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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9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군의 대표적 축제인 제6회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가 9월 4일

(금)부터 6일(일)까지 일광면 이

동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장미역굛다시마는 항산화와 면

역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산후 회복

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독굛항암

굛강압굛변비굛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효능이 있는 우수한 식품이다.

기장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

역굛다시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

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서의 발돋움

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장 미

역다시마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릫건강한 바다의 오감만족

기장미역다시마릮라는 슬로건 아래

9월 4일 풍어제를 시작으로 3일 동

안 진행되며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

들이 함께 즐길만한 프로그램이 많

다. 이동항에서 대나무 전통낚시체

험, 낚시배체험, 미역다시마 양식어

구 체험, 전통비행기 만들기, 미역

국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체험 참

여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축제 개막일인 2일차와 마지막날

인 3일차에는 깜짝 수산물 경매와

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아가는 미역

다시마 골든벨, 어쿠스틱밴드와 퓨

전국악 등이 어울어지는 퓨전콘서

트와 미역다시마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며 인기가수 김연자, 한혜진,

함중아, 박구윤이 출연하여 축제에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문의 :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 721-4811

해양수산과 709-4611∼3
정관면 좌광천 주변은 릫좌광천 30리길릮조성공사가 한창이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기장군에는 명

품 릫좌광천 30리길릮이 있다.

기장군은 정관면 병산저수지에서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까지 생태하천으로 연결하는

릫좌광천 30리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릮에 대하여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쏟고 있다. 좌광천 강변을 따라 조

성될 30리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곳곳에

화장실과 쉼터, 데크로드 등을 설치해 군민

들의 소중한 여가공간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좌광천 30리길 사업은 당초 2007년부터

좌광천 하류인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 시작

해 매년 10억에서 20억씩 국시비를 연차적

으로 확보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작년 8.25

호우피해 발생으로 기장군수와 관계공무원

이 직접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했다. 또 관

계공무원 4명은 열흘동안 서울에 머무르면

서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한 결과 좌광

천 수해복구사업비 577억원을 확보하는 획

기적인 성과를 냈고 올해 3월부터 하천폭 확

장, 고수부지 조성 등 수해복구 공사에 들어

갔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로 조성된 고수

부지 위에 별도 군비 38억원을 투입하여 산

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예

산절감효과는 물론 사업기간을 무려 50년

이상 단축하는 쾌거를 이뤘고 자연재해 예

방은 물론 건강길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았다.

아울러 기장군에서는 2016년부터 1.5km

에 달하는 병산저수지 수변 둘레길도 추진

계획 중이다. 명품 정관신도시 좌광천에 30

리길이 완공되면 부산의 자랑 갈맷길과 연

결돼 기장군민, 임랑해수욕장과 부산프리미

엄 아웃렛 등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건

강명소 및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개최되는 릫정관생태하천 학

습문화축제릮시 군민가족걷기대회, 마라톤대

회 코스 등 향후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

이 길이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름다

운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좌광천변 3.8km에

걸쳐 조성된 약초밭 릫효자길릮 때문이다. 엉겅

퀴, 익모초, 창포, 맥문동, 도라지, 초롱꽃,

은방울꽃 등 64종의 약초와 야생화가 식재

돼 있어서 향긋한 내음과 함께 어린이들의

좋은 자연학습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장군에서는 좌광천 30리길 주변

친환경시설 인프라구축과 향후 관리 및 활

용방안, 야간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유익한 방향의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덕전보행교 및

구연교 아래 4개소에 주민의견란을 2014년

10월부터 설치굛운영하여 주민의견 총1,970

건을 접수하고 공사시행 방안, 방범 CCTV

와 가로등 설치, 유모차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횡단교량 설치, 기타 친수공간 설치 등

928건의 유익한 의견을 적극 반영 중이다.

기장군수는 릲길 주변의 경관과 수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물고기와 새소리가 살아

숨 쉬는 도심 속 생태학습 체험장으로서, 야

생화를 감상하며 심신을 달래는 건강명소로

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조성

중이니 완공 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 주시

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은 주민의견을

반영한 릫좌광천 30리길릮을 관광과 건강의 명

소로 만들어 생태학습과 걷기대회, 마라톤

대회 등 주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

간으로서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저수지와 하천, 바다를 아우를 수 있는 릫좌

광천 30리길릮은 주민들의 소중한 쉼터이자

정관면과 장안읍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릲기장하면미역굛다시마아인교릳
기장 미역굛다시마 축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일광 이동항에서 개최

야구테마파크 조감도.

사회인, 유소년 등 야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사

업궤도에 올랐다.

기장군은 2014년 3월 KBOㆍ부산시와

릫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실시협약릮을 체결하

고 같은해 11월 현대자동차(주)와 가칭 릫꿈

의 구장 건립릮 실시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

해 7월 각종 제 영향평가를 완료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야구테마파크는 총 사업비 340억원(시비

115억, 군비 140억, 현대차 85억)이 투입돼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일원 19만6,515㎡ 규

모의 부지에 정규 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 구장 각 1면,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야구체험관, 실내야구 연습장 등이 조

성된다.

기장군과 현대자동차(주)의 특색을 살려

밝은 미래와 꿈을 구현하고 빛과 물이 어우

러지는 찬란함을 표현하는 브릴리언트 컷을

적용, 기존 부채꼴 야구장을 탈피해 차별화

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다.

야구장은 기장군이 올해 10월 말까지 부

지조성을 완료하면 현대자동차가 2016년 6

월까지 야구장 4면을 건립해 기장군에 기부

채납 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 2017년까지

릫한국야구 명예의 전당릮을 건립하게 된다.

앞으로 기장군은 수도권 야구인구 유입,

리틀굛유소년 야구대회 유치, 프로굛실업굛사

회인, 중굛고교 야구팀 및 지역적으로 인접

한 일본야구팀 전지훈련지 등 릫한국야구의

메카릮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5억원

정도의 흑자운영은 물론, 385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전 타당성

및 운영수지분석 결과로 밝혀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장군에서는 지난해 8월 제7회 세

계여자야구월드컵대회를 전국 지방자치단

체 최초로 유치하였고, 대회는 야구테마파

크에서 2016년 9월 개최 예정이다.

기장군수는 릲세계여자야구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

고 있으며 야구테마파크 조성으로 국내 및

일본, 동남아 야구인구 유입과 다양한 스포

츠관광 마케팅을 통해 우리 기장군이 명실

상부한 릫한국야구의 메카릮로 우뚝 설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밝혔다. 세계적 수

준의 야구테마파크의 면모를 갖춘 야구도시

기장의 미래가 더욱 기다려진다.

세계적수준의야구메카로급부상

야구테마파크 착공… 내년 6월 완공 목표

기장군은 경북대 인문학술원과

함께 추진한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

단 주관 릫2015년 인문도시 지원사

업릮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

년 동안 진행되는 인문도시 지원사

업은 바다를 끼고 있는 기장군의 특

색을 살려 해양인문도시 조성을 목

표로 릫인문학, 바다를 품다릮라는 주

제에 맞게 지역의 우수한 인문자산

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

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크게 인문강좌, 인문체

험, 인문축제 세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인문강좌는 일반 군민을 대

상으로 하는 릫기장인문대학릮, 청소

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릫희망

인문학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

한 사람들이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

도록 대상자별 맞춤형 강좌로 진행

된다. 인문체험은 릫타박타박 인문

학릮, 릫인문학 골든벨릮, 릫박물관은 살

아있다릮, 릫브런치/새참 인문학릮 등

인문학 자산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인문학에 대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한 10월 마지막 주 인문학 축제

의 장인 릫인문주간릮에는 릫인문학, 미

래를 향한 디딤돌릮라는 주제로 기장

군 일대에서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

는 풍성한 행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군민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릫2015년 인문도시지원사업릮공모선정
기장군-경북대 인문학술원 3년간 3억원 지원 받아

제주에는올레길, 기장에는 릫좌광천 30리길릮
생태학습장 및 관광 건강명소로 거듭나

·신청기간 : 2015. 8. 31 ~ 9. 18 (19일간)

·신청장소 : 각 읍굛면사무소 및 문화관광과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군 홈페이지, 읍굛면사무소 비치) 직접 방문 제출

·문 의 : 문화관광과(709-4062)

·예심일시 : 2015. 9.24(목) 13:00 ~ 18:00 기장체육관 주경기장

·녹화일시 : 2015.10.11(일) 13:00 ~ 15:30 정관면 중앙공원 내 특설무대

릲복군 20주년기념제13회 차성문화제릳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참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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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

터)가 취업여성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에 힘을 쏟고 있다.

8월 22일 새일센터는 취업여성 및 취

업여성 자녀들 25명을 대상으로 한 릫내

아이를 위한 진로코칭릮캠프<사진>를 열

었다.

이 행사는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

로 부족한 일하는 엄마와 자녀를 대상으

로 관계 향상을 도모하고 자녀의 진로,

직업, 인생방향등을 엄마와 함께 고민해

보고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자아 성찰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직업을 찾는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 특히 진로 검사지를 통해 자

신의 성격, 적성, 장점과 단점, 흥미, 가

치를 스스로 알아보고 체계적 검사지에

나타난 결과를 통합해서 비교분석 후 자

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을 관

리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자기발견을

통한 맞춤형 진로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참여한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습유형과 학습흥미 이해를 통한 동기

부여 함양기술과 진로에 따른 학습 코칭

전략을 지도해 줬다.

이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최희원 씨는

릲평소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퇴근 후에

는 바쁜 가사일로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함께하며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게 되고 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다, 앞으로도 아들과 잘

소통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릳고 말했다.

팀별 활동 및 발표를 통해 진로탐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체험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이 캠프의

특징이다.

릫내 아이를 위한 진로코칭릮 캠프는 입

소문을 타고 9월 과정도 인기리에 접수

마감되었고, 9월 5일과 19일 정관도서관

에서 열린다.

새일센터는 릫엄마와 함께하는 진로코

칭릮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취업유지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709-5354~9)

릲진학보다진로에성공해야평생행복릳

기장여성새일센터, 청소년 진로선택 도와
정관도서관지역문화중심지로발돋움

모든 시설 연중 무휴 운영…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여름보다뜨거웠던기장의축제한마당

정관도서관 자료실 전경.

지난 4일 개관한 정관도서관(기장군 정

관면 정관 중앙길 100)이 개관 보름만에

방문객수 10만8천여명, 회원수 3,970여명

(8.18기준)에 이르며 지역문화 중심지 역

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기장군은 연이은 폭염 속에서도 도서관

을 찾아 줄을 잇는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개관당시 계획했던 도서관 운영계

획을 일부 변경해 지역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설 계획이다.

가족단위의 방문객들과 평소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지하1층 소두방 어린

이극장에서 연중무휴 릫무료 어린이영화릮를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5시 총 3

회 상영한다. 이로써 아이들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는 오붓

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휴가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보기 좋은

영화를 엄선하여 상영하며 별도의 예약절

차 없이 상영 30분 전, 선착순으로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상영예정인 영화정보는

정관도서관 홈페이지(http://jglib.gijang.

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

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

이다. 영미문학, 인도철학, 예술창작 등 인

문학강좌, 자연비누＆화장품만들기, 캘리

그라피, 연필정밀 등 취미강좌, 한자학습

지도사, 아동상담사 등 자격증 강좌를 비

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어 배

우고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의 장으로 부

족함이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도서관은 단순히 독서

만 하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

화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으로 정관도서관

을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중심지로 자

리매김 시키겠다릳라고 말했다.

한편, 정관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365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 내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종합자료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은 오전 9시

부터 22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종합자료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은 시

설점검, 방역, 책소독 등을 위하여 매월 둘

째주 월요일 휴실을 실시한다.

정관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기장군에서 부산시 최초로 도서관과를 신

설굛관리하고 있으며 7만1천 여권의 장서

를 보유하고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전체 건

물에 무선 WIFI시스템과 자가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한 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문의 : 도서관과(709-3901~3905)

참여자, 관광객 모두에게 소중한 여름날의 추억 선물

기장 임랑 해변 대학가요제. 기장 임랑 전국어린이동요대회.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일광과 임

랑 해수욕장에서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알찬 축제가

열렸다.

7월 30일 영화 갯마을의 무대가 되었던

일광 바닷가에서는 릫제19회 기장갯마을축

제릮가 성황리에 열렸다. 당시 릫갯마을릮 영

화의 무대가 되었던 일광 바닷가 마을은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으로 남편이 사

망한 여인네들이 많았고 이들은 또 남편

을 빼앗아간 바닷속을 매일 드나들며 삶

의 애환을 풀어내던 해녀들이었다.

갯마을축제는 영화에 등장했던 기장 해

녀들을 테마로 알차고 풍성한 행사들을

많이 개최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축제 주요행사로는 성황제, 해녀길놀이

퍼레이드, 갯마을해녀페스티벌, 갯마을열

린음학회, 낭만가요제 등이며 후리그물,

나도 해녀다, 해녀물질대회 등 다양한 볼

거리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30일에

개최된 릫갯마을해녀페스티벌릮은 기장 해

녀들이 장르를 불문하고 벌이는 순수아마

추어 경연대회로서, 상금 100만원인 대상

의 영예는 릫기장나잠어업협동조합릮이 차

지했다.

8월 1일과 2일에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기성가수 뒤지지 않는 노래 실력을 뽐내

는 릫낭만가요제릮가 열렸다.

또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임랑 해수

욕장에서는 2015 기장 임랑 썸머뮤직 페

스티벌릮이 개최됐다.

22일 릫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릮

는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심을

통과한 팀들의 독창 및 합창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독창 부문에서는 정원초 5학년

김경민 학생이 대상, 정관초 배수빈 학생

이 장려상을, 합창 부문에서는 릫정관소년

소녀합창단릮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 비보이, 성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도 준비돼 여름방학 중 학부모와 청소년

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

다.

23일 열린 릫기장 임랑 청소년밴드 페스

티벌릮에는 예심을 통과한 전국 중굛고등학

교 청소년 밴드들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

쳐진 가운데 기장고 릫파랑릮팀이 동상을 수

상했으며, 릫기장 임랑 해변 대학가요제릮는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의 수준 높은 음악

경연장이 펼쳐졌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는 산이, 뷰렛. 정훈희, 함중아 등 유명가

수들의 축하공연도 함께해 세대를 아우르

는 뜨거운 여름밤의 축제가 됐다.

갯마을 축제의 해녀페스티벌 한 장면.

보건소소식

구분 강의내용

1주(9/3) 보드게임(내 마음을 맞춰봐)

2주(9/10) 신혼의 성 및 준비된 임신

3주(9/17) 부부간의 건강한 대화법

4주(9/24) 신혼기의 재무관리 및 우리가족 보물지도 만들기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는 기장군민의 소중한 보건통계 자료로 만들어 지며, 기장군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 수립, 시행,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궁

극적으로는 기장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게 될 것입니다.

○ 근 거 : 지역보건법 제2굛3굛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 대 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기장군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 내 용 :건강행태, 이환, 의료이용, 삶의 질, 보건기관 이

용 등

○ 조사기간 : 2015. 8. 31 ~ 2015. 11. 8

○ 방 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설문조

사 실시

※ 표본 가구로 선정 될 시, 사전 우편 통보함

○ 참고 사항 : 조사원의 조사원증, 조사원 유니폼 확인, 설문조

사 후 답례품 증정

건강증진계(709-4822)

○ 일 시 : 2015. 9. 11(금) 15:00 ~ 16:00

○ 장 소 : 정관보건지소 보건교육장

○ 대 상 : 관내 지역주민

○ 내 용 : 당뇨질환 강의(동남권의학원 김의영 내과장) 및

건강생활기초서비스 제공

○ 접 수 : 전화신청 및 문의 (709-4853, 4822)

건강증진계(709-4822)

기장군보건소에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및 신혼부부에게 건강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신혼부부

건강교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교육일시 : 2015. 9월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9:00

○ 교육장소 : 기장군보건소 보건교육장

○ 교육대상 : 관내 거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15쌍

○ 교육내용

○ 신 청 : 전화신청 (709-4860, 4867)

가족건강계(709-4865)

○ 결핵이란?

- 결핵은 활동성 결핵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

기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

으로써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오직 호흡기를 통해서만 감염

됩니다.

-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

지 않고, 면역력이 저하되면 잠복 중이던 결핵균이 활동하

게 되어 결핵으로 발병하게 되며 그 중 85％가 폐결핵으로

이어집니다.

