후반(15:00~17:50)

수강인원 충족 시
수시개강굩

·(부산시 저해69호)부모자녀 유전자지문 적성검사
- 2015년07월25일(토)

·자녀의 적성을 조기 발견하여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과정굩-2015년 7월 25일(토)실시

고 품격 어르신 돌봄기관 - 실버캐슬노인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현장평가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요양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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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협찬광고

릲지역사회주민들과함께미래를열어가는평생비젼교육센터가되겠습니다 릳www.sccare.kr
장소 : 중앙중학교 4거리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문의)대표번호 724-5651

굛
(代) 굩굩

★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굩 ★

★ 최고의 강사진 ★

★ 합격시까지 책임지도 ★

★ 자격취득 후 100％취업연계 ★

유료광고

삽
화

김
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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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출하량도 제일 많

은 동양란 농장이 정관면 두명마을(정관면

부명길 61)에 있다.

농장 대표 이수남<사진> 씨는 1982년부터

농사를 시작해 현재 재배면적은 하우스 1천

980㎡에 대지 9천900㎡의 규모다. 초기에는

주로 관엽을 했었다.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동양란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어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동양란으로 재배하

는농가가 드물었고 숙련도에 따라 고소득 작

물에 속했다.

대만에서 수입한 모촉(어미촉)을 화분에

옮겨 심어 다시 신아를 받아(새 촉이 나오는

것) 꽃을 피워서 출하한다. 재배과정은 물, 습

도, 온도, 햇빛, 바람, 비료를 적절히 관리해서

새 촉을 받아 꽃을 피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짧게는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정성을 들여야

출하를 할 수 있다. 동양란은 온도와 햇빛 조

절이 중요하다. 특히겨울철온도에신경을써

야 한다. 적정온도는 23~25도 정도. 겨울철도

이 정도 온도를 맞춰주어야 봄에 꽃이 핀다.

농장 초창기에는 온도, 습도 등 관리를 잘

못해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다. 여름에는 습

도관리만 하면 온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도 잘 크지만 겨울에는 온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우스 3개동은 온도, 습도,

비료 햇빛의 세기나 양에 따라 각각 다르게

관리한다. 세엽(꽃을 피워야 하는 종류)의

경우 한 동에 모으는데 온도를 높이 유지하

고 습도는 적게, 햇빛을 더 많이 받게 관리해

야 한다. 가운데 동은 모촉으로 새 촉을 키우

는 동으로 거의 8개월 이상 보살펴야 꽃을

피워낸다.

이 씨가 재배한 동양란은 서울유통공사, 부

산화훼공판장, 부산경남원예조합 등 경매장

세 곳과 철마면 미래화훼판매장 등에 집중적

으로 나간다. 서울유통공사에만 7천분 정도

나가고 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경매장에

서 유찰이 잦다. 서울의 큰 법인체에서 많은

물량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어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수요는 점점 더 줄었

다. 심지어 대만 현지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

려갔다고 한다. 때문에 서울 법인체 물량이

집중되는시기를 피하고 품질을 높이는 등 차

별화시켜 대응하고 있다.

동양란은 일종의 사치성 작물에 해당해서

비수기에는 가격이 떨어지고 성수기(3~5월)

에는 올라간다. 일반 관엽보다 경기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 더욱이 모종, 비료, 난방비, 기

타 부자재 비용 등은 많이 올랐는데 난 값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떨어지기도 했다. 예

전에는 민간기업, 금융기관들의 정기인사 철

인 12월~2월이나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

이 나갔는데 지금은 예전만 못하다.

동양란은 자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리스

크가 많아 잘못 관리하면 손실이 다른 관엽

작물보다 몇 배나 크다.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와 안정적인 직거래 처를 확보해야 한다.

뢾이수남 씨가 전하는 가정에서 동양란 키

우기뢿 난을 가정에서 키우기란 쉽지 않다. 이

래저래 가정집마다 난 하나쯤 가지고 있거나

키워본 독자들은 알 것이다. 독자를 위해 이

수남 씨가 노하우를 전한다.

여름철에는 밤에 물을 주고 베란다(될 수

있으면 방 안에)에 두었을 때는 은은하게 빛

을 받도록 차광을 한다. 물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준다.

겨울철(최소 7~12도 유지)에는 낮에 온도

가 올라갔을 때 물을 준다. 물은 10일에 1번,

방안에 있을 때는 1주일에 1번 준다. 계절에

관계없이 물은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주고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을 맞춰 주어

야 한다. 적절한 비료 관리를 해주면 새 촉이

올라오고 꽃도 볼 수 있다.

이수남 010-4568-0719

취재협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

철저한 시장조사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중요해

2015년어업질서확립관계기관협의회추진

국내굛외국어선의지도단속총력대응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5월 28일(목) 회의실에

서 해군, 해경지방본부(동해, 남해,

제주), 관내지자체, 수협 등 어업지

도굛단속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오징

어, 멸치의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

라 어업질서확립 추진계획과 중국어

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협업방안

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주요협의 내용은 오징어와 멸치포

획을 둘러싼 불법어업 단속방안을

모색하고, 6월부터 중국어선의 북한

굛러시아 수역 및 제주주변 수역 입

어개시에 따른 불법조업 단속방안과

우리어선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효과적

으로 대처하고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로 했다.

특히, 6월부터 동해, 북한과 러시

아 수역 이동 예정인 중국어선을 입

역부터 조업, 출역단계에 걸쳐 동해

어업관리단, 해군, 해경지방본부, 지

자체가 공동 밀착 감시굛감독함으로

서, 조업질서 확립은 물론 우리 어업

인의 어업피해와 우리수역 내 불법

조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어업관리단(410-1031)

부산 기장에 위치한 수산과학관

(관장 김영섭)에서는 해조류의 다

양성과 생물학적 중요성을 알리고

해조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룙꽃보다 아름다운 해조류룚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수산과학관과 국립수산과학원 해

조류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백재

민)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에서 제작한 해조류 실물 건조표본

41점(홍조류 18점, 갈조류 16점, 녹

조류 7점)을 직접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해조자원 분포 현황릮,

▲김굛미역 생활사 ▲김굛미역 신품

종개발 현황 ▲이것만 알아도 나는

해조류 박사 ▲백세건강시대굩 슈퍼

푸드 해조류 ▲바다의 보물 해조류

등 해조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는 설명 패널도 함께 전시

된다.