- 객담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

라 결핵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결핵의사환자로써 결핵치료

를 받아야합니다.

○ 결핵의 증상은?

- 2 ~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체중감소, 피로, 식욕부

진, 미열과 오한, 무력감 또는 피곤함

○ 결핵의 감염경로는?

- 결핵환자가 사용하던 수건, 식기류 등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핵환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여도 무방

합니다. 또한, 환자와 음식을 함께 먹거나, 악수를 하는 행

위 등을 통해서는 결핵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 결핵은 일반적인 전염병과 달리 개인의 위생상태와 상관없

이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결핵예방 수칙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

- 2주 이상 기침 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 2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

이 있을 경우 결핵 검진은 필수

예방의약계(709-4832)

기장군교육발전협의회발족
릲교육기관간 소통 및 현장의견수렴 반영릳

기장군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협의할

협의회가 20일 발족했다.

기장군굛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 군

의원, 교육센터 및 어린이집 대표, 초굛중

굛고 교장, 학부모 등 30명이 위원으로 참

여하는 릫기장군교육발전협의회릮(이하 협

의회)가 이날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발

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기장군 보육 및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학교교육 및 교육경

비지원을위한정책연구및협력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굛유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민굛관굛학 협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기

능을 한다.

이 협의회 발족은 릫보육과 교육1번지

기장릮을 만들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학부

모등현장의의견을반영하여수요자중

심의 교육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

뤄졌다.

협의회 구자현 부위원장은 릲보육과 교

육1번지 기장의 군정방향에 맞게 어린이

집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 수

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간

소통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

다릳고 밝혔다.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기

장군의 보육 및 교육 환경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릫기장군 교육발전협의회릮의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굛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오염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대기 및 수
질환경개선굛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
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납부의무자는?
-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공장, 주택 등 제외) 및 경

유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15. 1. 1 ~ 6. 30
- 후납제이므로 해당기간 중 폐차굛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

해서는 운행기간만큼 일할계산 되므로 현재 차량을 소
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고지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
간을 확인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5. 09. 16 ~ 2015. 09. 30
※ 납기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납부장소
- 전국은행 및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등ARS납부(유료)

☎1544-1414 (2번 과태료등 세외수입 납부)

□ 간단e납부 서비스 안내
1.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현금(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납부가능
2.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국내 모

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로 납부시 기기이

용료 900원 부과
(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환경위생과(7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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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보육과 교육1번지 기장릮이라는

군정목표를 실현할 릫기장군 육아종

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

터)릮가 9월 15일 임시개관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보

육정보 제공을 위해 부지면적 4

천㎡, 연면적 949.09㎡,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정관면 정관중앙

로 110 소두방공원 내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56억3천만원을 투입해

건립, 부산 동명대학교가 위탁 운영

한다.

주요시설로 ▷1층에는 맘카페,

신체놀이체험실(팡팡키드키드랜

드) ▷2층에는 장난감도서관(와글

와글 토이스토리), 인지놀이체험실

(상상키드키드랜드), 다목적실, 프

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옥

상에는 하늘공원이 있다.

기장군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

집,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는 누

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www.gijangchild.go.kr)

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정보 확인과 시설 이용 예약이 가

능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객은 개

인 연회비 1만원, 어린이집(단체)

연회비 4만원이면 놀이체험실과 장

난감도서관을 1년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적은 이용료로 많은 혜

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난감도서관 릫와글와글 토이스

토리릮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최

신 장난감 500여종 1880여개를 구

비하고 있어 영유아가 다양한 장난

감을 대여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놀이체험실 릫키드키드랜드릮는 영

유아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테마별 놀이공간으로 꾸며졌

다. 1층 신체놀이 체험실인 릫팡팡키

드키드랜드릮는 최신 멀티시스템을

도입한 LED발자국센서, 첨단 강화

섬유 로프로 짜여진 아름다운 그물

놀이시설 에어포켓, 어린이쉼터, 영

아존, 암벽등반, 미니캠핑놀이장,

편백놀이, 트램플린, 뱃놀이존으로

건강한 신체발달과 자신감을 증진

시키는 신체놀이공간을 갖추고 있

다. 2층 인지놀이 체험실인 릫상상키

드키드랜드릮는 움직이는 회전목마,

무대놀이존, 의상실, 마트놀이존,

음악놀이존, 터치 명화스크린, 레고

존, 모래그림그리기, 기장마을이야

기(자석놀이) 등으로 오감각활동

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적 문화

굛예술공간을 갖추고 있다.

하늘공원은 자연체험, 과학체험,

음악체험, 발전기를 활용한 꼬마기

차와 태양열 조리기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졌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교직원과 부

모굛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릫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릮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힐러리클린턴이 연설에서 언급하였

던 이 속담은 육아가 어려운 부모,

즐겁게 놀이할 권리가 있는 영유아

를 위해 같은 마을의 이웃, 기관, 나

아가 시군구가 정책적 차원에서 도

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육아카페, 어린이집

등 육아와 관련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영유아 가족이 교육, 문

화 등의 모든 육아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장군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과 더불어

릫보육과 교육1번지 기장릮이라는 군

정방향을 확실히 자리매김해 전국

제일의 보육도시를 꿈꾸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아이

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부모 또

한 육아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의 메카로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조력

을 할 방침이다.

※ 유의사항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분증 지

참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 회원증 발급

·장난감 대여를 위한 회원가입 혼

선이 예상되어 체험실은 22일부

터 이용 가능합니다.

·하늘공원은 시설 보강공사 완료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인재양성과(991-0777)

승격 축하 열린 음악회 개최

릲신도시라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곳이 왜 면입니까? 읍으로 승격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릳

정관신도시 주민이 기장군에 민

원을 제기한 내용이다. 2010년부

터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9

월 23일 정관면이 읍으로 승격된

다. 읍(邑) 승격을 요구하는 민원

이 제기된 것은 정관신도시가 모습

을 갖추기 시작한 2010년부터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농어촌 면 단

위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사업

비를 지원하는 등 읍 승격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기장군이

주민과 협의해 이를 유보했다.

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행정 수요가 폭증했다.

또 교육부의 면 단위 학교 지원

사업도 중단되고 기장군의 교육재

정도 늘어나는 등 5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기장군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

관면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81.6％가

릫읍 승격릮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정관면을 읍으로 승격하

는 방안을 올해 1월초부터 본격 추

진했다.

기장군은 올해 4월말 군의회에

서 정관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말 부산시를 경유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8

월 10일 승인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으로 승격

하는 법적요건인 인구 2만 이상,

시가지 구성인구 및 도시적 산업종

사가구 40％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읍승격에 따라 4급 읍장 부임이

가능해졌고, 과 신설 등 행정기구

확대를 검토중이다.

한편 9월 23일 저녁 7시 정관 중

앙공원에서는 정관읍 승격을 기념

하고 주민화합을 위한 열린음악회

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오케

스트라, 성악, 인기가수, 대합창 등

축하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될 예정

이고 자매도시인 무주군 주민들을

초청해 영호남간 화합의 장을 마련

할 계획이다. 기장군수는 릲7만 정

관읍민들의 새 희망의 시대를 맞이

했다릳며 릲읍 승격을 계기로 릫살고

싶은 꿈의 신도시릮, 릫친환경 명품

신도시릮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

릲고 말했다.

정관면 9월 23일 읍(邑) 승격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경.

제33회 기장군-무주군간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사진>이 8월 4일부

터 5일까지 1박 2일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양 지역에서 선발된

저소득세대 초등학교 4∼6학년 학

생 8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8월 4일에는 바나나보트

와 래프팅, 에어서핑, 모터보트 등

해양스포츠를 체험하고 공동체 활

동과 화합의 시간에는 팀워크 활동

과 인간매듭풀기, 좁아지는 땅 게

임, 장기자랑 등을 통해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8월 5일에는 아쿠아림

픽과 숲 체험을 하고 수련활동 모

습을 영상에 담아 친구들과 소중

한 추억을 되새겼다.

지난 1999년 시작된 기장군-무

주군간 청소년 수련활동은 방학기

간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를 제공해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받

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기장군-무주

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은 산과

바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서 자

란 청소년들이 만나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고 있다릳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기장군과 무주군의 인연은 청

소년 교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교

환근무, 작년 8굛25 수해복구 시 무

주군의 인력 지원, 기장군의 무주

군 농산물 판매 등 행정과 문화관

광, 농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

속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기장군굛무주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개최

육아를행복하게…질높은보육환경조성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 9월 15일 임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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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기장사람들릮창간스무돌에즈음하여

김일철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대변리 거주

대변항 근처에 우거를 마련하고 어느새

여섯 번째 가을을 맞는다. 돌아보니 부산

시민이 된지도 어언 17년의 세월이다. 대

학에서의 전공(신문방송학) 때문인지 아

니면 이곳에 들어와 펼치는 봉사 활동(무

양서원)이나 재능기부(기장 사람 도서관)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독 기장사람들을 탐

독하는 편이다.

아침이면 출근하자마자 인터넷으로 메

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에 폐북이며 카

스, 밴드 등 온갖 네트워크를 연결하지만

기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이만한 매체가 없다. 마치 좁은 마을을 한

나절 돌고난 기분이다. 이따금씩 기고를

해도 신문이 나오고 나면 인사받기가 바

쁘다. 서울에 살면서 텔레비전에 나온 것

과는 사뭇 다르다. 왜 그럴까?

기장이 부산에서 행복지수 1위라는 연

구 결과가 발표된 이래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릫기장은 왜 행복할까?릮라는 주제를

가지고 골몰해왔다. 그 결과 찾은 해답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릫높은 관계지수릮와 릫낮

은 비교지수릮다. 그 중심에 시장사람들이

있다. 정관이나 일광 신도시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달라지겠지만 아직은 아파트

가 중심 주거 형태가 아닌 만큼 평수에 의

한 비교 지수와 그로인한 자기 행복의 상

대적 박탈감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또 상당수 고향을 지키면서 친인척을

지근거리에 두고 더불어 사는 주민이 많

은 만큼 이익사회가 아닌 공동사회로서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맺어주고 확인해 주는 여러 가지 수단이

나 기능가운데 기장사람들의 역할이 자리

한다. 신문을 펼쳐보면 그야말로 지역 이

야기 투성이다. KBS에서도 부산일보에서

도 다루지 않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거

기에 담뿍 담겨 있고 이것이 결속을 다지

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지역신문이 갖는 이러한 역할

은 더욱더 크고 중요해 질 것이다. 미래학

자 존 네이스비츠는 매가트랜드라는 책에

서 미래가 고도의 기술사회인 하이테크를

지향할수록 더욱더 인간중심의 하이터치

(High Touch)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커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우리는 스스

로도 믿기 어려운 미증유의 초 기술정보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비근한 예로 미래

창조과학부가 앞장 서 펼치는 3D프린팅에

관한 교육이나 산업화는 향후 20년 내에

과거 20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

에게 제시한다. 너무 낙관적이라거나 지

나치게 허풍을 떤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

재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돌아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지금 내

가 이 글을 쓰고 있는 100만 원대 노트북

의 성능 정도라면 20년 전에는 수천만 원

을 주고도 갖출 수 없던 성능들이다.

문제는 이렇게 고도의 기계화 혹은 정

보화가 될수록 그 중심에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인

문학 바람이 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

장에 살면서 가장 기꺼운 일 가운데 하나

는 한문한시를 통한 고전을 배우는 일이

다. 왠지 서양학, 미래학, 디지털 쪽으로

경도된 시각이 동양학, 고전학, 아날로그

와 만나서 균형이 잡혀져가는 기분이다.

헌데 이런 느낌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문수학하는 지역 분들과 대화를 하다보

면 하나같이 동의한다. 인문학 강좌다, 인

문학 특강이다 해서 온갖 유행의 바람이

불지만 인문학이 추구하는 인문정신은 그

렇게 해서 찾아지거나 구현되는 게 아니

다. 오로지 옛 성현의 가르침처럼 배우고

배운 대로 스스로 익힐 때라야만 비로소

인문 정신은 부활하는 것이다. 필립 코틀

러나 다나 조하르와 같은 내로라하는 미

래학자들이 온전한 인간의 존엄성 곧 인

문 정신의 회복을 예견한다. 전국을 뒤덮

는 인문학 열풍도 이에 대한 반증일 뿐이

다. 자칫 일과적 유행으로 식을까 저어된

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곳 기장은 그것이

실천되고 구현되는 불씨가 남아 있다. 그

불씨를 지난 20년 동안 꺼트리지 않고 지

켜온 그릇 가운데 하나가 기장사람들이

다. 그만큼 앞으로의 책임과 역할 또한 크

다. 바라건 데 이제까지는 기장의 중심 매

체로서 기능했다면 앞으로는 기장 내에

부는 새로운 바람을 증폭하고 바깥세상과

의 교류를 확대하며 가능하다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나라 유사한 지역 주민들과

교류의 장을 여는 명실 공히 글로벌 매체

를 지향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과 환경

을 견뎌내고 기장사람들을 이만큼 일궈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릲군보의위력을실감했지요릳

방송사, 언론사 등 취재 요청 쇄도해

릫블루베리릮는 흔히 아는 열매가 되었고

릫블랙베리릮는 아는 이가 없던 5년 전,

2010년의 일화다.

일광면 금성농원 박상명, 신응녀 씨

부부<사진>는 귀농한지 10년째 접어들

고 있었다. 박 씨는 귀농 후 키울 고소득

작물을 알아보던 중 블루베리보다도 항

암효과가 높고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블

랙베리를 알게 됐다.

블랙베리 묘목을 가져다 몇 년 간 키

우자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그쯤 필자

와 박 씨는 어느 다도교실 수업에서 우

연히 만났다.

릫블랙베리릮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

고, 블랙베리를 기장군 농민에게 전파하

고 싶다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았다. 필자

는 릫귀농부부릮를 주제로 하면서 블랙베리

도 함께 기사화했다.

2010년 3월 군보 제175호에 블랙베리

가 소개됐다. 블랙베리가 군보에 소개되

고 난 다음 방송과 언론사의 취재 요청

으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박 씨는

그날을 회상했다.

릲KBS, MBC, SBS, MBN 등 방송국과

신문사 등에서 작가와 기자라며 취재요

청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알

고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모두들 기장군

보를 보고 연락을 한다더군요. 그때서야

군보의 힘을 실감했죠, 군보에서 취재할

때만 해도 사실 큰 기대는 안했지요릳라

며 박 씨는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해 준 것

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했다.

금성농원의 블랙베리가 방송을 통해 전

국으로 알려지면서 블랙베리 즙 주문 전

화도 쇄도했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것

이다. 하지만 수확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처럼 군보에 소개되어 대박이 난 주

민이 더러 있다. 그 이유는 릫기장사람들릮

이 발행되면 관내는 물론이고 전국의 관

공서와 언론사 등에 배부가 되고 있기

때문. 방송국 작가나 언론사 기자들이

기장의 소식은 릫기장사람들릮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블랙베리의

열기는 식어갔다.

릲블랙베리 즙은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

으로 하루 두 번 정도 꾸준히 마셔야 되

는데, 일반 음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

아요. 블랙베리가 음료로만 마시기에는

청량감이 떨어지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찾는 사람이 줄었어요릳

블랙베리의 효능을 널리 알리고 농민

에게 고소득 작물을 보급하겠다던 박 씨

의 꿈도 판로의 어려움과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적극활용하길

시민기자가핵심현안취재에서군보제작참여까지

조정호

연합뉴스 기자

<SNS>

4년 전 릫기장군 복군기념비 제막릮이라

는 짧은 기사를 쓰면서 기장군의 역사를

알게 됐다.

릫기장릮이라는 지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등 2천년

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곳이라는 것이다.

인구와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김해, 울

주, 동래, 양산군으로 편입되면서 기장군

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고 했다. 1995년 복군(復郡)으로 기장군

명칭을 회복했고 2011년 이를 대외에 알

리는 기념비가 기장군청 앞에 세워졌다.

지난 7월 릫기장군 인구 15만명 시대 진

입릮을 알리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장군

이 2천년 역사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

다는 것을 느꼈다.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

가 개통되고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면

서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곳

이 기장군이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원자력 비발전분

야 대형 국책시설, 첨단산업시설, 대형유

통시설까지 들어서는 등 그야말로 상전

벽해가 됐다.

기장군은 릫고리1호기릮 폐로를 계기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 중심지로 조성하

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기장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릫기장사람

들릮은 이 같은 기장군의 변화를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해왔다. 기장군 지역소

식을 전달하는 주체는 기장군이지만 지

면의 상당부분을 지역주민과 의회, 기장

에 기반을 둔 직장인들에게 할애했다.