또한 전시장 한편에는 해조류 현

미경 관찰체험, 해조류 스탬프 찍어

보기, 실물 수조 관찰하기 등 다양

한 체험코너도 함께 마련되어 보다

생동감 있는 기획전 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기간은 7월 30일까지이며 기

획전 관람은 무료이다.

수산과학관(720-3061)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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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과학관,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와함께

릫꽃보다아름다운해조류릮기획전열어

릫사랑의전통장나눔릮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

독거노인,소외계층등을위해

전통된장각읍굛면에기탁

생활개선기장군연합회(회장 김윤옥)는 6

월 3일 전통음식인 장(醬)의 소중함과 착

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불어 살아

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릫사랑

의 전통장 나눔릮 행사<사진>를 가졌다.

릫사랑의 전통장 나눔릮행사는 생활개선기

장군연합회에서 2010년부터 매년 3월 농업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과 관내 희

망주부들이 참여한 릫전통장 담그기 교육릮을

통해 담은 것을 불우이웃돕기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독거노인 등 어려운 소외계층

들을 위해 써달라며 5개 읍굛면에 된장 100

통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릲100％ 우리 콩과 재래방식으

로 전통장을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식문

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릳면서 릲올바

른 먹거리를 지키는 것이 생활개선회원들

의 역할인 만큼 이런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건강한 식문화 계

승굛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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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쪽파를 수확하는 농민들.

올해로 1천258년째 기장이라는 이름

을 사용한 이 지역은 부산갈맷길 700리

가운데, 해안 풍광이 수려한 100리길

구간으로 3개 읍면인 기장읍과 일광면,

장안읍이 동해바다와 접하고 있다. 특

히 일광면 지역에서 옛날부터 생산되는

기장 파는 일명 릫기장쪽파릮로 1935년에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동래역을 통

하여 동래시장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어

부산시민들의 밥상을 풍성하게 함은 물

론 동래파전의 원재료로도 각광을 받아

왔다.

기장 파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아보기

가 쉽지 않지만, 1800년 초에 한양에서

기장에 유배 온 한 선비의 문집에서 200

여 년 전부터 이미 기장에서는 파를 재

배하고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장 파의 문헌기록 고찰을 위

해 먼저 약 천 년 전 기록물 중에 고려

때 이규보선생의 파에 대한 글을 비롯하

여 1600년 초 동래부사의 글과 1800년

초 기장 유배객의 기록을 통하여 그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천 년 전 이규보선생의 파에 대한 기

록

고려 고종 시대에 이규보(李奎報

1168~1241)선생의 저서인 뢾동국이상국

후집(東國李相國後集)뢿권 제4의 고율시

98수 가 있다. 그는 서민들의 요긴한 먹

거리인 오이, 가지, 무, 파, 아욱, 박 등

여섯가지의 채소에 대한 것을 읊은 시의

제목이 릫집안 채마밭의 여섯 노래(家圃

六詠)릮에서 릲고운 손처럼 가지런히 모여

수북하게 많고, 아이들 불어대는 호드기

를 만드네. 술자리의 안주 구실뿐만 아

니라 비린 국에 썰어 놓으면 더욱 맛을

나게 한다네.( 手森 多 兒童吹却

當簫 不唯酒席堪爲佐 芼切腥羹味更嘉

右 )릳라는 구절이 있다. 이글의 내용을

보면, 약 천 년 전에도 파가 오이와 가지

등과 함께 기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

탁의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규보선생과 동시대의

학자인 매호 진화선생의 문집인 매호유

고(梅湖遺稿)에 릲강보에 싸여있는 갓난

아기에게도 고관들이 들어가 재롱을 떨

고, 대파나 쪽파를 잘라 만든 파피리(蔥

篠/蔥笛)를 불고 노는 어린아이들…릳이

라고 대파와 쪽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려 때 다수의 인물이

파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둔 내용을 시문

(詩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00년 초 동래부사의 기장관련 문헌

기록

룙동래부지(東萊府誌)룚룗관안(官

案)룘의 이안눌(1571년 ~ 1637년) 동래

부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문관으로

부임하여 이 지역에 다수의 시문을 남기

고 있으며 특히 1592년 4월 15일 동래성

이 함락될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짐작

할 수 있도록 한 룗동래4월15일(東萊四

月十五日)룘의 유명한 글을 남겼다. 이안

눌은 릲문과로 무신년(1608) 2월에 부임

하여 기유년(1609) 7월에 선위사의 장

계로 파직되었다.릳라고 되어 있는 인물

로 특히 시작에 주력하여 문집에 4천수

가 넘는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다. 임진

왜란이 끝난 뒤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지

은 룗동래4월15일룘은 사실적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데, 이 글은 임진전

쟁이라는 국난을 형상화시킨 장편시로

서 왜적이 동래와 기장에 쳐들어왔을 때

관과 민이 함께 적을 막으려다 장렬하게

순절한 동래읍민의 사연과 전쟁에서 목

숨을 부지한 살아남은 사람들이 4월 15

일에 즈음하여 제사를 모셔야하는데, 향

을 피울 가족조차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한시로 승화 시키고 있다. 그는 내산록

(萊山錄)에서 릲기장현에서 짓다(機張縣

作)릳라는 제목으로 당시 피폐한 기장현

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시로 적고 있다.

릲기장은 본디 적은 현으로 전쟁 뒤에

동래로 속하였고, 서책과 호적은 불과

서너집이다. 성의 못은 하나의 구덩이로

변하였고, 연기로 잠긴 산색은 저물어

가는데, 나무에 떨어지는 가을비는 괴이

하게 사람마음 슬픈 것을 편하게 하니

다만 내 자신 시름에 잠겨보네.(機張縣

本小 兵後屬萊州 版籍無三戶 城池變一

丘 煙沈山色暮 木落雨聲秋 愧乏安人術

傷時只自愁)릳라고, 당시 기장현의 참으

로 어려운 모습을 목민관의 근심 가득한

마음을 읊고 있다.

1598년 임진전쟁이 끝나고 9년 만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부사의 눈에

비친 기장현의 모습은 그야말로 피폐한

작은 고을이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만한 고을로 인정이 넘치고,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 해산물 먹거리가

풍부하였던 곳이었다. 이부사의 뢾내산록

뢿에는 기장 파에 대한 글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기장은 바다를 접하고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형의

지형으로 마을마다 손쉽게 채소작물을

재배하여 일상의 먹거리로 사용하였는

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풍을 맞은 해

안가의 릫쪽파릮이었을 것이다. 파의 재배

조건이 해안 바닷가로 바람의 영향을 피

하기 위해 키가 큰 대파보다 키가 보다

작은 쪽파가 생장환경에 아무래도 좋았

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로인해 지금까지

쪽파가 계속하여 재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릫쪽파릮가 조선시대는 동래부

사가 있었던 동래부의 동래파전에 사용

되기도 하였을 것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산시민과 동래와 기장 군민들의 주요

먹거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은 전국

에서 유명한 먹거리로 인정받고 있다.

1801년 기장 유배객의 문집에 기록된

릲기장 파릳이야기

기장은 지리적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

으며, 한양으로부터 천리나 떨어져 있는

관계로 고려조와 조선시대에 이곳으로

귀양살이를 온 인물이 제법 많이 있었

다. 기장의 유배문학 중에 조선 후기에

기장으로 귀양살이 온 인물로 이곳에서

무려 6년간이나 적거생활을 한 심노숭

(1762~1837)의 기장유배와 그가 남긴

글을 살펴보면, 그 당시 기장의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당시 쪽파의 재배

기록도 볼 수 있다. 1800년 초 기장으로

유배 온 심노숭의 문집인 룙남천일록룚의

신유(1801)년 6월 14일자 기록을 보면

릲기장 파(蔥)릳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릲14일, 엷은 안개 뒤에 날이 개었다.

일찍 조제한 환약을 복용하였다. 이곳

으로 온 이후 이 곳 인사 중에 …중략…

김복생은 주인의 종제로 사람이 매우

근실하다. 최근에 그의 아들을 공부하

러 보냈는데, 아이 이름은 종원이다. 집

은 마을 가운데, 깊은 산골 벽지로 가옥

의 터는 보잘 것 없었으나 매우 아름다

웠다. 작은 산을 돌아가니 오래된 소나

무와 총총한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였

고, 그 안에는 파를 비롯하여 산초나무

와 가지와 표주박을 볼 수 있었다 … 하

략 …(十四日 薄陰或晴 早服藥調丸 此

來以後 此中人士 …中略… 金生福淳 主

人從弟 爲人勤實 近日送其子童名宗元

受學 家在邨中深僻處 屋址 佳妙 小山

回拱 長松叢篁 繞爲籬 籬內拓圃 種蔥

椒茄苽 見之 忽起鄕園之思 少話卽

歸.)릳 라고 적고 있다.

앞의 글에서 심노숭은 214년 전인

1801년 6월 14일에 기장고을 어느 한 가

정의 남새밭에서 일반 먹거리 중에 파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유배

객 심노숭이 기장에서 파를 재배하고 있

는 모습을 이미 여러 곳에서 보았고, 이

를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이 기록은

앞에서 본 동래부사 이안눌의 기장현에

대한 글보다 약 200년 뒤에 적은 내용으

로 당시 기장고을 현민들의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기초적인 먹거리

에 대한 풍성함을 볼 수 있는 내용이며,

기장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파를 재

배하여 주요 먹거리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동해의 바닷바람과 정성으로 키운 기

장 쪽파

지금까지 약 천 년 전 이규보선생의

글을 비롯하여 500여 년 전 동래부사의

글과 200여 년 전의 기장의 한 유배객이

쓴 글 내용을 토대로 기장 쪽파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보면,기장에서는조선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파를 재배하였

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지금

은 기장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난 먹거

리로 사용되고 있는 파로 우리나라에서

파(蔥)하면, 릫기장 쪽파릮로 그 이름까지

유명해 졌다. 이는 동해의 바닷바람을

적당하게 맞고, 적절한 기후조건과 양질

의 토양에서 기장 사람들의 정성으로 재

배한 먹거리이므로 가능한 것이다.

황구 기장향토문화연구소장

기장 릫쪽파릮의 문헌기록 고찰

▲ 드론 / 부산일보 2015년 5월 27일자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다.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5g부터 1200kg까지 무게

와 크기도 다양하다. 드론은 군사용도로 처

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

으로 확대됐다.]

드론의 날갯짓이 행정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군사 목적으로 출발한 드론

이 최근 민간은 물론 공공 영역에서도 다양

하게 활약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비행해

전방위 감시활동을 펼치고, 촌각을 다투는

화재 발생 때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송, 조기에 화재 진압 계획을 세워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었다.

지난 1월 해월정 인근 야산에서 화재 시

는 소방대보다 앞서 드론이 발화 지점을 찾

아내는 등 산불 조기 진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드론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다. 산

림청이 운영하는 헬기는 유류비를 제외하

고, 유지 관리에만 대당 연간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드론은 배터리 충전만으로, 시야 확

보가 어려운 야간에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다.

▲ 케이무브 / 중앙일보 2015년 5월 29

일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층을 위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환학생 확대, 글로벌 봉사단 파견, 중소

기업 해외진출 등이 있다.]

정부가 13개 부처에 흩어져있는 53개 청

년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조5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릫취업할 수 있는 학과릮 중심의

대학 전공별 정원 조정도 본격화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

일 릲내년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수년

간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취업자가 크게 줄

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

지고 있다릳며 릲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

련해 7월 중 발표하겠다릳고 말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에서 릫청년고용굛교육개

혁릮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릫케이무브(K-MOVE)릮와 같은 기존의 청

년층 해외 취업 촉진 프로그램도 내실화한

다. 케이무브는 부처별 해외진출 프로그램

을 통합한 것으로 선발되면 직무교육과 어

학연수, 지원금, 일자리 등을 제공받는다.

연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해외 진출 실적은 2012년 4007명에서 지

난해 10월 기준 1273명으로 줄어 비판을 받

았다.

이슈로 본 시사용어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호

부산박물관에서는 매년 4회 개최되고 있는 신수유물소개전의 올해

두 번째 전시를 지난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한다.