가끔은 기장군 출입기자들도 미처 파

악하지 못한 기장군의 변화를 릫기장사람

들릮이 먼저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릫기

장사람들릮에서 기사의 힌트를 얻어 보도

하고 이 기사를 본 다른 기자가 다시 보

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금도 릫기장사람

들릮이 발행하는 매달 초가 되면 어떤 소

식들이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기

장출입기자들의 중요한 일과가 됐다.

릫기장사람들릮을 만드는 황현일 편집장

은 기장의 구석구석을 카메라로 담아 소

식을 전했다.

황 편집장을 비롯해 군보 편집실 사람

들의 노력으로 기장군보가 단순한 행정

소식지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에 대한 애

정을 느낄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성년이 된 릫기장사람들릮이 주민

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릫보고

싶어 하는 군보릮로 거듭나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이 지역의 현안과 사건을 직접

파헤쳐 뉴스로 제작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명예기자가 일반적인 지역소

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사안을 선정해 집

중적으로 취재하는 것이다.

군보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공공매

체인 만큼 공공성을 추구하는 언론매체

에서 하지 못하는 방식을 먼저 도입한다

면 당연히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시민이 기자가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 핵

심 현안을 취재를 하고 심층분석 해서 군

보제작까지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장군은 지금도 대규모 개발현장이

생기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민원이 곳

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기성 언론매체에

서 사안을 바라보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과 사뭇 달라 충분한 가치와 영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기사를 만들어 이를 오프라인을 비롯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

달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릫기장사람들릮은

양적인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산 16개 구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리드하게 될 것

이다.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의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린다. 금정구 구서동에 살다가 생의

마지막보금자리로 택한 이 곳 정관신도시

로 이사 온 것은 2009년 12월이었다.

처음이사와보니넓은지역에아파트단

지 몇 개가 덩그러니 서 있고 도로는 사방

으로넓게 뚫렸는데 지나가는 차나 사람은

별로 볼 수 없었으며 저녁이 되면 사방은

가로등불빛으로 환히 밝은데 주위는 너무

고요하여 적막감마저 들었다.

밖에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고 대화할

상대도 없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우편함에 꽃혀 있는 릫기장사람들릮이라

는 기장군보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뻤는

지 모른다.

신문을 펼쳐보니 군정소식, 군의회 소

식, 교육, 주민생활, 맛집 소개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나는 이 신문을 매달 빠짐없이 읽게 되

었고 신문이 가져다 준 다양한 정보를 통

해서 기장의 역사와 문화 등에도 눈을 뜨

게 되었다.

기장군보는 1995년 9월에 일반신문크

기 8페이지로 창간하여 해가 바뀌면서 증

면을 거듭하여 오다 지금은 20면으로 확

정되었고 사정에 의하여 몇 개월 정간되

는 아픔을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5년 9월, 창간 20주년이 되

는 오늘, 릫기장사람들릮은 전국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신문으로서는 가장 많은 면수를

가진 신문으로,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전

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래서

기장사람들에게 긍지를 갖게 해주는 신문

이 되었다.

이제사람에비유하면성년이된기장군

보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사회의 그

늘진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의 일들

을찾아 조명하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여 기장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고정택 명예기자

기장사람으로긍지갖게해

릫 릮

기장이걸어온길의곁에는늘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릫기장사람들릮 덕분에 기장은 더

알차고, 옹골찬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물 살의 성

년으로 성장한 릫기장사람들릮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

니다.

릫기장사람들릮은오늘도기장의새벽을힘차게열고있습

니다. 언제나 그렇듯 릫기장사람들릮에 전달되는 기장의

소식은하나도놓칠수없습니다.

릫기장사람들릮과함께라면기장의미래는더욱밝아질것

입니다.기장과 15만 군민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릫기장사

람들릮의무궁한발전과건승을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지회장 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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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 난타 공연 모습

기장군노인복지관 부설 기장군재가노인복지

센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재가 어르신과

기장군 행복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함께 참여

하는 1굛3세대통합 난타프로그램 릲마음 쿵굩 두

드림 탁굩릳 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에

서 열린 룗2015년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

육대회룘 행사에 기장군노인복지관 대표로 참

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았던 난타 실력을 뽐냈

다. 흥겨운 난타 공연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한

껏 즐겁게 만들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기장

군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참여한 이

번 행사는 기장군 지역아동센터 간 친목 및 교

류를 도모하고 이용 아동의 자존감 및 종사자

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1굛3세대통합 난타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재가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아

동들에게 함께 난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과 아동 간 갈등 해소와 소통의 장을 마

련하였다. 난타프로그램 담당자는 릲우리 프로

그램을 통해 재가어르신과 아동들의 친밀감이

증대되어 정말 뿌듯하다릳며 릲앞으로 난타 프로

그램 이외에도 1굛3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릳이라고 전했다.

기장군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의 부양

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신체적굛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사

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동 모습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8월 25일 국민행

복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3.0의 일환으로 기장종

합사회복지관 행복학습센터 릫기장배움뜰릮 참여

자들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복학습센터 릫기장배움뜰릮은 기초학습의 기

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

해 일생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자존

감 및 안정감 향상을 지원하고자 기획된 프로그

램이다.

문화체험은대변항에위치한남미상사내커피

체험장을 방문해 커피 제조과정 관람 및 릫나만의

커피 만들기릮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의 문화체험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동기

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그동안의

학습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참여자들 간의 친

목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피의 인기를 증명하듯

기장배움뜰 참여자들도 커피체험장 방문에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커피가 만들어지는 제조과정

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원두를 볶고 커피를

만들어 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서 어르신, 다문화가정, 북

한이탈가정, 사할린동포, 외국인근로자에 이르기

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전화 051)792-4730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년 연속

우수 경영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전국의 33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

난해에 이어 룗우수기관룘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주

관으로 리더십굛전략 등 4개 분야 21개 세부지표

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졌

다.

경영평가 결과는 세부지표 평가 점수를 토대

로 평가등급이 릫가릮등급부터 릫마릮등급까지 5단계

로 부여되는데 공단은 릫나릮등급을 획득하여 우

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이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

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경

영목표달성도와 업무의 능률성 및 공익성굛고객

서비스 등의 전 분야에 걸쳐 평가된다.

공단은 수입목표 초과달성, 대행사업비 절감

률 향상, 수지비율 개선 등 주요사업성과와 경

영효율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재무관리 분야에서 2014

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재정균형집행 우수기관

및 수범사례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상을 받은 것

이 눈에 띄는 성과로 꼽혔다.

공단은 경영평가를 위해 타 공기업의 경영 우

수사례들을 적극 도입굛적용하여 공단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으로서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운영상의 안정화 단계에 진

입했다. 또한 사업영역 확대 및 사업수입 증가

노력에 따른 경상수지율 개선 등으로 경영전반

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노

력들이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게 한

주요인으로 평가됐다.

박문영 이사장은 릲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한 것은 군민들의 관심어

린 성원과 임직원들의 열정이 합심해 이뤄진 성

과릳라며 릲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의 가치

창출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릳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장생활체육센터

필록싱(Piloxing) 강좌 신규개설

기장생활체육센터 필록싱 강좌 시범운영 모습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는 고객 맞춤형 신규프로

그램 릫필록싱(Piloxing)릮을 개설하여 이달부터 운

영한다. 필록싱이란 필라테스(Pilates), 복싱

(Boxing), 댄스(Dance) 세종류의운동이결합된

고강도 전신운동이다. 복싱의 파워와 스피드에 필

라테스의 유연성을 더하고 신나는 댄스 동작까지

가미한 운동으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50분간 체지방연소, 근육강화, 코어중심(core-

centric)의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 900kcal 이상의 열량이 소비되는 것

은 물론, 신진대사 활성화 및 산소섭취량을 높여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빠른 음악에 맞춰 지루할

틈 없이 진행되므로 집중적으로 군살을 뺄 수 있

고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는 필록싱 강좌를 개설하

기 전에 이용객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지난 8월 한

달간 2차례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시범운영에

참가한 이용객 대부분이 릲운동량이 많아 쉽게 살

이빠질것같고, 무엇보다신나는음악과함께 50

분내내즐겁게운동할수있을것같다릳며만족감

을 전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릲필록싱

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원하지만 필라테

스나 요가 등 스트레칭 위주의 정적인 운동은 선

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릳며 릲이용

객 수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록싱 강좌는 이

용객의 반응을 수렴하여 인기가 많아질 시 강좌정

원 증원 및 강좌 증설도 고려할 계획릳이라고 덧붙

였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시범운영을마친필록싱강

좌는 이달 1일부터 1일 1회 오전 11시, 1층 에어

로빅실에서 50분간 수업이 진행되며, 주 4회(화~

금) 강의로 운영된다. 필록싱 강좌 및 기타 기장

생활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문의는 051)792-4790

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릲마음쿵굩두드림탁굩릳난타공연가져

기장종합사회복지관행복학습센터

커피체험장문화체험프로그램호응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하는 신나는 토

요체험 프로그램으로 스킨스쿠버 1일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수상

안전교육, 잠수기초이론, 스쿠버 장비 사용법, 스킨스쿠버 실습으

로 운영하여 건전한 가족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공단행사이모저모기장군도시관리공단, 2년 연속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룗우수기관룘선정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8월 4일, 5일 양일간 기장군 지역사

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룗제 5기 청소년복지학교룘를 실시했다.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글로벌 브릿지

릫효원레인보우 국악오케스트라릫 제2기 학생들의 전수캠프가 실시됐

다. 다문화및탈북 청소년 30명과 부산대 학생 및 교수로 구성된 36

명의 멘토가 참여해 국악실력 향상을 위한 집중 트레이닝을 했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26일까지 다문

화가족 자녀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 릫알록달록 미술아카데미릮 교실

을 운영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9월

기존및신규회원접수기간변경안내

가족과함께하는신나는토요체험참가자모집

시 설 명 기존회원 접수기간 신규회원 접수기간 비 고

기장생활체육센터 2015.9.20 ~ 9.23 2015.9.26 ~ 9.30
현장 및 인터넷 접수

기장군국민체육센터 2015.9.21 ~ 9.25 2015.9.27 ~ 9.30

시 설 명 기존회원 접수기간 신규회원 접수기간 비 고

기장생활체육센터 2015.9.13 ~ 9.20 2015.9.23 ~ 9.30 현장 및 인터넷 접수
(명절기간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기장군국민체육센터 2015.9.15 ~ 9.22 2015.9.24 ~ 9.30

다문화가족부부교육릫유앤아이(U＆I) 함께하는삶릮

참가자모집

엄마와함께하는 룗하모니룘합창단단원모집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를위한방문교육신청자모집

구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교육 과정 10개월 과정(개별 주2회 /총80회) 5개월 과정(개별 주2회 / 총40회)

장소 교육신청자 가정 교육신청자 가정

대상 결혼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임신 중~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1:1 수준별 한국어교육

(어휘, 문법, 화용, 문화 등)

가정방문을 통한 1:1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부모역할교육

정서지원 및 정보제공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속 기장생활체육센터와 기장군국민체육센터의 9월 신규 등

록 및 기존회원 접수기간이 추석연휴로 인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접수기간

○ 변경 접수기간

기장군국민체육센터(792-4770),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여

건에 발맞춰 온가족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릲가족과 함

께하는 신나는 토요체험 프로그램릳을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운영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명 : 하천대탐험

▶ 활동 일시

- 1차 2015. 9. 12(토) 14:00 ~ 17:00

- 2차 2015. 9. 19(토) 14:00 ~ 16:00

▶ 대상인원 : 청소년가족 회차 별 40명

▶ 장 소 : 정관면 좌광천 일대

▶ 내 용 : 하천 해설, 하천 생태놀이, 수질검사 등

▶ 모집기간 : 2015. 9. 1(화) ~ 선착순 접수 후 마감

▶ 참가비용 : 1인당 10,000원

○ 신청방법 : 전화신청 051)792-4739 (담당자 김민정)

※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 후 접수 확인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평등한 부부관계

확립 및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부부교육을 실시합니다. 다문화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

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 9. 5(토), 9. 12(토) / 10:00 ~ 12:00

○ 장 소 : 센터 3층 소강당

○ 대 상 : 다문화가족 부부 10쌍

○ 내 용 : 결혼과 가족의 기능과 중요성 이해, 평등한 부부관계 인식교육 등

○ 접수기간 : 2015. 9. 1(화) ~ 9. 4(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 문 의 : 담당자 051)792-4796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합창프로그램 릫하모니릮단원

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정 : 2015년 9월 ~ 2016년 2월(총 32회기)

○ 장 소 : 센터 3층 소강당

○ 대 상 : 다문화가정 만7세 ~ 초등학생 자녀 및 결혼이민자 8쌍

○ 접수기간 : 2015. 9. 1(화) ~ 9. 11(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 문 의 : 담당자 051)792-4799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이동 불편 등으로 집합교육 참

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진행합니

다. 가정에서 교사와의 1:1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의 많은 신

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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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장군청

기장군의회

정관면,일광면,철마면사무소

기장읍,장안읍사무소

기장도서관

기장군보건소

정관,장안보건지소

좌천,모전,기장 우체국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부산기장해양정수센터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부산환경공단 기장사업소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기장장애인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

기장군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교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장노인의료센터

기장향교

대학,학교,연구소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부산기장직업학교

씨아이에스어학원

교리지역아동센터

신정LCC지역아동센터

평생비젼교육센터

녹원유치원

산새소리유치원

세화유치원

정관피올라유치원

피터팬유치원

한솔기장유치원

행복엔젤유치원

효성유치원

단비어린이집

아기산새소리어린이집

자연보라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복)효성 장안어린이집

부산도예교육센터

개인사업자

토암도자기공원
기장병원
정관제일의원
박치과의원
조은치과의원
미담한의원 ,송학한의원
일광한의원 ,차성한의원
정관종합동물병원
킴스동물병원
법무사 정종복사무소
아이크로바 안경원
1001안경원
글라스스토리안경 정관점
기장음식나라조리학원
극단 가마골
두리드럼 난타
동양마트 정관점
드림디포 정관점
현대블루핸즈 기장점
성화오토바이,민바이크
하가빈
가마솥생복집
바다향 일식집
청해왕대게
타임리스커피로스터스
꽃다지
카페박물관
엘리온
장안농장

기 업

(재)부산테크노파크
㈜엔에프
㈜금오기전
㈜아쿠아테크코리아
㈜광성계측기
㈜한국콩스버그마리타임
㈜라엘코리아
㈜좋은세상
㈜문중김치
㈜참푸드
하이소파
㈜한수원 고리본부
동부산원자력의학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동부산 관광호텔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동부산농협 신정지점
정관새마을금고
계룡리슈빌 아파트
(사)정관주민자치회

재능기부자

이상환 (가마솥생복집 대표)
송기상 (동부산농협신정지점장)
정종복 (정종복법무사사무소대표)
김민규 (국제재무설계사)
강태봉 (전,동항초 교장)
전성광 (타임리스 대표)
홍정선 (꽃다지 대표)

기장군민여러분굩
청소년, 학생들의꿈과
희망을가꾸어가도록
체험처제공을약속한
착한기업(일터)을
소개합니다.
성원해주십시오.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꿈너울

여권접수창구증설안내

□ 우리군은 정관신도시 입주민 증가와 대형산업단지 조성

에 따라 여권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월 평균 24％ 증가)

□ 따라서 2015. 7. 20일 이후부터 여권 접수창구를 1개소에

서 2개소로 늘려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열린민원과(709-4261)

릲장애인주차구역릳이용안내및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릫장애인전용주차구역릮을 설치굛운영하고 있습니다.(룗장애

인굛노인굛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룘제

17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란색 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발급받

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릫주차가능릮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 적발 시 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등을 위한 편익증진보

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 과태료 부과

행복나눔과(709-4371)

정관연필정밀동호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수산생물을 그리고 있다.

8월 8일 수산과학관에는 연필로 바다생

물 정물화를 그리는 체험이 열렸다.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타임으로 이뤄진

이번 체험에서는 어린이와 학생 등 총 100

여명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현진(13세, 고양시) 어린이는 릲평소

에 그림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그려보

니 너무 재미있어요. 미역하고 상어를 실

물하고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때

요릳라고 수줍게 말했다.

그림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는 아이들

옆에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친절하

게 도와주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 체

험전을 기획한 정관연필정밀동호회(회장

김종복, 이하 정관연정)회원들이다.

정관연정은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기장

군민대학 연필정밀반 수업에 참여한 11명

의 수강생들이 2014년 12월 결성한 동아

리로 기장군 평생학습 동아리에 정식 등

록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기장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달강좌

를 통해 부족한 실력을 갈고 닦고 한 달에

2번 이상 모여 실력 향상뿐 아니라 동아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체험장 바로 옆에는 회원들이 직접 그

린 바다생물 연필정밀 기획전도 함께 열

렸다. 김 회장은 릲기장 수산과학관에서 바

다생물의 그림이 전시되는 것은 처음 있

는 일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회원들은

개복치, 게, 상어, 거북이 등 다양한 바다

생물 총 35점의 작품을 그려냈지요. 수산

과학관을 찾는 아이들에게 수산 생물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그렸습니다릳라고 밝혔다.

연령도, 직업도, 살아온 방식도 다른 그

들이 우연한 기회에 연필정밀을 접하고

그 맛에 흠뻑 빠졌다. 배움의 기쁨을 알았

고 자신감도 얻었다. 지루했던 삶의 활력

소가 된 것 같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기장군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8월

4일에 개관한 정관도서관의 지하1층, 지

상2층 갤러리 공간에 회원들의 작품을 전

시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응했다.

릲갑작스럽게 군청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

부랴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전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들 생각

일지 몰라도 그림 때문에 도서관이 한층

더 분위기 있어 보였어요릳라며 흐뭇한 미

소를 짓는 김 회장이었다.

그들을 찾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

려가 재능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 노력했다. 그림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

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이젠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의 자격으로

전시회도 열게 됐다.

9월 초 부경대학교 평생교육팀(지도교

수 윤선미)과 함께 시청 2층 갤러리에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자신

들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무척 기쁘

고 설렌다며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행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릲9월에 작품 전시가 끝나고 나

면 11월경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인물

화를 그려 볼 계획입니다. 우린 연필정밀

에서 시작했지만 여기서 머무를 생각이

없어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뻗어나

가고 싶어요. 정관연정, 지켜봐주십시오릳

라며 말하는 그들에게서 강한 의지와 열

정을 느꼈다.

기장군진로교육센터는어떤일을하고있는가

구자현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지난 칼럼에서는 진로교육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당위성을 살펴보고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우

리센터)의 개략적인 사업을 알려서 학생 청소년의 참

여와 군민의 이해를 돕는 데 주안점을 둔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센터 릫꿈너울릮이 하는 일을 소상

히 알리고자 한다. 개소 원년 등 여건이 어려운 상황

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은 군내 초

중고교 학교장님과 진로진학관련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과 참

여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

고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센터 명칭인 꿈너울은 기장군에 접해있는 동해바다의 넘실대는 파도처럼 청

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쳐나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이런 간절함이 군내 모든 청소

년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라면서 릲청소년이여굩 꿈꾸고 도전하고 성장하라릳란 다소

도발적인 내용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일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해 5개의 과업(Misson)으로 첫째 뢾진로상담교육 사업뢿- 내마음

보물상자 등 3개 상담지원프로그램, 숙박형 진로심화캠프인 진로나침반 등 3개 프

로그램, 둘째, 뢾진로특화사업뢿-지역예술문화 공연활동과 진로콘서트 등 4개 프로그

램, 뢾체험처 발굴사업뢿- 체험처를 발굴 군내 중학교와 매칭하는 일로 금년엔 100군

데 체험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뢾선택체험활동뢿-우리센터 내에 애니영상, 도예공예, 악기체험 등 5가지 체험실과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현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뢾지역네트워크 및 협

업사업뢿-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군청과 교육청 유관기관장과 정례협의회, 단위

학교 자유학기제 담당교사 및 상담교사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여 정기적 컨설팅과

학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다듬어 가고 있으며 총 5개영역 18개 프로그

램이 가동 중에 있다.

그런데 5가지 과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고민이 많았

다. 왜냐하면 부산시 면적의 1/3이나 되는 넓은 군지역을 어떻게 좁혀 프로그램에

참여율을 높일 것인가라는 문제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허

브/브런치 운영전략으로 군을 3개소의 소지역으로 나누어 동일 프로그램을 각각 다

른 3곳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금년에는 정관지역(학교강당, 어린이도서

관)과 기장읍지역(군청과 학교강당,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2곳에서 진행하고 있

다. 이러한 운영프로그램에는 개인상담 지원, 학부모 진로코칭 꿈이음, 성공한 전문

직업인의 특강을 듣는 진로콘서트-강연 100℃, 중고교생 진학설명회인 드림터치 프

로그램을 각각 3∼5회씩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우리센터 꿈너울 홈페

이지(http://www.dreamwave.gijan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에 필요한 경비와 중식제공을 모두 기장군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운영한다. 주

참여 대상은 중고생과 학부모님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가 가능

하며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군의 파격적인 지원은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프로그램내용의 내실화 문제와도 연결되는

점이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부산중앙중에서 개최된 중3대상 특목고진학 설명

회,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대입준비 릫급이 다른 스펙을 디자인하라릮는 부산

진로진학지원단의 장영주강사의 특강, 해운대 노보텔호텔 총지배인 전창진 세프

(chef)의 호텔산업의 전망과 총지배인이 되기까지의 역정을 들려준 강의였다. 또한

여름방학동안 진행된 진로심화캠프, 자신의 진로를 심층적 검사와 상담, 놀이로 적

성을 찾아가는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런 운영사례는 전국적인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교육부 주관 전국진로교육담

당장학관 장학사 워크숍,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25명 방문브리핑, 경상남도교육연

구정보원의 진로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방문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는 군내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체험처를 발

굴한 곳은 현재 총 90여 곳에 이르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학부모 서포터즈의 발굴

활동이 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장군진로교육센터(792-4923)

연필로만드는아름다운세상

릲안경사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안경사

체험을,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 요

리체험을, 각자의 꿈을 키워요릳

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구자현)는

8월 5일 아이크로바안경원(사장 방인

경), 8월 6일에는 기장음식나라조리학

원(원장 장영숙) 양측 관계자와 수강생

이 참석한 가운데 릫청소년 진로체험 지

원릮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안경사를 꿈꾸는 학생에게

소중한 체험처로, 요리사를 꿈꾸는 학생

에게 조리사자격취득과정과 관련학과

정보제공 및 생생한 요리체험활동 등을

제공해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진로설

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8월 13일에는 기장병원(원장 허

성근)과 릫청소년 진로체험 지원릮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프

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이날 양 기관의 MOU 체결을 계기로

기장군내 중학생들에게 임상병리, 영상

의학과, 물리치료실, 간호부 등 연간 4

회 10명씩 총 40명의 학생에게 생생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심 학과나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뚜렷한

목표와 진로계획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릫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릮을 지난 7월 25일(정관지역 학생), 8

월 8일(기장지역 학생) 두 번에 걸쳐 진행

됐다.

릫진로나침반릮은 8월 22일에 센터3층 체

험실과 상담실에서 기장군 관내 중학생

(62명), 초등학생(35명), 초등학부모

(40명)에게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소

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16명,

전문직업인 9명, 보조강사 9명 총 3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진로에 대한 심층적

자기탐색기회를 가졌다.

진로검사와 심층상담 및 탐색, 직업체

험, 멘토링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릲16명의 전

문가가 학생을 조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했

다릳며 릲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족도조사에서 5점 만

점에 4.8점이 나올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

이 좋았다릳고 말했다.

한편 릫진로나침반릮은 부모 자녀가 서로

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장차 아이의 미래

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 접수 하루

만에 모집인원을 다 채웠다.

센터는 내년 여름방학에는 1박2일 심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다 많은 청소년

에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해 스스

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릲오늘은나도안경사내일은요리사릳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체험 MOU 체결

나를찾아떠나는여행 릫진로나침반릮
여름방학 진로심화캠프 운영

10월 28일실시시의원재선거(기장군제1선거구):기장읍전체

릫바루릮와함께알아보는
선거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운동은 릫후보자나 선관위에 신고

된 선거사무원만 하는 것릫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들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굩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상시
(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용 문자 메시지 전송(단, 문자 외 음
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

인터넷

홈페
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가능

전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전
송하거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선거
운동

기간중
(10.15.~
10.27.)

전화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자의 지지 호소(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굩)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
지호소는 가능(단, 녹음굛녹화기 사용은 제한)

유의사항도 알려주세요굩

☞ 문자를 보내시더라도 자동동보통신을 사용해서 보내시

거나 전송대행업체를 이용한 전자우편 전송은 후보자와 예

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유포는 금지되고, 선거운동의 대가를 후

보자 측에 요구하는 것은 선거범죄에 해당되니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합니다.

10월 28일 실시시의원재선거

기장읍유권자여러분 하세요~

[제 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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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운영
행정

위원회

복지
건설

위원회

사무과장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 기장군의회 조직도

지난 7월 29일 시행된 기장군 행정기구 개

편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직제도 개편됐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의정팀이 신설되어 기

존 1계(의사) 체제에서 2팀(의정, 의사) 체

제로 전환되고, 사무직원 정원 또한 1명이 증

원됐다. 의정팀은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굛집

행 및 결산, 청사 및 시설굛장비 관리, 사무직

원의 인사관리, 대외협력 및 의정홍보 등 의

회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되고 의사팀

은 의사운영 계획 및 의사진행 보좌, 각종 의

안 접수 및 의결문서 처리, 본회의굛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주

로 처리한다.

아울러 2개 국 신설 등 집행부의 조직확대

와 부서명칭 변경 등에 발맞춰 기장군의회 상

임위원회의 소관부서 또한 조정된다.

의회는 조례개정 전 잠정안으로 운영행정

위원회(위원장 백영희)는 교육행복국(12개

과), 기획청렴실,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읍굛면에 관한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위원

장 박홍복)는 창조경제국(12개 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굛융합연구센터를

소관부서로 하는 안을 마련하고 향후 룗기장

군의회 위원회 조례룘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

별 소관부서를 확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 또

한 개정할 계획이다.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은 릲이번 의회사무

과 직제개편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

과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릳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보다전문적이고합리적인의회운영할것
미래세대를위해환경오염

문제에적극대응해야

기장군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15만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군민 여러분

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군에 산적해있

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열린 의정 실현이라는 목

표를 위해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주최하는 릫지방의원 약속대상릮에서 수상자로 2년 연속 선정됐었

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의원으로서 제7대 기장군의회

가 군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유입되는 폐수처리

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 현재 군내에는 장안, 정관 산단, 명례, 오리 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

와 현재 공사 중인 의과학산단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장들의 유입으

로 환경오염문제를 신중히 체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일일 방류량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니 장안산단은 1천톤, 명례산단은 1천600톤, 정관산단은 4만톤, 기장하

수처리장은 2만7천톤, 공사중인 의굛과학산단은 3천600톤, 오리산단은 1

천톤으로 6만4천200톤입니다. 또 우리군내 기업들 중 폐수를 자체정화

해서 하천으로 직굛방류되는 양을 합치면 연안해안으로 유입되는 일일

방류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 수질개선과 우리지역 연

근해 양식중인 미역, 다시마, 어족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낙동강 수

계의 법적기준치처럼 까다로운 수질기준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므로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하폐수종

말처리장 등의 수질기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여 기준재정립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은 완충저류조 시설 점검을 강조하셨는데

- 우리군내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질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

았지만 깊이 문제를 인식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량의 오염원

이나 독성물질이 연안 해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지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책을 강구하여 미래의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8일자로 고시된 릲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4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미래의 환경오염방지

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질관리의 주체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하셨는데

- 우리 군에서는 인터넷상으로는 환경부 수질감시시스템 데이터 확인

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상시 관리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므

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기후환경국이나 울산시

환경부서처럼 우리군 환경위생과에서도 TMS 데이터를 환경관리공단

TMS관제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군이 주체가 되어 기준치 초과되는 오

염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문제발생시 군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

며 지역 군민에게도 환경관리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를 확신시켜 드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1일(화요일) 제 235호

의회운영관련현안사항논의

의원정기간담회개최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8월 10일 의원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현

안사항을 협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조례개정 전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안을

확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개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개정 과정에서 추가협의하

기로 했다.

또, 201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계획을 논의

하고 9월 1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속초에

서 회의규칙 개정을 통안 선진 의회운영 방안,

정례회 대비 등의 내용에 대해 전문강사로부

터 연수를 받기로 했다.

이어서 을지연습에 따른 근무직원 격려방문

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방문 일정을 조율하

고,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쳤다. 의원 정기간담회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며, 전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회 현안사항, 지역이슈 등에 대해 폭넓

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투명하고 합

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사무과직제개편및상임위원회소관부서조정

2015년도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대상자제3차 모집공고

공 고 명 룗2015년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룘대상자 제3차 모집

지원내용
○ 암종합검진 : 한국인 6대 호발암 중심 중 택 1
○ 뇌혈관검진 : 뇌 MRI및MRA

검진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

접수기간 2015. 9. 1.(화) ~ 9. 18.(금) 09:00 ~ 18:00 (토굛일굛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신청자 주소지 읍굛면사무소

신청자격
및

지원구분

《 신 청 자 격 》
1.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또는 한국인

과 혼인하여 기장군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
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2.8.28. ~ 검진일까지 연속하
여 기장군 거주)

2. 만 40세 이상이며,(1975. 8. 27.까지 출생한 자)
3.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본 사업을 통해 검진비용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4. 기장군 장안읍 고리ㆍ효암리ㆍ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자로서 원전건설로 인한 타지
역 이주민 (단, 이주민은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거주하
였던 사람에게 적용하며, 장안읍 고리에 1971년 3월 19일
고리1호기 기공식 이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자는 3년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적용)

《 검진비용 지원구분 》

※ 모집인원 :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 전원 모집

신청방법 읍굛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신분증 지참)

제출서류
신청 당일 날짜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내역 기재
된 것) 및 전액지원 자격 증빙서류

대상자선정 릫기장군 건강증진지원사업 대상자 심의위원회릮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대상자발표
2015. 10월 초순(군홈페이지 공고, 선정자에 한해 동남권원자
력의학원에서 개별통보)

문 의 기장군 원전안전과 원전정책팀(☎709-4042∼3)

구분 전액지원 (80만원)
감액지원
(70만원)

신청
자격

○ 만65세 이상 노인(1950. 8.27.까지 출생한 자)
○ 만40세 이상 보훈대상자 및 유굛가족
○ 만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만40세 이상 차상위계층
○ 만 40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록자
○ 만40세 이상 장애인

○ 만40세
이상인 자

(1975. 8. 27.
까지 출생 한

자)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릫2015년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릮의 대상자 제3차 모집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

랍니다. 2015년 8월 27일

기장군수

쓰던것이싱그럽고아름답다굩

2015년 정관나눔프리마켓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 재활용 나

눔을 통해 환경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

한 소통의 장으로 정관만의 새로운 놀이문화를 창조하여 일

상에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관 나눔 프리마켓(Free Market) 행사안내

○ 운영방법 - 구간(Zone) 설정 운영

- 키즈 프리마켓 : 어린이가 사용하던 장난감, 책, 문구류,

의류 등

※ 어린이/청소년 - 보호자 동반 필수

- 일반 재활용 프리마켓 : 일반 재활용품 판매

- 핸드메이드 프리마켓

- 청소년 프리마켓 :사용하던 학용품, 교복, 문제집, 의류 등

※ 중고생 - 기장군 자원봉사센터(1365)신청

○ 부대행사

- 농산물 직거래장터

- 결혼이민자 작품전시 등

○ 일시 : 2015. 9. 12(토) ~ 13(일) 11:00-16:00

○ 장소 : 윗골공원(정관어린이도서관 앞)

○ 주최 : 정관면 / 정관면 주민자치위원회

○ 문의 : 정관면사무소 총무계 051)709-5242

기장군민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항목

구 분 세 부 내 역
암정밀

프로그램
뇌혈관정
밀프로그램

기본
검진

문진 예진, 문진 O O

신체계측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O O

체력측정 근력측정 O X

심장검사 심전도, 혈압 O O

폐검사 흉부X선, 폐기능 O X

혈액검사
혈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O O

생화학검사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O O

면역검사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
염, 헬리코박터 항체검사

등 8항목
O X

요검사
색도, 비중, 산도, 요단백

등 17항목
O X

갑상선검사 갑상선기능검사 O X

안검사 시력, 안저, 안압 O X

청력검사 청력 O X

식생활평가 영양평가(설문지 평가) O X

여성검사
내진, 유방X선촬영, 액상자

궁경부암검사
O X

대변검사 잠혈, 균검사 O X

정밀
검진

위암
위내시경, 수면료, 조직검

사(개수 상관 없음)
O X

간 암 복부초음파 O X

폐 암 흉부CT O X

갑상선암 갑상선초음파 O X

유방암/부인과암
유방초음파 or 부인과초음

파 중 택 1
O X

종양표지자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
암, 전립선암(남),유방암

(여), 난소암(여)
O X

검체조직검사 검체조직검사 O X

암정밀조직검사
염색, 면역검사 등 추가조

직검사
O X

헬리코박터균검사
헬리코박터균검사

(요소분해효소검사)
O X

뇌혈관검사 뇌 MRI/MRA X O

건진비용(남/여 동일) 800,000원

※ 추가 건강검진 항목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예방건강증진센터 선택
검진프로그램 세부 내역에 따름(단, 수면대장내시경은 100,000원 별도 본
인부담)

민주평통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가 주최하는 한마음 봉

화대축제가 기장읍 봉대산 정상 남산봉수대에서 8월 14일 개

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

석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원 동정

기장예술인협회(회장 윤기철)가 주최하는 제2회 기장군민

을 위한 음악회가 정관 중앙공원에서 8월 14일 개최됐다. 기장

군의회에서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제19회 기장갯마을축제(추진위원장 정길문)가 일광해수욕

장 일원에서 7월30일, 31일 양일간 개최됐다. 기장군의회에서

는 김정우 의장을 비롯한 전의원이 7월30일 오후 성황제와 길

놀이로 시작된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의회 주요기능(3)

○ 행정사무감사굛조사(견제굛감시기능)

-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서류

제출요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기관의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실

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에 관

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특별위

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절차

·본회의 의결

- 기간결정(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

위 내)

- 감사계획서 승인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감사계획서 및 위원회 의결에 의거

자료 요구

·보고청취

- 위원회는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 요

구

-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증언, 진

술)을 듣는다.