신수유물 소개전은 부산박물관이 최근 입수한 기증굛수탁 유물이나

보존처리가 끝난 유물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이번 전시는 최근 보존

처리를 완료한 뢾지운영필 관음보살도뢿를 포함해 릫지운영필 왕청황리

도릮, 릫지운영필 동파선생입극도릮등 총 3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백련 지운영(白蓮 池雲英, 1852∼1935)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

기 전반까지 활동했던 근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중 한사람으로 종두법

을 도입한 지석영의 친형이다. 지운영의 회화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

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전기는 사진술과 정치활동에 전념하였던 시기

로 화단에서는 주변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이고 중기는 김옥균 암살

실패로 인한 영변 유배에서 풀려 난 후 릫화사릮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한 시기다. 이때 화풍은 상해지역 화보를 통한 적극적인 해상화풍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박물관 유물관리팀(610-7137)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제2회 신수유물소개전 개최

부산을 대표하는 인문학 강연인 릫이야기 카

페릮의 릫18번째 이야기 부산과 새로운 시선릮이 7

월 7일(화)부터 7월 28일(화)까지 카페 릫아델

라 7(해운대장산역 4번출구)릮에서열린다.횟

수로 88회를 맞이하는 7월 7일 강연 주제는

릫동북아 도시 간 경쟁시대와 부산릮으로 신라대

박재옥 교수가 이끈다.

14일은 릫대안교육:새로운 대안 만들기릮를 주

제로 온새미 학교 류기정 대표가 이끌며 21일

은 릫한국과 일본의 해녀이야기릮를 주제로 동의

대 유형숙 교수가 이끈다. 릫이야기 카페 18릮 마

지막 91회에는 릫공유경제:부산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색릮이라는 주제로 공유경제 시민허브

서종우 대표가 강연을 펼친다.

릫이야기 카페릮를 처음 만든 문종대<사진> 동

의대 교수는 릲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소통해 보자는 게 릫이야기 카페릮다릳라고

말한다.

문 교수는 릲강사 먼저구한다. 주제부터정하

면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강의 부탁

을 거절한 분이 한 명도 없었다릳고 했다. 그동

안 릫이야기카페릮에서는 의학, 풍수학, 역학, 한

의학,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강연이 이뤄졌다.

문 교수는 릲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카페의 주

제를 릫기장군릮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기장군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활력이 넘치는 신생 도시

다. 최첨단 산업단지와 대형 쇼핑, 관광단지가

생겨나고 인구 유입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릳며

릲고리원전 1호기 폐로 이후 원전도시 이미지

제고, 도예촌 조성과 영상인프라 건립 등 동부

산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이야

기를 듣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 것릳이라

고 말했다.

이야기카페는재능기부를받아진행하며수

강료는 없다(커피 값 각자 부담). 누구든 자유

롭게 참가할 수 있으며 시간은 오후 8시부터 9

시 40분. 문종대 교수 010-4499-1312

활력도시 릫기장군릮 강연 소재 무궁무진해

부산대표 인문학 강연 릫이야기 카페릮

1997년 등단해 1999년 릫울타리릮라는 첫 시집

을 펴내고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송다

인 시인(기장읍 청강리)이 작년 12월 14번째

시집 릫민조시 3000수릮에이어통상 15번째시집

릫영도다리릮<사진>를 지난 5월에 출판했다.

릲송 시인은 생의 전면적 진실을 그대로 드

러낸다. 멋이나 장식을 거둬내고 그 일상에

붙들리지 않고 뛰어 넘어 시적 대상을 미세

한 감각으로 포용하려는 넘치도록 푸르고 강

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이나 사물과의 만

남에서 이뤄지는 사랑,

시를 대하는 무상의 헌

신과 열정, 지칠 줄 모

르는 의욕과 정서적 가

치의 지향은 아주 큰 미

덕이다릳라고 시인이자

문학박사인 임종성 씨

는 평가했다.

송 시인은 노천명문학상, 독도예술제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송다인 010-2047-9470

송다인 시인 15번째 시집 릫영도다리릮 발간

릫장안사 명부전 삼번상(長安寺 冥府殿 三幡床)릮

릫장안사 명부전 삼번상(長安寺 冥府殿 三

幡床)릮이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10호

로, 릫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長安寺 應眞

殿 法臺經床)릮이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됐다.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은 예불이나 불교의

식을 할 때 경전 또는 목탁과 요령 등을 놓

아두는 상으로 천판 하부 바닥에 묵서된 명

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과 1748년이라는 조

선의 절대연대 및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특히, 18세기에 제작된 경상의 조각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

은 것으로 평가됐다.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은 불경을 독경하

거나 예불 등의 의식을 집전할 때 사용하는

서안(書案)의 일종으로, 천판 하부 바닥에

묵서된 명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과 1706년

이라는 제작연대가 확인된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됐던 일반적인 경상 양

식에 비해 앞선 양식을 지니고 있는 귀중한

불교 목공예품으로 평가받아 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웅진전 법대경상

부산시 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릫신소장품 2014릮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

이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의 특성과 역할을 대변하는 중

요한 문화자산으로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국제적

인 지명도가 높은 국외 작가의 비디오 설치굛회화굛조각 작품 4점

과 김종식, 송혜수, 김영교, 한상돈 등 부산미술 형성기에 활동했

던 작고작가의 작품, 부산을 비롯하여 국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회화, 조각, 사진, 드로잉 작품 등 다수를 공개하고 있다.

전시는 7월 12일까지 본관2층 H실, 소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오

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는 부산시립미술

관(744-2602)로 하면 된다.

부산시립미술관

릫신소장품 2014릮 전시

(파: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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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내은 도예가가 자신의 대표작 꽃담 옆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내은 도예가의 작품.

흙과 나

내게 있어 작업은 한국의 옛 집에 대한

그리움과 품었던 꿈을 펼치는 것. 작업을

하며 힘들고 지칠 때 마다 우리 아이들과

가정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 또한 느끼고

엄마가 열심히 작업하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엄마가 자기인생의 롤 모델

이라고 말해 준 것에 무엇보다 뿌듯하고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내게 있어 흙이란

릫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릮 릫매일 매일이 평

온무사하고 좋은 날릮이 되길 기원하는 것

이다. 도자기 작업을 통해 잠시나마 치열

하게 살고 있는 오늘로부터 해방될 수 있

는 기쁨을 선사받았다.

도예가 김내은 씨를 말할 때 사기장 효봉

김영길과 故 도봉 김윤태를 빼놓을 수 없다.

효봉은 그녀를 5년간 가르친 직접적인 스승

이기도 하다. 도자기를 시작한지는 5년, 부

산요(구 상주요)에 들어온 지도 3년이 흘렀

다.

김 작가가 도자기 인문 5년 만에 개인전

을 열었다. 그녀가 다녔던 동부산대학교 도

예과를 졸업한 어느 누구도 아직 개인전을

연 적은 없다. 그녀가 처음이다.