·현지 확인

-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집행 현장 실

태파악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행정사무처리 관련 일반인으로부터

답변 청취

·감사결과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의사항 채택

및 이송(의회 ⇒ 군수)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

- 군수 ⇒ 의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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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을을따스하게보낼시집

돌아오는 길

나태주/푸른길

어디에 나오는 글인지,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평소에 여러 번

되뇌던 글귀다.

30년 지기 서우(書友)가 홀로 떠

나는 먼 길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새삼스럽게 이 글귀를 또 만났다.

대학 초년 시절에 처음 만나서 엊

그제 까지 아주 가끔씩 이지만 변

함없이 만나오던 친구가 떠났다.

올 여름 첫더위가 시작되던 무렵

지병으로 고생하던 글벗이 세상을

달리했다. 그가 남긴 이승에서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하는 49재 가운

데 마지막 재에 참석하고 왔다. 의

식을 마치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그

의 아내가 전해준 작은 봉투에는

생전에 그가 남긴 글씨가 곱게 새

겨진 다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태주 시인의 시집 룗선물룘 가운

데 들어있는 릫부탁릮이라는 시다. 이

시 역시 여태까지 누가 쓴 글인지도

모르고 속으로만 좋다고 여기고 있

었던 글이다. 남겨진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 집에 오자마자 아내

에게 보여주었다. 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던 아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너무 슬프다고 말을 했다.

시가 노래한 것은 그저 사랑을

애달프게 읊었을 뿐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닌 듯 여겼는데 예상치

못한 아내의 눈물이 나를 적잖이

당황케 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

진 친구의 아내가 전해준 물건임을

느낀 아내의 마음을 짐작한 내 눈

에도 이내 눈물이 고였다. 떠난 그

가 생전에 아내와 딸에게 새겨 준

도장이 함께 찍혀 있는 것을 알기

에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

라온 것이다.

시인 나태주의 어릴 적 꿈은 세

가지였다고 한다. 첫째는 시인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셋째는 공주(公

州)에서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 소

원 치고는 그리 유별나거나 아주

화려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

나치게 소박한 소원이 아닐까. 평

생 시를 쓰면서 어여쁜 아내와 시

골에서 살았으니 어지간히 그의 소

원은 이루어진 것도 같다.

사람이 이렇게 소박하고 순수해

서일까. 그가 가슴으로 내뱉는 언

어는 이리도 곱다. 내가 너를 좋아

하는 마음을 너는 몰라도 좋겠단

다. 슬프거나 힘들거나 오롯이 나

의 몫이라는 말일까.

어떤 시인인지 너무도 궁금해서

집에 오자마자 검색을 해봤다.

어떻게 스무 권도 더 되는 책을

세상에 놓았는데 이리도 모르고 살

았을까. 이렇게 무심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알게 모르게 주절거렸

던 수많은 대목들이 시인의 말과

겹쳐온다. 인터넷을 뒤지고 서점에

서 책을 찾아보고, 아무리 뒤져봐

도 나태주 시인이 쓴 시집 찾는 것

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시들이 더

욱 귀하게 읽히는 것일까. 힘들게

구한 물건이 더 소중하듯 구하기

힘든 시집 한 권 한 권은 정말 사막

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만큼이

나 반가움이 크겠다.

이 가을을 따스하게 보내고 밝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면 이 시인의

시집 한 권쯤 찾아서 읽어보는 것

이 어떨까. 바야흐로 등화가친(燈

火可親)의 계절도 이렇게나 가까이

와 있는데.

박태만 서예가

수능 날 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 당부

전창민
부산진로진학센터 전문위원

장안제일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부장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2016학년도 수시원서접수가 진행된다. 본격

적인 입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수험생은

저마다 막바지 지원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

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안제일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이자 부산진로진

학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창민

교사가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일반적인 특

징과 지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2016학년도 대입전형의 수시모집 특징은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대입전형 간소화

에 따라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위주교과전

형, 학생부위주종합전형, 논술위주전형, 실

기위주전형으로 실시된다.

2015학년도에 비해 학생부위주전형 선발

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논술전형은 소폭 감소

했다. 대학별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 고민이 된다면

지원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유

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위주

전형은 모의고사 성적보다 교과 성적이 우수

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학생부위주종합전

형은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비교과 활동에서

도 꾸준히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학생이 유리하다.

한편 논술전형은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을

목표로 평소 논술을 준비해 왔으며 수능모의

고사 성적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

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실기위주 전형은 어학, 수학, 과학,

예체능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

수시모집 지원 시 유의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한다. 지원 자격,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유무, 전형 일정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기장군에는 농어촌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많으므로 올해부터 변경된 6년 자격

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

학별고사 및 면접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원서 마감

일과 마감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시모집 지원에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6회 제한이 유

지된다. 6개 전형을 초과해 지원한 자는 접

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능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없으므로 6

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하려면 9월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모집

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

시 릫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릮로 입학

이 무효가 된다.

합격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자는 반드시 고3 담임과 상담을 해야

한다. 고3 담임은 지원자를 가장 잘 알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축적된 입시결과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부산시내 고등학교에서는 부산진학지도협

의회에서 서울 상위 11개 대학과 부산 15개

대학의 합불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수시상담

프로그램 릫대입 길마중릮을 사용하여 합불 예

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

기를 권장한다.

수험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9월 2일이면 올해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의 수능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자신의 실

력을 최종 점검하게 된다. 수시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원서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

생이 있는가 하면 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들

도 있을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기

소개서와 면접 준비로, 수능 전 논술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논술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

내겠지만 수능과 입시 모두가 끝날 때까지

가야한다.

자칫 혼란스럽거나 중심을 잃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남은 기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긍정의 힘을 믿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본격적인수시모집, 나에게맞는지원전략이필요해

전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리코더 연주로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15 기장리코더 페스티벌, 차성아트홀에서 열려

지난 7월 31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릫2015기장리코더페스티벌릮이 열렸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주관해 올해

로 6회째를 맞는 기장리코더페스티벌은 리

코더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

적 감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장으로 기장

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음악축제다.

가까운 울산격동초등학교를 비롯해 새내

기 신생팀인 영천, 대구, 여수 청소년리코더

합주단, 그리고 기장리코더앙상블 등 총 6개

의 팀이 참가한 이번 무대는 캐논변주곡을

시작으로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롯시

니의 릫알제리의 이탈리아여인릮과 양방언의

릫프론티어릮까지 풍성하게 이뤄졌다.

무대에 오르기 전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

한 크기의 리코더를 손에 쥐고 각자 맡은 파

트를 연습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본 공연이

시작되자 화사한 리코더 선율이 아이들의

손가락에서부터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2003년 창단된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리코더페스티벌, 국

제교류 음악회등 다양한 음악활동 및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단원들의 자긍심과 자신

감을 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베트남 도안티디엠 학교 및

주한베트남문화원을 방문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기장군의 브랜

드가치를 높이고 민간외교사절 역할도 했

다.

합주단은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1월에 오디션을 거쳐 수습단원을 선발

하고 교육과 연습을 통해 예비단원, 전문단

원으로 승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문단원은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5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식단원으로서 공식적 활동을 하게 된다.

김영화 부단장은 릲우리단원들이 국내외

공연활동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약속시

간을 잘 지키는 모습이 대견합니다릳라며 음

악을 사랑하는 마음 이대로 바른 품행과 올

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섬세하고아름다운 릫리코더선율의물결릮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릫 릮

발레하는 남자, 권투하는 여자 - 임옥희(풀빛)

고대신화 및 중세와 근대, 현대의 역사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기

어떻게 존재했고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으며 만들어졌는지, 사회적 위

상은 어떤 것인지 책 전체를 관통하여 설명한다.

왜 우리는 화장하고 치마 입고 뜨개질하고 요리하는 남자아이, 첩보

요원, 오지탐험가가 되고 싶어 하는 여자아이를 상상하기 힘들까? 왜

발레 하는 남자, 권투 하는 여자, 중장비 여자 기사, 남자 베이비시터,

가정주부인 아빠를 스스럼없이 상상하기 힘들까? 남자와 여자, 남자다

움과 여자다움, 양성불평등이라는 이 무의식을 하나하나 들추어 본다.

도미노 공부법 - 권종철(다산북스)

시중에는 청소년을 도와준다는 공부법 책들이 다수 나와 있지만 대

부분의 책들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메가스터디

언어논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온 저자는 이런 현실을 주목해 릫도미노 공부법릮을 창안했다.

핵심만을 이해하는 효율적인 공부 원리를 통해 진짜 공부 저력을 키

워주며 공부법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은 학생과 학부모, 일상 속에서

새롭게 공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반인까지 확실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7인을 만나라 - 리웨이원(비즈니스북스)

릫사람 부자릮라는 누군가의 말에 괜스레 부러운 마음이 들고, 휴대전화

속 전화번호 개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했던 적이 있는가?아

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맥은 넓을수록 좋다는 말에 무작정 이런저런 모

임에 나가 관계를 맺어보려 했던 경험이 있는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넓이와 성공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의 정재계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현재

는 많은 기업에서 홍보 자문을 하고 있는 인간관계 전문가인 저자 리웨

이원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이 정말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애쓰라고 명쾌하게 조언하고 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 은지성(황소북스)

사형수에서 5분의 기적으로 살아나 대문호가 된 도스토옙스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막에 나무를 심은 인위쩐, 평생 교회 종지기

로 살며《강아지똥》,《몽실 언니》 같은 명작동화를 남긴 권정생, 머리

에 총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나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말

랄라 유사프자이, 시한부 인생을 살며 하루하루에 충실했던 랜디 포시

교수, 세계를 감동시킨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웨이 등 고난과 역경을 이

겨낸 이들의 감동 스토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저자는 오늘을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오

늘을 인생의 남은 첫날이라고 생각하라고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의 힘을

알려준다.

내 옆에 있는 사람 - 이병률(달)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서점가를 강타했던 룙끌림룚(2005). 바

로 그 책이 출간된 지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날, 세번째 여행산문집 룙내

옆에 있는 사람룚(2015)을 출간됐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

주. 전국 8도를 넘나들며 허름한 시장통에 삼삼오오 모여 국수를 먹거나

작은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들꽃들, 어느 시골 골목길에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똥강아지들 등 고개

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주위의 풍경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뭔가

를 가득 담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심한 듯 다정하게 담겨 있다.

오베라는 남자- 프레드릭 배크만(다산책방)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오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까칠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그의 모습에 웃음이 나오다가도, 아내를 그리워하며

자살을 준비하는 모습에 코끝이 찡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챙기며 릫물건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세상릮이라며 투

덜대는 모습은 또다시 배꼽을 잡게 만든다.

이웃집에 이사 온 30세 부부와 어린 딸들에게 역시 까칠한 이웃 아저

씨이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가며 무심한 듯 챙겨주는 모습은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친구 루네를 지키기 위

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소중한 사람을 진국으로 아낄 줄 아는 릫상남자릮

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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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Thesedays Jeju island is getting fa-

mous to people. ②I릫ll go to Jeju island this

week. ③I went there with my friends for

school in April, but I go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this time. ④There will be much

time for me to see and experience because

it is not school. ⑤In school trip, I missed

lots of place due to the time. ⑥But at this

time, I릫ll ride a horse and swimming in the

sea. ⑦Of course, I릮ll keep saftey and I hope

it will bewonderful summer vacation forme

andmy family.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①These days Jeju island is getting famous

to people

Jeju Island attracts a great number of

tourists during summer months.

Many people go to Jeju Island during sum-

mer months.

릫제주도는 여름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릮 라는 뜻을 만들었다. 위 두 문장 모두

가능하다. summer months는 여름 기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쓴다. Attract는 매력이 있기 때문

에 릫~을 끌어 당긴다릮라는 뜻. 릫a great number

of릮는 릫엄청나게 많은릮.

②I릫ll go to Jeju island this week.

I릮m going to Jeju Island on a vacation this

week.

릫~할 것이다릮라고 해서 무조건 will을 쓰는 것

은 아니다. 이미 확실하게 정해진 사실이고 곧

가는 것이면 진행형을 쓰도록 하자.

③Iwent therewith my friends for school in

April, but I go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this time.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from school in

April but, this time, I릮m going with my family

and relatives.

지난번에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갔으나 이번

에는 가족과 친척들이랑 같이 가게 되었다.

④There will be much time for me to see

and experience because it is not school.

There will be much more time for me to see

and experience the island because it is a fam-

ily vacation, not a school trip.

저번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much more

time)을 가질 테니 비교급을 강조하는 much를

썼다. 제주도는반복을피하기위해일반명사인

the island를 한번 쓰자.

⑤In school trip, I missed lots of place due

to the time.

Last time I went there on a school trip, I

had to miss lots of nice places because of

tight schedule.

저번에 학교에서 갔을 땐(on a school trip),

빠듯한 일정(tight schedule) 때문에 멋진 장소

를 많이 놓쳐야했다(had to miss)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릫due to릮는 릫~때문에릮 라는 뜻이지만

이런 일기에서는 because of를 추천한다.

⑥But at this time, I릫ll ride a horse and

swimming in the sea.

But this time, I릫ll definitely go horse riding

and swimming in the sea.

그러나이번에야말로(definitely) 말도타고바

다에서 수영도 하겠다는 뜻. this time에서 at은

필요없다. 릫go~ing릮는 릫~하러가다릮라는뜻이다.

⑦Of course, I릫ll keep saftey and I hope it

will bewonderful summer vacation for me and

my family.

Of course, I릮ll do it all safely and I am so

excited about thewonderful summer vacation

with my family this summer.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겠다는 뜻. 참고로

keep the safety rules는 안전수칙을 지키겠다

는 뜻이다. 여행이 너무나 기대된다는(so ex-

cited about) 뜻으로 바꿔 봤다.

릫 릮

아마뉴스나드라마를통해비리를저지른기

업을 압수 수사할 때 수십 여명이 총 출동해 엄

청난 양의 서류를 모두 가져와 일일이 파헤치

는 장면을 본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주요 자료를 컴퓨터나 서버에 데이터로 저장해

두기 때문에 릫디지털 증거릮를 확보하고 분석하

는 일이 수사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해졌어요.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범죄수사의 단서가

되는 디지털자료를 확보굛복구하고, 이를 분석

해 법적 증거자료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메모

리, 하드디스크드라이브, USB 메모리, 서버

등 저장 매체에서 범죄의 단서가 될만한 데이

터를 압수하는 것인데, 이때 원본 그대로의 데

이터를 변조 없이 릫무결하게릮압수하는 것이 중

요하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저장된 데이터의 양

이 어마어마하므로 포렌식 전문도구를 이용해

범죄 관련 데이터만 빠르게 검색해내야해요.

범죄자들은 대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다

른 파일로 위장하거나 암호를 걸어두는 등 변

형굛훼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데이터를 찾아내고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입니다.

디지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디지털포렌

식수사관의 분석을 통해 자료가 법적 증거로

서 효력이 있는지,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은 법

학과 인문학, 컴퓨터공학 등의 융합으로 탄생

한 분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 검색굛복구굛분석

기술 등을 갖춰야 하며 컴퓨터시스템, 하드웨

어, 운영체제, 정보보안 등 IT 전반에 대한 풍

부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편, 법정에서 변론에 나설 때도 있으므로

증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형법과 형사

소송법은 필수적이며, 논리력과 스피치 능력

등도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수사관은 대부분 검찰청, 관세

청 등 국가수사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검찰직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그 외에도 큰 기업에서는 특허소송 등

에 대비하여 법무팀 산하에 디지털포렌식 조

직을 두고 있기도 하고, 회계법인이나 대형로

펌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활동하고 있

습니다.

생활 전반이 IT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서 사

이버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배경에 따

라 향후 디지털 과학수사에 대한 수요가 커지

면서 디지털포렌식전문가의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릲영어를즐기면서나만의 릫영어릮를만들어가는중이에요릳

흔히들 21세기를 글로벌 시대라고 한다. 이

런 시대에 영어의 권력, 즉 영어능력은 누구에

게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학교 시험과 대학 입

시는 물론이고 회사 취업과 자기 계발을 위해

서 영어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했고 영어 사교육 시장은 상

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여전

히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영어 공부에 대한 고민을 학생의 눈높

이에서 함께 풀어보고자 장안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성아 학생(18)을 만났다. 꾸준

하고 성실한 영어공부 방법을 통해 교내 영어

독후감 대회, 영어 교과 우수상 등을 수상하

며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어나가고 있다.

Q. 영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영어공부에 흥미가 생긴 것은 중학교 2

학년 여름방학 무렵이었다. 잠깐 자기주도 학

습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때 영자신문읽기에

빠져서 하루 2편씩 읽었다. 읽은 후에는 내용

도식화하기, 내 의견 써 보기 등 다양한 작업

을 하면서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됐다. (심할

때에는 부모님께서 학원으로 전화를 해서 아

이 좀 집에 보내 달라고 원장님께 말한 적도

있었다. 하하하^^) 그리고 영어교과 선생님과

유독 친하게 지낸 것도 영향이 컸던 것 같다.

Q. 자신만의 영어 공부방법이 있는지. 영어

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는?

A.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므로 잘 모

르고 틀리는 게 당연한 거다. 영어에 대한 두

려움을 버리고 우선 영어를 좋아하도록 해보

자. 좋아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조금씩

이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라 시

간적 여유가 없으니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주로 하는 공부 방법을 하나 말

하자면 릫어원 중심으로 외우기릮이다. 예를 들

면 릫foreigner릮 이라는 단어는 릫for릮 이 부정이

고 릫reign릮 이 지배라는 의미에서 릫지배를 받

지 않는다.릮, 즉 릫외국인릮 이라는 의미로 암기

할 수 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서는 쉽게 채

울 수 없었던 회화나 writing을 공부할 예정

이다. 또 릫워킹홀리데이릮 라는 프로그램을 통

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으

며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워킹홀리데이 : 18~30세의 청년들이 협

정 체결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류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

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안제일고등학교

2학년 김민정, 전승현 명예기자

○ 내비게이션 → 길도우미

내비게이션은 릫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자동차 운

전을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릮을 말한다.

(예) 처음 가는 길이라 길도우미를 켜고 운전을 했다.

○ 캡처 → (장면)갈무리

캡처는 릫방송 장면이나 비디오 이미지를 손쉽게 편집하여 사

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 데이터로 따로 담아 내는 일릮을

뜻한다.

(예) 상품 이용 후기를 자신의 누리사랑방(블로그)에 남겨 갈

무리한 후, 상품판매 누리집(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식사권을 증정한다.

○ 네티즌 → 누리꾼

네티즌이란 릫정보 통신망이 제공하는 새로운 세계에서 마치

그 세계의 시민처럼 활동하는 사람릮을 일컫는 말이다.

(예) 음악방송 후 누리꾼들은 해당 가수공연을 갈무리한 사진

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며 의견을 나눴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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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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주요내용

릲굴개굴개
청개구리릳

인형극 공연

9.6(일)
10:00~11:00
★접수:8.19
(수)10시온라

인접수

시청각실
유아5세-
7세 포함
가족 80명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전래동화

청개구리 인형극

티라노
사우르스
팝업북
만들기

(가족특강)

9.13(일)
10:00~12:00
★접수:8.26
(수)10시온라

인접수 평생
교육실

초등
1-3학년
가족12팀

공룡 티라노사우르스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팝업북 만들기
9.20(일)

10:00~12:00
★접수:8.28
(금)10시온라

인접수

초등
1-3학년
가족12팀

그림책
읽어주기

9.5-19(매주토)
11:00~12:00

★당일 선착순
입장

독서
사랑방

5-7세
유아 30명

동화구연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청렴
독서퀴즈

9.1 - 9.25
종합

자료실
어린이실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성인, 청소년, 어린이 세
대별 청렴 독서퀴즈 및

정답자 추첨
집에서
즐기는

영화감상
9.1 - 9.30

멀티
미디어실

도서관
독서회원

독서의 달
특별 DVD 대출

※1인당 DVD 2점 대출

원화전시회 9.1 - 9.25
도서관
로비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릲동작대교에 버려진
검둥개 럭키릳

그림책 원화전시회
원북원부산
독서릴레이

9.1 - 계속
종합

자료실
도서관

독서회원
2015년 원북원부산

선정도서 독서 릴레이

추천도서
목록배부

9.1 - 9.30
종합

자료실
어린이실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기장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 권장도

서목록 배부

가족영화
상영

9.5 - 9.19
(매주 토, 일)

14:00
시청각실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애니메
이션 및 가족 영화 상영

회차 대상(인원) 특강일시 접수기간 수업내용

1
초등1-3학년
가족(12팀)

9/13/일
오전10시~12시

8/26(수)
오전10시부터 공룡 티라노사우르스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팝업북 만들기2

초등1-3학년
가족(12팀)

9/20/일
오전10시~12시

8/29(금)
오전10시부터

강 좌 명
운 영

교육내용
모집
인원기간 시간 대상

인문학으로
한국사읽기

9.2 ~ 11.18
매주 수요일
14:00-16:00

지역
주민

인문학적 접근으로
한국사 쉽게 알기

30명

동화구연
지도사 Ⅱ

9.4 ~ 11.27
매주 금요일
10:00-12:00

지역
주민

동화구연의 이론과
실기자격증 취득반

(교재 및 재료비 : 20,000원)
40명

일 자 제 목

9월 5일 코끼리

9월 12일 바람은 말썽쟁이

9월 20일 구슬이 데구르르

일 자 제 목

9월 5일(토) 달사람

9월 6일(일) 제보자

9월 12일(토) 터키

9월 13일(일) 호빗 다섯 군대 전투

9월 19일(토) 해적왕의 황금나침반

9월 20일(일) 표류일기

강 좌 명
운 영

장소 교육내용
모집
인원기간 시간

모집
대상

중국 미국
파워 열전

9.15
~12.1

매주 화요일
15:00-17:00

성인
정관

도서관
2층 가을

인물로 알아보는
세계사회문화

(교재비 :6000원)
30명

톡톡
살아있는
교과서 속
시사 상식

9.12
~12.12

매주 토요일
10:00-12:00

중학생
정관

도서관
2층 봄

최신 시사NIE로
생각 표현하기
(교재비 :7000원)

20명

신문굛책과
함께하는
통합논술

교실

9.12
~12.12

매주 토요일
14:00-16:00

초등
5-6학년

정관
도서관
2층 여름

신문을 소재로 한
독서논술 수업

(교재 직접 구입)
20명

책읽기가
즐거워지는

책놀이

9.12
~12.12

매주 토요일
10:00-12:00

초등
3-4학년

정관
도서관
2층 겨울

다양한 주제의 선
정도서로 독후활
동(교재 및 재료
비 : 15,000원)

20명

북아트와
떠나는
신나는
여행

9.12
~12.12

매주 토요일
10:00-12:00

초등
1-2학년

정관
도서관
2층 여름

조형활동과 함께
하는 책만들기

(재료비 : 36,000원)
20명

스토리업굩
영어동화

9.18
~12.11

매주 금요일
16:00-18:00

6-7세
유아

정관어린이
도서관 1층
다목적실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

20명

상영일자 제 목
9월 1일(화) ~ 9월2일(수) 무민가족의 한여름 대소동
9월 3일(목) ~ 9월 4일(금) 오즈-그레이트 앤드 파워풀(자막)
9월 5일(토) ~ 9월 6일(일) 일곱난쟁이
9월 7일(월) ~ 9월 9일(수) 비행기2-소방구조대
9월10일(목) ~ 9월11일(금) 벼랑 위의 포뇨
9월12일(토) ~ 9월13일(일) 겨울왕국
9월14일(월) ~ 9월16일(수) 주먹왕 랄프
9월17일(목) ~ 9월18일(금) 잠베지아-신비한 나무섬의 비밀
9월19일(토) ~ 9월20일(일) 포켓몬스터:바다의 왕자 마니피
9월21일(월) ~ 9월23일(수) 몬스터 주식회사
9월24일(목) ~ 9월25일(금) 아이스 에이지4-대륙이동설
9월26일(토) ~ 9월27일(일) 백 투 더 씨
9월28일(월) ~ 9월30일(수) 카

1. 9월 독서의달행사안내

2. 티라노사우르스팝업북만들기(가족특강)

- 운영기간 : 9월 13일 ~ 20일, 매주 일요일 오전10시-12시

- 대 상 : 초등1-3학년과 가족 (팀당 2인 이상)

- 장 소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교육실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인터넷 접수

(※본인인증 후 신청)

- 준 비 물 : 필기도구, 싸인펜, 색연필, 가위, 풀

(가족대표 1인 신청, 재료는 팀당 1세트 배부)

- 특강일정

3. 하반기문화강좌수강생모집

- 운영기간 : 2015. 9. 2 ~ 12. 5

- 접수기간 : 2015. 8. 12(수) 10:00 ~룆선착순마감시까지룇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교육장소 :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 문 의 처 : 기장도서관 어린이실(709-5321)

- 세부운영내용

4. 그림책읽어주기안내

- 시간 : 매주 토요일 11:00 ~ 12:00

5.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매주 토굛일요일 14:00 ~ [시청각실]

1. 어린이영화상영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 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 11:00 / 14:00 /17:00 (3회상영)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바랍니다.

2. 하반기문화강좌수강생모집

- 운영기간 : 2015. 9. 12 ~ 12. 12

- 접수기간 :

○ 초등학생 강좌 : 2015. 9. 1(수) 10:00 ~ 룆선착순마감시까지룇

○ 성인, 중학생, 유아강좌 : 2015. 9. 2(화) 10:00 ~룆선착순마

감시까지룇

- 접수방법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교육장소 : 정관도서관 2층 봄굛여름굛가을굛겨울 강의실 및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 다목적실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 문 의 처 : 정관도서관 어린이자료실(1층) (709-3916)

도서관 9월행사안내



10

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 -기장읍 자원봉사캠프 한숙이 캠프장

봉사는사람과의행복한소통

자원봉사자들이 수제 헤어핀을 제작하고 있다.

릲자원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

고 사귀며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

합니다릳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산하 기관인 기

장읍자원봉사캠프의한숙이(57,사진)

캠프장은 7년전회사를퇴직하고기장

으로 이사 온 뒤 바쁜 가운데 행복을

찾으며살고있다. 그는 7년 전 기장군

청 군민대학 문화관광해설사를 수료

후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면서 자원봉

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부산시 관광공사에서 시행한

릫등대길-포구길릮 해설사에 자원해 용

궁사에서 대변까지의 포구길을 안내

하는 일을 시작했다. 현재는 영화 릫국

제시장릮으로 전국에 알려진 국제시장

과 그 인근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통비 정도의 적은 지원금, 그러나

그녀가 꾸준히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

는 비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설렘

때문이다. 4년째 활동하고 있는 문화

해설사는 그에게 있어 삶의 활력소다.

부산광역시에서는 5년 전부터 각

구에 캠프를 창설하기 시작했다. 기장

읍 자원봉사캠프는 작년 10월 기장읍

주민자치센터 내에 자리를 잡았다. 사

무실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현재는 다목적실을 함께 사

용한다.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2시까

지 자원봉사캠프가 문을 여는 날이다.

캠프에서는 센터와 연계해 작은 규

모의자원봉사자교육과함께봉사물품

을제작하는공간으로사용하고있다.

캠프에서는 3개월 단위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캠프 창설

후 첫 프로그램으로 배냇저고리 만들

기 교실이 열렸다. 3일간 수업을 받은

자원봉사들이 3개월가량 100여개의

배냇저고리를 직업 만들었다. 하루 6~

7명이 참여해 한땀한땀 만든 이 배냇

저고리는 외국과 국내 저소득층 신생

아를 위한 것이다.

이후 3개월의 프로그램으로는 외국

의 저소득층에 보내질 생리대 200여

개를 제작해 보냈다. 현재는 1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수제 헤어핀

을 제작하고 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활기찬 노년 -김성묵 어르신

릲노래는보약이자, 인생이랍니다릳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오늘은 김성

묵(77. 사진) 씨를 만나보았다. 릲기자

님, 언제 오실랍니까? 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릳 목소리에서부터 파이팅

이 넘치는 그를 만나러 복지관으로

찾아갔다.

매일 아침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어

르신. 기분 좋은 단장을 말끔히 하고

나서는 곳은 다름 아닌 노인복지관,

이곳에서의 하루는 그에게는 짧기만

하다.

릲내가 복지관과 함께 한 세월이 얼

만데요. 여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곳 이에요릳하며 말하는 표정에서 그

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최근에 김 씨는 KBS 전국노래자

랑 함양군편에서 인기상을 수상했다.

수상메달을 목에 메달고 송해 선생님

을 만난 이야기부터 대회 참여에 있

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에서 노래에 대한 열정이 보였다. 어

르신은 이번 전국노래자랑 뿐 아니라

일광 낭만가요제 등 각종 지역 행사

에 참가해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많다. 기장일대에서는 나름

유명인사라며 수줍은 듯 함지박 웃음

을 지었다.

김 씨는 노래로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

변 사람들에게 노래의 힘을 전파하여

복지관 내 합창단을 창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40여명의 합창단이 구

성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고 생활의 활력을 주고 있다. 새로

운 노래를 배우고 나서 악보를 보지

않고도 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집중

하며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 노래가

주는 힘이다. 노래 속 가사가 자신의

인생이라며 노래 한곡 한곡이 다 의

미가 있고 감사하단다.

그는 릲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자기 자신안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는 늘 깨어있어야 하며, 늘 활기차게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한다. 이

렇게 하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행복

하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즐겁고 행

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자신만의 확

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도 즐겁게

살고 있다릳고 말한다.

그리고 릲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이

러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

다릳고 덧붙였다.

고연화 명예기자

셔틀콕으로인생을멋있고풍성하게

구목정 실버 배드민턴 동호회

구목정 실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기자가 좌광천 변에 있는 구목정 공

원 내의 피크닉 광장을 찾은 것은 지

난달 중순이었다. 타원형의 운동장은

삼분의 이가 사계절 천연잔디로 깔려

있고 그 옆쪽으로 2개의 녹색 코트가

있다.

운동장 둘레는 걷거나 조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나 있고 길 양쪽으로 나

란히 편백나무가 심어져 있어 한창 푸

르름을 자랑하고 있었다.

코트에는 2인1조가 되어 8명의 노

인이 기합소리를 내가며 열심히 배드

민턴을 치고 있었다.

지금 시각은 아침 여섯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 동호회

회장을 찾는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동호회는 회장을 두지 않고 모두가 회

장이라고 생각하며 활동한다고 했다.

그래도 동호회를 운영하려면 업무

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

냐는 기자의 말에 우리 동호회에는 총

무 한 사람이 있다며 추귀숙(76)씨를

소개해 주었다.