평생 도자기를 만들어 온 작가도 개인전

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입문 5년

만에 개인전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의

스승인 효봉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효봉은 릲김내은 씨의 경우 보통의 학생들

이 10년간 배우고 익혀야할 도예 공부를 5

년 만에 해 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제가 5

년간 혹독하게 가르친 도예를 묵묵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에 개인전을 열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봤죠릳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릲스승님 교수법은 배우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수업입니다. 어떤 작

업이건 중간 단계에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

습니다. 결과물에 대해 스스로 깨닫는 것만

이 도예의 길이라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 입

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러야 알아지는 것

이니 결코 쉽지 않지요. 스승님은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릳

김 작가는 결혼 후 주부로 생활하던 중 야

생화를 취미로 시작했다. 이후 야생화에 어

울리는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다. 남

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010년 동부산대학

교 생활도예과에 입학했다. 지금의 스승인

효봉이 교수로 있었다.

도예과 2년 후 학우들과 어울려 효봉의

작업실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

지 작업실에 머물며 제자로 도예의 길을 걷

고 있다.

릲비록 결혼 후 만학도였지만 도예과에 다

니면서 제 인생에서 후회 없이 가장 열심

히 공부했던 때입니다. 스승님은 냉정하게

홀로 서기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제가 짧

은 시간에 작가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릳

김 작가의 개인전은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운대 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서

릲내적 시선으로릳라는 주제로 열렸다.

그의 작품에는 하나의 독특한 주제가 담

겨 있다. 릫꽃담릮으로 우리나라 집에 대한 동

경,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꽃담으로 만든

집(캔들 조명등)을 만들기도 하고 접시나

화로 등에 꽃담 문양이 들어간다.

릲도예과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

유의 릫꽃담릮이 주는 아름다움에 매료 됐어

요. 이후 꽃담이 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멋을

표현하면서 나의 작업은 시작되었죠릳

최근에는 해양사 박물관의 의뢰로 복어

모양의 캔들 조명등을 제작하고 있다. 복어

조명등은 특히 일본에서 호응이 좋았다. 지

난해 6월 한중일 도예문화교류전에서 선보

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고 했다.

김 작가의 복어 조명등은 최초의 순수 창

작물로 생김새가 재미있고 복어에 담겨있는

뜻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짧은 기간의 도예 입문 중에도 왕성

한 활동을 펼쳐 대한민국종합미술대전 특선,

국제종합예술대전 특선, 부산미술대전 입선

등 각종 미술대전에서 부각을 나타냈다.

그녀의 도자기 작업에는 판상기법(코일

링 기법)을 사용한다. 물레작업의 반대적인

의미인 판상기법은 다진 흙을 널빤지 모양

으로 만들어 겹겹이 쌓아 올려 기물을 만드

는 것을 말한다. 판상작업은 정교하고 독특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김 작가는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 전

수 장학생으로서도 그 소명을 다하고 있다.

효봉에게서 전수 받은 전통도자기 중에서

다기(茶器)와 접시 등이 그녀의 특기이다.

또한 전통방식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 해

석으로 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내은 작가 010-8266-3152

뢾시작 노트뢿
경기가 바닥인데 메르스까지 겹쳐 민초들의 삶이 간당간당하다. 한 발 삐끗하

면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 릫추락하락 것은 날개가 있다릮는 바흐만의
시어(詩語)는 날개가 있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민초들은 애초 날개도 없고 한 길
발밑도 모르는데 어찌 방하착(放下着)을 하랴. 그렇다고 오는 비를 속수무책으
로 맞으며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나도 바흐만처럼 쏟아
지는 비의 하이파이브에 힘입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개 하나를 만
들어 보기로 했다. 날 수만 있다면 추락은 아무 것도 아니다. 추락하면 또 날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끝없는 희망의 날갯짓을 하는 사이 메르스
도 지나가고, 고단하던 삶도 어느 순간부터 신바람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 1953년 부산 기장 출생, 기장문인협회 회원
* 2011년 룙시사사룚로 작품 활동 재시작
* 시집 룙타래가 놀고 있다룚

기장문예

하이파이브

강 문 출

제 233호 2015년 7월 1일(수요일)

■ 기장의 예술가를 찾아서 -도예가 김내은

릫 릮

□ 시행기간 : 2015. 6. 29 ~ 8. 28(9주간)

- 냉방온도 제한(공공), 문열고 냉방영업 제한* 실시

* 계도기간 : 6. 29 ∼ 7. 5(1주) 과태료 부과 : 7. 6 ∼ 8. 29(8주)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구 분 제한대상 제외대상 제한내용

공공기관
냉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2만여개소)

공항, 교육시설, 의료
기관, 어린이집(유치
원), 콜센터, 학교, 대
중교통시설 등

냉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28℃이상 유지(단, 비전
기식 냉방방식은 26℃이
상 적용가능)

문 열고 냉방영업 금
지(6. 29∼8. 28)

*7월6일부터 과태료

외기와 출입문이 접
한 점포, 상가, 건물

등

냉방기미설치업,지하
도상가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냉방온도권장
(6. 29∼8. 28)

*토일공휴일 제외

계약전력 1백kw이상
(약6만8천여개소)

공동주택, 공장, 군사
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등

냉방기 가동 시 피크시
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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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사람 도서관(이하 기사도)은

책이 아니라 사람을 대출해 주는 도서

관입니다.

점점 더 빨라지는 생활환경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일일이 찾아서 읽기에

는 시간에 좇기고 또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 정보로 인해 꼭 맞는 내용을 찾

기도, 믿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기사도(관장 김일철 동의대학교 교

수, 대변리 거주)에서는 이런 문제와

궁금증을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해결

해 드립니다.

알고 싶은 주제나 의문이 있는 다섯

분 이상이 모여 메일로 신청하시면 서

로 약속된 시간에 기장군 대변항에 위

치한 커피숍 하가빈(대표 하오용, 부

산시 기장군 무양로 32번길) 2층 기

사도에 모여 대화식 강좌에 참석하시

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창의, 논술, 집중력

장애 등에서부터 전문 직업 소개, 미

래 예측, 창의 개발과 지역, 환경, 고

령화등 사회적 이슈나 인문학, 역사,

철학, 예술, 국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계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차원에

서 운영되는 만큼 각자의 커피값이면

충분하고 일체의 강의료는 무료입니

다. 기사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오전(10시~12시)과 오후(2시~4

시) 개설을 기본으로 하며 강사와 수

강생들의 합의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

능합니다.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gisado2015

릲전문가를 대출해 줍니다릳
기장사람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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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로 경찰관 34년과 일반 행정

경력 등 35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기

장경찰서 정보보안과(전 정관파출소장)

경감 김기호입니다.