구목정 실버 배드민턴 동호회는

2011년 7월에 만들어 졌고, 회원 수는

총 16명인데 이중 남자는 4명이다. 모

두나이가만 65세에서 79세 사이인 실

버들이고 부부가 함께 나온 분도 있다.

회 운영은 매월 내는 1만원의 회비

로 운영되는데 회비로 음료수나 커피

를 사서 아침마다 운동이 끝나면 함께

마시며, 2~3개월 마다 맛있는 집을 찾

아 외식을 한다.

그리고 동호회는 운동도 운동이지

만 전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집에 맛

있는 음식이 있으면 떡이건 과일이건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아

침마다 웃고 즐긴다고 한다.

추 총무는 코트에서 뛰고 있는 여자

두 명을 가리키며 릲저 분들 이름은 정

연자, 강필선인데 두 분 모두 우리나

이로 여든 살인데 뒤에서 볼 때 누가

그 나이로 보겠느냐릳고 말했다. 기자

가 보기에도 운동하는 모습에서 몸의

유연성과 민첩성 등이 육십 대 초반으

로 보였다.

운동을 마치고 휴식처로 돌아온 회

원들에게 배드민턴 운동을 해보니 어

떤 점이 좋은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영희(65) 씨는 릲자진뿐 아니라 손발

이 찬 여성의 경우 전신운동을 하다

보니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력도 생

기며 고지혈증도 좋아졌다릳고 했다.

허수범(72) 씨는 릲배드민턴 운동은 신

체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다

면서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겨

울방학동안 같이 다니며 배드민턴을

쳤더니 어린애가 그런지 빨리 배워서

이젠 제법 자세가 좋아졌다릳고 했다.

그런가하면 이현철(74) 씨는 릲배드

민턴 운동은 중독성이 강한 운동인 것

같다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가 힘들

다릳며 릲우린 부부가 함께 나와서 치고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부부가 같이 하

길 권하고 싶다릳고 했다.

김숙자(74) 씨는 릲뭐니 뭐니 해도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좋

다릳며 릲배드민턴 경기를 하면서 달리

기, 도약, 몸의 회전 등 전신운동을 하

게 됨으로써 몸의 형태적 변화는 물론

내장 기관까지 튼튼해지는 것 같다릳고

말했다.

또 박노돈(74) 씨는 릲정신건강에 좋

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복잡한 현대사

회에서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

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배드민턴 형태

가 치고 달리는 동작이어서 파괴적 욕

구 해소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

지 해소시켜 줌으로서 밝은 정서를 유

지시켜 주는 것 같다릳고 말했다.

그리고 박태현(65) 씨는 릲사회적 측

면에서 배드민턴은 네트를 가운데 두

고 신체적 접촉 없이 행하는 운동경기

이기 때문에 신사적인 인간성도 길러

지고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쉽게 운

동경기를 할 수 있어서 훌륭한 인간관

계에도 도움이 된다릳고 말했다.

고정택 명예기자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새 우편번

호,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

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36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됩니다. 9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9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5

기장군은 정관면 병산저수지에서 장안읍 임랑해수욕장까지

생태하천으로 연결하는 릫○○○ 30리길릮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군민들의 여가 공간 마련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정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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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5)

※기획청렴실 배금연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4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 11명 등기발송)

▷ 강옥자 김혜진(기장읍 차성로) 손은영 신인정(기장읍 차성동

로) 김진모 조성민(기장읍 차성서로) 강주형(일광면 일역

길) 박선자(정관면 산단4로) 박현정(정관면 정관로) 문필임

(정관면 정관1로) 김병훈(정관면 정관3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전현우(기장읍 기장대로) 여행미(기장읍 대청로)김진태(기

장읍 차성로) 김나현 김미영 이직우 장경옥(기장읍 차성동

로) 전규미(기장읍 차성서로) 김영희 안정임(정관면 정관4

로) 김영숙(철마면 고촌로)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 23명 등기발송)

▷ 김정호 김하영(기장읍 기장대로) 서성민(기장읍 대변로) 곽

해준 노금빈 안영환 이광춘(기장읍 대청로) 김월명 신금선

이나영 최옥선(기장읍 차성로) 임장근(기장읍 차성동로) 곽

정미 김병현(기장읍 차성서로) 김지영(일광면 동백길) 김효

철(일광면 이천10길) 박서영(일광면 일역길) 김경희(정관면

방곡3로) 심광섭(정관면 산단4로) 김정윤(정관면 정관1로)

김인준(정관면 정관4로) 임병진(정관면 정관5로) 전종근(철

마면 고촌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문선혜(기장읍 차성로)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2만원 상당, 3명 미래전략과 방

문수령)

▷ 김태희(정관면 모전1길) 이형도(기장읍 차성로) 이혜진(기

장읍 차성로)

○ 블루베리영농조합 협찬 블루베리즙(3만5천원 상당(1박스-30

포), 7명 미래전략과 방문수령)

▷ 강경희(정관면 정관5로) 김혜경(기장읍 기장대로) 신미옥 이

주연(기장읍 차성로) 이현희(정관면 정관5로) 최은정(기장

읍 차성동로) 홍애순(정관면 모전1길)

행사이모저모

제2회 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주최 기장예술인협회 회장 윤

기철, 주관 예술인협회 음악분과 회장 김주현)가 8월 14일 정

관 중앙공원에서 성대히 열려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기장군재향군인회(회장 김호군) 주최로 6.25 참전유공자 및

안보굛보훈가족 위로연 행사가 9월 9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에서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우중본)는 8월

21일 릫2015년도 고리원자력본부 장학금 수여식릮을 갖고 대학

생 421명과 고등학생 81명을 선발해 총 4억9천만원의 장학금

을 지급했다.

정관 여성햇빛합창단(단장 이명분)은 7월 29일 기장갯마을

축제 기장프린지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장열린상담소는 기장군청, 기장경찰서와 연계해 성폭력굛가

정폭력 예방과 성매매 유입 방지굛홍보 계도를 위해 8월 4일 6

일 양일간 일광, 임랑해수욕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관면민 축구대회가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소두방공

원에서 정관청년회(회장 김대열)주최로 열렸다. 우승은 산막

마을팀이 차지했다.

릫함께사는세상 동행(회장 박현문)릮은 8월 20일 재능기부 봉사

활동 릫월광흑미쌀짜장(대표 김영철)릮과 함께 성우해피홈 장애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 했다.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안유득)는 7월 24일 기장읍 대라리 이

진캐스빌 아파트 부녀회와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여름철 아

파트화재에 대비한 옥내소화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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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기간 : 2015. 7. 20 ~ 9. 18

※ 기간 내 도착 분까지 인정

□ 공모대상 : 기장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초굛중굛고등학교

재학생(10명 이하로 팀 구성)

□ 제작방법

- 학교 가정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 요소 발

굴하여 스스로 해결방안을 동영상으로 제작

(※사고감소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

- 기존 TV뉴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제작

(5분 분량 영상물)

□ 제 출 처 :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홍보담당자 서승훈)

※ 작품 제작 시 사전 유선 연락(760-5164)

□ 제출사항 : 영상CD굛제작내역(제작일지)

○ 주 최 :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 일 시 : 2015. 9. 23(수) 오전 10시~12시

□ 장 소 : 정관박물관 강당

□ 강의제목 : 인류최초의 도구 뢾돌이야기뢿

□ 강 사 : 장용준(국립대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내 용 :

- 선사시대 때 돌로 만든 석기의 기원과 특징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도구의 발전과정

- 구석기시대의 인류의 적응 및 생존 과정

- 우리나라의 석기변화과정과 의미를 고고학적 관점에서 접근

- 인류에게 돌은 생존도구이자 필수품이었음을 이해

정관박물관(720-6900)

흐름서원과함께하는역사한마당

릫청소년 119안전뉴스(UCC)릮경진대회

상호 동의과학대학 (주)영웅과학 수질연구소 보건환경

연락처 860-3259 936-1024 669-4601 309-2931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다음사항을 반

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1. 대상건축물

○ 건축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아파트 (5개 층 이상인 주택), 업무시설 (연면적 3,000㎡

이상)

○ 공연장굛체육시설 (객석 수 1천석 이상)

○ 학원굛상점굛예식장 (연면적 2,000㎡ 이상)

○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2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건축물

2. 저수조청소실시 : 6개월마다 1회 이상

○ 청소 후 청소필증 송부(기장수도사업소 Fax : 669-5559)

3. 저수조수질검사실시 :연 1회 이상

○ 검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또는 대

장균,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 수질검사기관

※ 관리자(소유자)가 직접 검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위생교육 이수(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신규 건축물 또는

변경 시에 한함.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669-5581)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안내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청소년 및 신체 건강한 남ㆍ여 60세 이하(정관

면 거주자)

□ 봉사기간 : 10월 31일 ~ 11월 1일(2일간)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됨을 유의.

□ 접수기간 : 9월 21일~10월 10일(토)까지

□ 인 원 : 청소년100명, 일반150명(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Tel. 724-1365

◇축제참가부스신청

□ 사용기간 : 10월 31일 ~ 11월 1일(2일간)

□ 신청대상 : 정관면 내 사회단체 및 동아리

□ 접수기간 : 9월 1일(화) ~ 9월 21일(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정관 어린이도서관 1층 축제사무실 내방)

※ 부스 참가 신청서 추진위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

□ 문 의 처 :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추진위원회

(Tel. 709-5391, 4955)

◇소망등달기신청모집

□ 사용기간 : 10월 31일 ~ 11월 1일(2일간)

□ 신청대상 : 기장군 전지역 희망자

□ 접수기간 : 9월 1일(화) ~ 9월 21일(월)까지

□ 참 가 비 : 등 제작굛설치비 1인당 만원(10,000원)

□ 접수방법 : 온라인(계좌번호:농협/356-1056-6807-73/예

금주-황규원)

□ 방문접수(정관 어린이도서관 1층 축제사무실 내방)

□ 문 의 처 :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추진위원회

(Tel. 709-5391, 4955)

릫제3회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릮
함께하실분을찾습니다

강사김소연외김중형(유랑극단심사위원겸악단장)

기장군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노래하는 우리 노래교실이

벌써 7년째를 맞이하여 김소연 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

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에 웃음과 노래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확 날려버립시다.

○ 이번 27기는 8월 27일(목)부터 등록 접수 및 강의가 진

행됩니다.

○ 매주 목요일 오시면 매학기 지난 후에는 수강시점부터

수강료를 받으니 언제든지 목요일 10시30분경 오시면 됩

니다.

○ 장 소 :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수업시간 : 오전 10시 50분부터 12시 30분까지

○ 주 최 : 기장군청여성노래회장 한정숙

제이토탈기획사

○ 후 원 : 기장문화원, 각 읍굛면 주민자치위원회

김성훈 대표 010-3848-8585

기장군여성행복노래교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양광모 의학원장, 이

하 의학원)은 방사선 치료기의 국산화에 있어

핵심 기술인 6 MeV급 고출력 방사선 발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내 최초로 C-밴드형 가속관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서 지난해 1차 개발한

방사선원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보임으

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의학원은 릫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

업릮의 일환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 ㈜태성정

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입 방사선 치료기와 동

등한 성능을 목표로 총 3년의 연구기간 동안

설계와 제작 그리고 성능 시험에 집중했다.

그 결과 2년차인 지난해 4월에 4 MeV급 방사

선원 개발에 성공했고 그 후 약 10개월 동안

고주파 출력과 빔의 집속력을 높여 올해 초 6

MeV급 전자선과 엑스선의 발생 실험에 성공

해 3년차 연구를 마무리했다. 6 MeV 에너지

는 1.5 V 건전지 40만개로 낼 수 있는 에너지

로 치료용 가속기의 성능 범위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C-밴드형 가속관은 기

존 방사선치료기에서 사용되는 S-밴드형보다

길이가 짧고 방사선 발생에 필요한 전자 가속

장치를 기존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 컴팩트형

가속관으로 불린다. 특히 국내에서 자체 개발

한 고유 기술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기로 개

발하면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양광모 의학원장은 릲앞으로 가속관 등 핵심

부품들의 제작 기술을 실용화하고 국내의 강

점인 기계와 전자 제어기술 그리고 의료용 소

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릳고 전망했다.

또 릲이번에 개발한 6 MeV급 방사선원은 소

형 고출력 전자 가속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자

가속기를 분리, 산업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개

발하는 경우에도 재료, 환경, 비파괴 분야 등

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강한 전자빔이나 엑스선을 이용하는

물리학 실험 분야 또는 반도체 시험 분야에서

도 본 전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소규모 실험 시

설을 구축할 수 있어 의료와 산업, 연구 분야

전반에 신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도 한몫을 할

것이다릳라고 전망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위와 같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는

포항가속기연구소, 2014년에는 ㈜태성정밀과

MOU를 체결했다.

암치료용컴팩트형방사선원개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15년 9월 1일(화요일) 제 235호

지구촌 빈곤층 어린이가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 보내준 부비드림백

을 받고 밝은 웃음을 짓고 있다.

기장군 관내 중굛고등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릫청소년 자

원봉사 썸머스쿨릮이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기장군청 9층 대회

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원봉사가 다양한 분

야의 인식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여름철바다환경지킴이활동의일환으로 8월 12일일광해수

욕장에서 80여명의 청소년들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피서객들에

게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을 제공하는데 일조했다.

센터 관계자는 릲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

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심

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릳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운 여름 세균의 번식이 심한 냉장고 정리를 통해 식중독예

방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실천하는 정리수납봉사단(회장 한숙이)이

8월 17일 장안읍 일대 독거 어르신들 댁에서 냉장고 정리 봉사를 했

으며 9월에는 정관면에서 활동 할 예정이다.

8월 자원봉사 V-day는 가족이 참여하는 레몬차 만들기를 실시했

으며 9월 19일은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마음을 모으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비드림백 만들기 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완성된 부비

드림백 안에는 학용품과 희망 메시지를 넣어 지구촌 빈곤 아동들에

게 전달 할 계획이다.

기장군의 모든 봉사활동 참여는 자원봉사 나눔포털( www.1365.

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724-1365)

빈곤아동에게전달될 릫부비드림백릮

9월 19일 기장군청 9층서 만들어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상규, 기장군 정관소재)

가 기장군과 협약을 맺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기계가공 기능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7월 29

일 입학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

련된 과정으로 산업체수요에 맞는 기계가공분야 전문기능인력 양성

을 목표로 실습을 강화해 기업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입학식가져

동부산폴리텍대학

고리본부, 기장지역금석문기록보존돕는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

장 우중본)가 기장지역 문화재 보존 작업에

동참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릫기장 금석문 연

구책자 발간사업릮을 추진하는 기장문화원(원

장 송영우)에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지원하

기로 하고 지원금 전달식뢾사진뢿을 8월 5일 가

졌다.

기장문화원의 금석문 연구책자 발간은 기

장지역에 흩어져 있는 금석문 약 190여건을

조사해 사진과 탁본으로 제작하고 원본을 판

독굛해석해 책자로 남기는 사업이다. 기장문화

원은 기장 시랑대 마애비, 정관 백운산 조개

화석, 장안 연파당대사쾌주지비 등 시대별 각

종 금석유물을 집대성해 자료화함으로써 대

학도서관굛박물관굛시군 향토자료실에 비치,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석문에

담긴 내용을 분석해 역사문화적인 의미를 추

출하고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관광문화자원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문화원은 이달 중 연구원과 자문위원

을 구성해 자료수집과 조사, 현장답사, 탁본굛

촬영, 원문 번역과 역주 작업 등을 단계적으

로 수행하고 내년 5월께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책자가 완성

되면 기장지역 금석문을 집대성한 최초의 사

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문화원 송영우 원장은 릲기장 금석문 책

자가 완성되면 다른 고증자료나 문헌에서 확

인되지 않은 당시 시대상황과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릳이라면서

릲고리본부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기장군 최초

로 지역 금석문을 집대성하는 연구용역이 성

사된데 크게 감사한다릳고 말했다.

이동효드림행사성공적개최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부산광역시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지회장

정계수)에서는 7월 23일 철마면 주민자치센터

에서 철마면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릫이

동효드림 사업릮을 개최했다. 현대요양병원의 혈

압 및 혈당체크, 기장군 치매지원센터의 치매상

담과 검진, 스타일치과 기공의 틀니세척, 뉴욕치

과의 치과 진료상담, 가나안보청기의 청각검사,

자원봉사자의 헤어컷, 기장문화원의 공연, 지회

의 건강안마마사지를 실시해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의 구축활동

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를 한 차

원 높게 제공했다.