1995년 3월 1일 기장군 복군과 함께 경

남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 강력반장, 일광파출소장,

기장지구대 사무소장 근무로 기장군과 인

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 20여년 가까이 기장군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켜내는 최일선 치안 파수꾼

으로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

로 치안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역 주민

들에게 감동을 주고 안전을 책임져온 모

범경찰관으로 영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이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함께해서 행복했습

니다.

1981년 약관 20대 젊은 혈기로 대한민

국 경찰에 입문하여 여러 지역 민생부서

를 옮겨 다니면서도 유달리 기장군과는

남다른 인연과 애정을 간직하고 있습니

다.

릫치안도 복지다릮라는 평소 소신대로

2002년 일광파출소장 재임 시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촌 맞춤형 주민 눈높이 복지치

안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달음

산 정상 등산로 철계단 설치, 일광면 전역

방범등 설치를 추진했으며 자율방범대 순

찰차량 확보와 운영예산 지원 문제 등 주

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기장군청과 의

회, 한국전력, 진영국토관리청, 교육청, 한

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을 찾아 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는 등 발로

뛰었습니다. 이에 범죄 없고 안전한 일광

면을 만드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일광주민 1500명의 서명으로 주민이 추천

한 정부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

니다.

2007년 경감 승진 후 2013년부터 2015

년 1월까지 2년간 정관파출소장으로 발령

받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관 신도시

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 가리

지 않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좌

광천과 어린이도서관 일대 심야 자전거순

찰(일명 도깨비순찰)과 외국인 근로자 범

죄예방 활동, 청소년선도와 학교폭력예방,

정관면 생태공원하천축제, 면민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 때마다 질서유지

와 교통관리 등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관면 청년회와 자율방

범대를 활성화시켜 민굛경 협력치안을 몸

소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생동감 있는 치안서비스로 정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공감하는 체감치안 만

족도를 높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관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작년 8월 25일 기습적 폭우로 인해

정관면이 고립상태에 빠졌을 때 철야 복

구 작업을 펼쳐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는 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본 정관 주민

들로부터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받았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장을 잊지 않기 위해 4월 5일 월평초

등학교 총 동문회 체육대회 날 재직 및 퇴

직기념으로 월평오거리 마을입구에 사비

300만원을 들여 월평초등학교 및 병설유

치원 안내 교명탑을 기증했습니다. 오며

가며 교명탑을 볼 때 마다 기장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는 자부심에 뿌듯한 마음이

절로 납니다.

자랑스러운 경찰제복을 입고 민생현장

에서 주민들과 삶의 애환을 함께한 35년

의 외길 인생. 경찰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

하게 맡은바 직무를 수행한 공로로 받은

옥조근정훈장, 국무총리포상, 경찰청장 표

창 등 40여회의 수상 경력보다는 기장군

민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더 감사하고 기장주민과 함께한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의 명예와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까지도 기

장지역 발전과 안전을 강조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정든 경찰제복의 옷깃을 어루만

지며 기장군민들께 작별 인사를 드립니

다.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

니다. 기장경찰서 정보보안과

(전, 정관굛일광파출소장)

경감 김기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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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다영

(당시 만 21세, 여)

실종일자 : 2015. 4. 18(토)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체특징 : 키 163cm, 체중 70kg, 통통

한 체격, 검정색 커트 퍼머 머리, 지적

장애 2급 착의불상

김임선

(당시 만 53세, 여)

실종일자 : 2005. 4. 15(금)

실종장소 :충남 연기군 동면 노송리

신체특징 : 키 156cm, 정신장애 2급, 말

이 없음, 둥근 얼굴형 착의불상

허영자

(당시 만 45세, 여)

실종일자 : 2003. 7. 5(토)

실종장소 :충북 청원군 낭성면

신체특징 : 지적장애1급, 키 150cm 고

무신, 얼룩 덜룩한 긴 남방, 밤색바지

박승재

(당시 만 21세, 남)

실종일자 : 2005. 7. 4(월)

실종장소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신체특징 : 키 168cm, 체중 68kg, 지적

장애 2급, 통통한 체격, 상고머리 흰색

티셔츠, 검정색 반바지, 갈색 샌들

이종훈

(당시 만 30세, 남)

실종일자 : 1996. 11. 4 (월)

실종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신체특징 : 지적장애, 오른쪽 팔에 깁

스, 키 170cm착의불상

김태유

(당시 만 4세, 남)

실종일자 : 2011. 7. 1(금)

실종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신체특징 : 키 100cm, 체중 17kg, 갸름

한 얼굴형, 검정색 스포츠머리 반팔 티

셔츠, 반면바지

정유리

(당시 만 11세, 여)

실종일자 : 1991. 8. 5(월)

실종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체특징 : 다리에 모기 물린 흉터, 눈썹

짙음, 다리에 털이 많음,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 연보라색 반바지, 검정색 슬리퍼

특별기고

릲기장군민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릳

제헌절, 국기를게양합시다

□ 룗국경일에 관한 법률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 룗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

일 중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룗국가장법룘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굛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

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굛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

우에는 달지 않는다.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하여야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

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2015년 7월 1일(수요일) 제 233 호

급성신부전이란 신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신장기능이 떨어지

면 정상적으로 오줌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져서 몸 안의 노폐물을 배출하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몸 안의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신진 대사에 문

제가 생깁니다.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질환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으로 공급되는 혈액량(수분)의 감소에서 비롯됩니다. 심한 탈수, 쇼크, 심

장기능이상(심부전)으로 혈류량이 줄어들면 신부전이 발생합니다. 둘째, 신장자체

의 문제가 있을 경우입니다. 신장에 사구체질환, 세뇨관질환, 신혈관질환 등의 병이

생긴 경우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소변

이 만들어지고 나서 배출되는 길(요로)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요로결석이나 종

양 등으로 인한 요로가 막히게 되면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요 증상은 소변량이 감소하는 핍뇨입니다. 그러나 소변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비핍뇨성 신부전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 구토, 경련, 부종, 고혈압, 울혈성 심

부전, 폐부종 등 심혈관계 증상, 산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신부전의 진단은 혈액과 소변 검사, 초음파 또는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진

단합니다. 때때로 원인 신질환의 감별이 어려울 경우 신장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도 있습니다.

급성신부전의 치료 시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와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부전이 오기 전에는 충분한 수분의

섭취가 필요 하지만 일단 급성신부전이 오게 되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 시

수분을 제한하기도 하고 전해질 균형, 산-염기 균형, 충분한 칼로리 공급, 합병증 예

방과 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증상이 위급할 때는 응급으로 복막투석과

혈액투석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급성 신부전의 식이요법으로는 요독증이나 고칼륨혈증이 없는 경우의 식이요법

원리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은 적정량(1일 60~70g) 섭취합니다.

나트륨은 부종이 없는 경우에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 소금 8g 정도의 경

한 나트륨 제한을 합니다. 부종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소금 4g이하로 줄여

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요독증이나 고칼륨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급성신부전시 요독증은 요소질소가 소변

으로 배설이 되지 않아 혈중 요소질소가 올라가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을 말합

니다. 주로 오심, 구역,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투석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칼륨혈증 역시 급성신부전에서 흔히 보이는데 증상은

가벼울 때는 근육경련이나 호흡곤란, 복통을 일으키지만 심한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

킵니다. 그러므로 소변량이 줄고 의식 혼탁이 보이거나 고열을 보이는 경우 과일쥬

스나 야채주스는 대단히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에 많은데

이런 경우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급성신부전은 대개의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므로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름철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성 장염을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에 염증이 있는 경우 혈관을 타고 전신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창상과 같은 염증은 깨끗이 씻은 다음 소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

다. 그리고 일사 혹은 열사병과 같은 더위로 인한 탈수증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 열허탈, 열사병 등과 여름철 식중독이나 장염이 있는

경우 심한 설사로 탈수증과 함께 급성신부전증이 간혹 동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땀이나 설사로 배설되는 양보다 많은 충분한 수분 섭취로 탈수증을 예

방하고 직사광선이나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지러움,

구토, 고열, 소변량의 변화가 관찰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아 심

각한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의학칼럼

급성신부전은

대개의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아

홍 수 희 병원장

(아름다운 강산병원)

유관기관 소식면에서 릫일일 엄마, 아빠된 경찰릮이라는 기장경찰서 소식을 접하

니 경찰이 평화와 사랑의 지팡이처럼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수정(기장읍 차성동로)

무심코 보아왔던 장안사 계곡바위의 릫금수동 각자릮가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문

화유산이라니 감개무량합니다. 김중근(일광면 칠암길)

릫기장사람들릮을 접하면서 지역의 모든 현황을 한눈에 쏙쏙 보는 것 같아 매월

초가 기다려집니다. 권경희(기장읍 차성서로)

릲반디야 놀자릳 해마다 열리는 생태체험학습,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

질 수 있어 기장군민으로서 뿌듯합니다. 박숙희(장안읍 길천1길)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장 나눔 프리마켓. 보는 즐거움과 알뜰하게 사는 즐거움

이 가득했던 프리마켓 행사가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방희선(장안읍 대룡2길)

기장사람들을 통해 한 달이라는 시간의 빠름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호엔 이색

적인 중독치료전문가란 직업에 대한 소개에 시선이 머물게 되더라구요. 전문가

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걸(정관면 정관5로)

학리마을에 있는 소나무의 상처를 보면서 일제의 만행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

었습니다. 이 소나무를 앞으로 계속 잘 보존했으면 합니다.

이태경(기장읍 기장대로)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릫꿈너울릮 돋보기를 소개해 주셔서 유익했습니다. 진

로와 관련하여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청

소년들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쁩니다.

김량희(정관면 방곡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나는왜진짜친구가없을까

와글와글 독후감

모니크에게

안녕 내 이름은 황

다경이야.

나는 너에게 할 말

이 있어서 편지를

써.

내가 너의 행동을

봤을 때 네가 너의

친구인 애비에게 너

무 무신경하고 그냥

이용하는 거 같이 보였어. 애비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도 무신경하고 애비 곁을 피하는 거 같아서

친구가 맞나? 할 정도였어.

그리고 집을 간다면서 집 반대쪽으로 가고 전화

도 일부로 받지 않았어. 애비가 괜찮은 척 하고 있

었지만 사실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을 거야.

그래도 애비는 다른 친구들이 너를 욕했을 때도

너의 편을 들어주었어.

이 얘기를 듣고 아무 느낌이 나지 않아? 뭐... 감

동 했다 던지... 아님 좀 더 친해지고 싶다던가...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애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해도 친구를 이용한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애비한테 잭에게 좋아하냐고 물어보라고 했

을 때 거절을 했지만 그때도 애비도 많은 생각이 들

었을 거야. 릫쟤가 나를 이용한 건가?릮, 아님 릫나는 왜

자꾸 친구에게 휘둘리지?릮라는 생각 말이야.

또, 크리스에게 릫찌질이릮나 릫게으름뱅이릮라고 말하

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기분이 많이 나빠지거든. 너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 너에게 부러운 점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서 차이지 않은 점이

야.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누군가를 사귀었

다는 걸로도 부러워.

그런데 남자 친구도 사생활이란 게 있지 않을까?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친구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를 더욱 좋아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그럼 난 이제 그만 글을 줄일게.

너에게 잔소리 같은 말을 해서 미안하고 그래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

네가 더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며. 다경이가

황다경(기장중 1년)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묵향님 모습

세상이 싫은 가요

멀리 천성산을 오르내리며

마음 닦고

성인의 길을 걷고 있는

님이시여

몸은 가랑잎이요

마음 둘 곳 없다는 님의

푸념

내 마음 아프다오

누구보다 청정한 삶을 살

아 왔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소

아침에 일어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한숨보다도

오늘이 있어 행복하다고

묵향

당신에 대한 연민의 정

가슴 깊이 간직한 첫사랑

에 대한 향기에 비할까

묵향님의 모습

가슴 깊이 간직 할 것이요

먼 훗날

당신이 그리우면

잔잔한 이 호수에서

메아리 되어

돌아오도록 부르리라

친구여
深苑 김동주(철마면 고촌리)

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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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해수욕장 인근 강송정 공원의 전경.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이 7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문을 연다.

기장군은 릫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

한 해수욕장릮을 목표로 행정봉사실, 화장

실, 샤워장,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 정비를

마치고 여름 손님들을 맞을 만반의 준비

를 끝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 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안전을 관리 할 행정봉사

실을 일광, 임랑 해수욕장에 1개소씩 운영

하고 필요시 경찰, 공무원, 교육청 합동단

속반도 설치하게 되었다.

기장군에서는 올해부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인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자 해수욕장 안전

관리요원을 20명을 별도 채용했다.

또한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 등에서도

해수욕장 범죄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바

다파출소와 119 시민수상구조대 등을 각

각 운영하여 해양레저사고 방지와 해수욕

객 응급구호에 힘쓸 계획이다.

■일광해수욕장

오영수의 소설 릫갯마을릮, 영화 릫우리형릮

의 배경이 되기도 한 일광해수욕장은 백

사장 주위에 노송이 무성하고 학의 무리

가 그 위를 고고하게 날았다고 전해질 만

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이천강과 이천포가 맞닿은 곳에서부터

학리 포구까지 이어지는 Ω형 바다는 한

눈에 들어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

기에 충분하다.

현재 윤선도의 시비가 남아있으며 백사

장 가운데 둔덕에 자리한 삼성대는 고려

말 정몽주, 이색, 이숭인 등 세 명의 성인

이 노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도 한다.

매년 여름이면 이곳에서 기장 갯마을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 릫제20회 기장갯마

을 축제릮가 8월초에 개최될 예정으로 성황

제, 길놀이, 고기잡이 체험,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임랑해수욕장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있는 임랑해수욕

장은 해변의 운치가 남다른 곳으로 유명

하다. 아름다운 송림(松林)과 달빛에 반

짝이는 은빛 파랑(波浪)의 두자를 따서

임랑이라 불리는 만큼 그 풍광이 빼어나

다.

이곳 해안에는 백설 같은 백사장, 즉 모

래사장이 1km이상 넓게 깔려 있다. 백사

장 주변에는 노송이 즐비하여 병풍처럼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옛사람들도 이곳

임랑천의 맑은 물에서 고기잡이하면서 놀

다가 밤이 되어 송림 위에 달이 떠오르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달구

경을 하면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전해져

온다.

10여 년 전부터 이곳은 낙후된 마을의

기반시설을 친환경으로 개선하고 테마가

있는 어촌마을로 변신해 매년 관광객이

느는 추세다.

특히 임랑해맞이마을 등 다양한 형태

의 민박집을 만날 수 있어 인근 젊은이들

에게 수련회 장소로 인기 만점이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 자연산 횟

집들이 즐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방문해

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맛의 멋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는 기장의 4대 고찰의 하나인 장

안사와 국가보물인 대웅전이 있어 자녀의

문화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교통편

○ 버스노선

부산역 1003(급)버스 → 대변입구에서

일광(임랑)해수욕장 행 188번 승차

부산역 1003(급)버스 → 기장성당 앞에

서 일광(임랑)해수욕장 행 180번 승차

부산역 1003(급)버스 → 기장2주공 하

차 후 일광해수욕장 행 182번

부산역 1001(급)버스→ 청강리 차고지

하차 후 일광해수욕장 행 182번 승차

○ 기차이용

- 일광해수욕장 : 청량리역(무궁화호, 7

시간정도) → 기장역 하차 → 3번 마을버

스이용/서울역(KTX, 2시간 50분정도)

→ 부산역 하차 → 1003(급) 버스 → 기장

성당 앞에서 180번 승차 또는 기장2주공

하차 후 182번 하차

- 임랑 해수욕장 : 청량리역(무궁화호,

7시간정도) → 월내역 하차/서울역(KTX,

2시간 50분정도) → 부산역 하차(1003번

버스) → 기장성당 앞에서 임랑해수욕장

행 180번 승차 또는 대변입구에서 임랑해

수욕장 행 188번 승차

○ 고속버스 이용

- 일광해수욕장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착 → 37번 버

스 → 좌천삼거리 하차 후 182번 이용 →

일광해수욕장 입구 도착

- 임랑해수욕장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착 → 37번 버

스 → 임랑해수욕장 삼거리 도착

○ 자가용 이용

- 일광해수욕장 : 서울출발 경부고속도

로에서 구서IC 통과 후 도시고속도로 해

운대, 벡스코 방면으로 진입 후 석대사거

리에서 기장, 반송방면으로 좌회전, 반송

로를 지나 기장체육관 앞에서 기장대로

진입 후 일광교차로에서 서생, 일광 방면

으로 진행 500미터 일광해수욕장 입구에

서 우회전

- 임랑해수욕장 : 서울출발 경부고속도

로에서 노포IC 통과 후 노포, 범어사 방면

으로 우측 고속도로 출구, 양산, 종합버스

터미널 진입전 좌회전 후 양산 철마, 정관

로를 따라 이동, 좌천 동남권원자력의학

원 또는 터미널에서 정관 방면으로 우회

전 후 정관로 이용, 좌천사거리에서 직진

후 좌천삼거리에서 울산, 임랑 방면 좌회

전, 장안 동부산농협 앞에서 좌회전, 임랑

삼거리 도착

http://bus.busan.go.kr → 버스노선 안내

http://tour.gijang.go.kr → 관광지 등 교통편 안내

■먹거리

○ 문오성횟촌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5개의 마

을이 횟촌을 형성한 문오성횟촌은 전형적

인 갯마을로 싱싱한 횟감과 탁 트인 경치

가 일품이다. 특히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

과 고소한 맛을 한껏 머금은 붕장어 회가

유명하다. 14번 국도에서 장안읍, 문동리

를 지나 도착

○ 월내, 길천 횟촌

월내, 길천 횟촌은 월내포, 화사을포라

하여 기장 9포의 하나였다. 푸른 바다에서

잡은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비교적 저렴

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전국의 식도락가

들을 불러들인다. 임랑해수욕장 동쪽 방

면으로 직진 월내 도착

푸른바다로풍덩~ 기장바다로놀러오세요
일광굛임랑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여름이 한창 무르익는 7월, 여름의 설렘과 함께 찾아온 무더위에 벌써부터

살짝 겁도 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무더위를 피해 그늘로 숨기보다는 태

양 아래 정면으로 맞서 여름을 한껏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가족단위의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는 일광해수욕장 전경.

개인 텐트 설치가 가능한 임랑해수욕장 전경.

다함께 해요 안전한 기장만들기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문화운동추진기장군협의회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굩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무모한 행동 금지굩
● 장시간 수영은 금물굩 호수나 강에서 혼자 하는 수영 금지굩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는 금물굩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안 됨
●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기장군 재난안전대책본부(70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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