정 지회장은 릲기장군지회 소속 경로당을 월별

로 선정해 릫이동효드림사업릮을 지속적으로 진행

을 할 예정릳이라고 밝혔다.

지역상담실운영

헌법재판소

릫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릮은 먼 거리에 거주하

는 국민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직접 현장

에서 설명하는 곳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사

건접수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상담이 주

로 이루어진다.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에 의

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

우에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공권력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줄 것을 요청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국민

의 기본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사례로는, 독립영화관 상영관 확보문

제, 중증질환 치료약의 의료보험대상편입문제,

화물자동차의 면허와 운송영업의 안전문제, 의

료사고분쟁, 검사의 공권력행사, 행정계획실시

와 관련한 재산권 침해문제, 경찰관채용시험기

준문제, SNS에 있어 표현의 자유문제 등 국민

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실

시했다.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수요

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청 3층 애

민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 상담시간 수요일 : 14:00~17:00, 목굛금요일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지역상담 관련 문의 :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

(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051-888-6696)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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굩

기장에서만나는이색등대기행

시인 고은 선생이 노랫말을 붙인

동요<등대지기>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에 한 줄기 빛은 길

잃은 배에게는 생명과도 같다. 끝없

이 넓은 바닷가에 외로이 서서 누군

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바다를 지키는 등대... 가만히 등대

를 보고 있으면 든든해 보이기도 하

고,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일광면 칠암항에서 바라본 이색적인 모습의 등대. 오른쪽에서부터 야구등대, 갈매기등대, 장어등대.

바다의 수호천사 등대가 변하고 있다.

부산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개성 넘치는

조형등대가 하나둘씩 생겨나더니 이제는

등대를 찾아 여행하는 사람까지 생겨났

다.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등

대가 볼거리가 된 것이다. 특히 이색적인

형상을 많이 한 조형등대가 가장 많은 곳

이 바로 기장군의 해안선이다. 요즘 트렌

드에 맞게 기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하고 색다른 등대들이 기장 앞바다를 수

놓고 있다.

젖병모양의 등대를 비롯하여 마징가제

트라는 별명을 가진 장승등대, 월드컵을

기원하는 월드컵기념등대 등 이름만큼 개

성이 강한 모양으로 저마다의 매력을 뽐

낸다. 덕분에 한없이 든든하고 외로워 보

이던 등대가 이제는 친숙하고 재미있어지

기까지 하다.

송정해수욕장에서 용궁사로 향하는 해

안도로는 쭉 뻗은 수평선과 함께 절경으

로 꼽히는 명품 드라이브 길이다. 용궁사

를 지나 5분만 운전하면 연화리 앞바다가

나온다.

등대는 기장읍 연화리에서 시작된다.

젖병등대

아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세요

연화리 입구에 들어서면 5.6M 높이의

젖병모양의 귀여운 등대가 눈에 들어온

다. 어쩜 저런 등대를 만들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한달음 뛰어가서 살펴보니 2009년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OECD 국가 중 출

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장려를

기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정식 명

칭은 귀여운 모습과 달리 무미건조한 릫서

암항 남방파제등대릮.

이 등대의 외벽에는 실제로 부산 지역

에서 태어난 영유아 144명의 손과 발 도장

이 찍힌 타일이 붙어있는데 양각으로 제

작돼 만져보면 매끈매끈 기분 좋은 촉감

에 손이 계속 머무르게 된다.

젖병등대 옆에 있는 등대와 똑같이 생

긴 미니어처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주는 우체통이다. 원래는 우

체통 안에 엽서가 비치되어 있어 가족, 연

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 있도록 설

치됐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상실한 거 같

아 아쉬움이 남는다.

젖병 등대의 왼쪽 방파제에 위치한 붉

은 등대의 이름은 닭벼슬 등대이다. 나무

계단을 올라 전망대에 서면 난간마다 연

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며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 닭벼슬 등대는 등대가 높아

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첫 작품이다.

월드컵기념등대

2002년의 감동을 떠올리며

젖병등대에서 11시 방향 쪽을 바라보면

2002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굛

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월드

컵기념등대가 보인다. 한 장소에서 세 개

의 각기 다른 모양과 사연을 지닌 등대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건 기장군에서만 느

낄 수 있는 매력이 아닐까.

대변항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길

이 50m가량의 방파제 끝에 우뚝 서 있는

월드컵기념등대를 만날 수 있다. 방파제

입구부터는 차가 진입이 되지 않는다. 바

로 옆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족, 연인,

친구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걷다보면 3

분 이내 등대 앞에 도착할 수 있다.

도착하고 보니 앞서 봤던 젖병 등대와

닭벼슬 등대와는 다르다. 고개를 젖혀야

그 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

을 자랑한다.

2002년 한굛일 월드컵 개최와 4강 신화

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등대는 미사

일 발사대를 닮은 빨간색 등대에 세 개의

다리가 축구공을 감싸고 있다. 이 축구공

생김새가 낯이 익다. 이 축구공이 바로

2002년 월드컵 공인구였던 릫피버노바릮다.

등대의 아랫부분을 잘 살펴보면 출전국가

의 국기와 경기 성적이 기록되어 있어 다

시 한번 그때 그 영광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월드컵기념 등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뒤

편에 흰색, 노란색 등대가 나란히 서있다.

다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서로 등

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등

대가 다양한 별명을 지닌 장승등대다.

장승등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월드컵기념등대 앞에는 외해의 파도를

막기 위해 인공섬 형태의 릫뜬 방파제릮가 설

치되어 있다. 릫뜬 방파제릮 끄트머리에 우뚝

솟은 두 개의 등대는 장승등대라는 이름

이 있지만 생김새가 로봇을 닮았다하여

마징가Z등대, 태권V등대라는 재미난 별

명을 얻었다.

하지만 실제 모델은 천하대장군과 지하

여장군, 바다를 바라보는 흰 등대가 천하

대장군, 빨간 비녀를 꽂은 노란 등대가 지

하여장군이다. 노란 등대는 천하대장군과

짝을 맞추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데 공식

명칭은 대변외항 남방파제등대로 대변항

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장승등대는 이름처럼 마을의 안전을 지

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나는 바다 쪽을 바

라보며 나가는 배를 배웅하고 또 하나는

육지 쪽을 바라보며 항구로 들어오는 선

원과 어부를 반긴다.

등대 한 쌍이 이곳을 드나드는 배와 어

부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흰색 장승등대는 고기잡이 나가는 배들

과 어부들에게 무사히 만선해 돌아오라고

배웅하듯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 노란

장승등대 들어오는 선박과 어부들을 무사

하게 조업을 하고 돌아 왔다고 반기는 듯

하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거 같아도

그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면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

야구등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기념하며

대변항에서 북쪽으로 11km를 더 달리

면 고리원전이 보이는 칠암항에는 이색등

대의 완결판을 볼 수 있다. 부산사나이들

이 열광하는 야구를 형상화한 야구 등대

와 부산 갈매기를 연상시키는 갈매기 등

대가 그것이다.

야구도시 부산.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칠암항에 하얀 야구배트와 글러브, 야구

공이 세워졌다. 이 커다란 조형물의 정체

는 바로 등대. 10미터 높이인 등대는 2008

년 베이징올림픽 야구 금메달 획득을 기

념하고 야구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

기 위해 만들었다. 배트 형상의 등탑을 중

심으로 야구공과 글러브 모양 조형물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특히 등탑을 타자

모자 모양으로 재미있게 만들어 눈길을

끈다.

야구공 조형물 안쪽 벽면에는 전설의

투수 무쇠팔 최동원과 영원한 맞수 선동

열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경기모습을 담

은 사진과 선수들의 친필사인, 우승소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색 등대들이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

아 기장을 찾는 여행객들은 일부러 시간

을 내어 들르기도 하는데 사진애호가들이

등대를 배경으로 한 장의 일출 사진을 담

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출사를 오는 유명

한 출사장소가 바로 야구등대다.

갈매기등대

부산 야구 응원의 열정을 담아

야구등대 왼쪽에 설치된 빨간색 등대는

부산 야구 응원의 열정을 닮은 갈매기 등

대다.

부산이 연고지인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사직야구장은 릳부산 갈~매

기, 부산~갈매기, 인자 한방 쌔리라릲 하는

함성으로 뒤덮인다. 그 응원 구호에 나오

는 부산 갈매기가 기장군 칠암에 우뚝 서

있는 이색 등대가 탄생한 이유라니 역시

부산은 야구 도시다.

부산에 야구명예의 전당을 유치하기 위

해 2012년에 야구공 모양의 원형 조형물

과 등대를 세우고, 원형 조형물 안에 갈매

기 조형물을 설치했다.

12m 높이 기둥과 지름 10m 크기 원형

구조물로 이뤄졌으며, 전체적으로 붉은색

으로 지역 이름인 일광(해오름)을 형상화

한 둥근 원 모양에 원형 안에는 갈매기가

힘차게 날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다

이나믹 부산의 모습을 적절히 표현한 멋

진 등대다.

특히 춘분과 추분 때에 원형 조형물 안

으로 해가 뜨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

니 기억해두자.

갈매기등대 북쪽에는 칠암항 앞바다에

잡히는 붕장어를 상징하는 노란색 붕장어

등대가 꾸불꾸불 서 있어 눈길을 끈다. 개

성미가 극대화 된 야구등대, 갈매기등대,

붕장어 등대가 일직선으로 서 있는 모습

은 다른 어떤 곳을 가도 볼 수 없는 독특

한 풍경이다.

물고기등대

풍어를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임랑항에는 또 하나의 이

색 등대가 세워져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었다.

이 등대는 황금 낚싯대로 대어(大漁) 낚

는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풍어를

바라는 어민들의 소망이 깃들어있다.

특히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금방이라

도 팔딱팔딱 튀어오를 것만 같은 생동감

과 황금색 지느러미가 햇빛에 비춰 반짝

반짝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물고기등대는 등대갈맷길 걷기코스

12.2km의 출발점인 임랑항에 설치돼 칠암

항 야구등대, 서암항 젖병등대, 대변항 월

드컵기념등대 등과 연계하여 선박의 안전

항행 길잡이 역할과 함께 어촌마을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기장군은 릫등대천국릮이다. 연안을 따라

30개의 등대가 줄을 섰다. 앞에 소개된 등

대 말고도 특이하고 이색적인 등대가 기

장 앞바다를 수 놓는다. 이를 돌아보는 것

도 여행의 묘미다.

바로 릫등대체험 코스릮인 셈. 기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색등대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자.

굛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연화리에 있는 젖병등대. 임랑항에 있는 물고기등대.연화리 앞바다에 있는 장승등대. 칠암항에 있는 갈매기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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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의성공포인트 ⑥발품으로계약하기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땀을 흘려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꼭 드는 점포를 찾았다. 게다가 보증

금이나 임대료 및 권리금도 대체로 적정하다. 이제 남은 것은 점포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잠깐만굩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점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릫단디릮 확인해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릫설마릮하는 생각으로 일을 대충 처리했다가 훗날 릫그 때 좀 더 단

디 할 걸릮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큰돈이 오가는 점포임차계약을 대

충 처리해서 되겠는가. 릫화장실을 들어 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릮

는 말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릫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릮는 심정으로 발품을 팔아 점포에 문제가 없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란 말인가.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 각종 공부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공적장부로서 등기소에서 발급한다. 이것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굛갑구굛을구로 구성된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되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자 또

는 공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갑구에 가등

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기록이 있으면 소유권에 관한 분

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 부동산거래에는 언제 무

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번거롭더라도 등기부를 계약 전, 중도금납부 전, 잔금

납부 전 등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층별 면적, 소유자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대장을 통하여 소재 지번, 지목, 부지 면적, 소유자 등

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용도지역, 지구, 재개발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서류는 관련 관공서로 발품을 팔거나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점포를 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매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은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기본 인적사항, 임대차 건물의 소재지,

임차인별 기본 인적사항굛점포 기본사항굛임대차 기간굛보증금과 월차임굛사업자

등록 신청일과 정정신고일굛확정일자 획득일 등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공부서류들은 대충 대충 확인하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꼼꼼히 기록 점검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자칫 놓칠 수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공부서류를 확인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건물주, 창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기존 세입자의 입회

하에 임대차 당사자인 건물주와 창업자의 명의로 당사자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기재사항은 빠뜨리지 말아야 하며 건물 수선비의 부담 범위나 계약

종료 시 구축물(시설)의 처리 등은 훗날 임대차 당사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높다

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되면 점포가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

우를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계약서는 한번 서명하면 끝이

다. 릫설마가 사람 잡는다.릮라는 말이 있다. 릫대충릮, 릫설마릮

하는 식의 계약은 훗날 돌일 킬 수 없는 화(禍)를 자초

할 수 있다. 계약은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나무랄 것이

없다. 공부서류와 계약서 내용을 릫꺼진 불도 다시 본다릮

는 심정으로 릫단디릮 살펴보고 확인하여 훗날 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일(화요일) 제 235호

孝
노인요양센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4년 연속(기장군최초굩)

최우수기관선정(재가)

1급 요양보호사가정방문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전문기관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 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중풍,치매,노인성질환)

유료광고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2015-2학기

경성대학교평생교육원수강생모집안내

경성대학교평생교육원

유료광고

구 분 과 정 명

사
회
교
육
부

오피니언리더
CEO비젼리더십, 가요 색소폰 CEO, 재즈 색소폰
CEO, 경성색소폰 합주 색소폰리페어CEO, 가요색
소폰마스터, 부동산상가중개실무, 부동산 경굛공매

자격증

CS Leaders관리사, 독서지도사, 다문화가정복지
상담사, 두뇌훈련전문가 마술교육지도사, 미술심
리상담사, 색채심리상담사, 서비스(CS)강사양성
웃음치료사, 커피바리스타, 예술융합교육지도사,
토론지도사 어린이북아트, 환경관리지도사

미술굛공예굛사진

도자공예, 서양화, 한국화(수묵화/채색화), 사진
예술(초급/중급) 사진작품연구, 서은혜 서양화표
현기법, 서양화 작가 입문반, 서은혜 서양화 전통
자수공예지도자

전문가 양성
이어테라피, 영화와 사진으로 풀어보는 심리치료,
교사를 위한 라인댄스 피아노콩쿠르전문지도자,
피아노어드벤쳐전문교사양성

음악
가곡교실, 교회음악지도자(오르간), 성악클리닉,
통기타교실, 우쿨렐레 목련합창단, 보컬트레이닝,
힐링가요아카데미

일반교양
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여행, 성명학 내손으로
이름짓기, 시창작, 시낭송 신비한산야초활용, 실
전명리학, 힐링을 위한 클래식 감상법

패션굛헤어굛꽃
한국복식전승, 한복지도자, 화훼장식플로리스트,
헤어뷰티최고지도자 헤어일러스트

어학교육부
영어회화(주간/야간), 팝스 잉글리쉬, 일본어, 토
익, 토익스피킹

스포츠센터
수영, 헬스, 스쿼시, 아쿠아로빅, 요가, 줌바댄스,
바디웨이트

1. 개강: 2015년 9월 첫째주 과정별 개강

2. 접수: 2015년 8월 1일 ~ 9월첫째주까지, 과정별등록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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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ac.kr/kscec)

4. 문의처:사회/어학교육부?051-663-5311~5316 스포츠센터?

051-663-5300~2

- 주간반

- 야간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청소년반, 어머니요리반
▶

○모집대상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청소년

( 나이에 상관 없습니다 )

○ 2년만에정규고등학교졸업장취득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 두신 분은 기간을 더 단축)

○무시험으로전원대학진학

○각종조리사자격증취득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자격증)

○직장인을위한반개설

- 출퇴근시간 지장 없습니다

-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학비무료입니다

릲
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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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정보마당

년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건수(건) 1,577 1,442 1,308 1,783 1,560

전년대비 증가율 55.5％ △8.6％ △9.3％ 36.3％ △12.5％

굛

구분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현행징수 인상요금 인상폭 현행징수 인상요금 인상폭

경차 400원 500원 100원 400원 500원 100원

소형 800원 900원 100원 800원 1,000원 200원

대형 1,100원 1,400원 300원 1,200원 1,500원 300원

초대형 1,100원 1,400원 300원 1,200원 1,500원 300원

릫 릮

대상자 기준

관 람 료

비고부산광역시민
(신분증소지자)

그 밖의
지역주민

어른 1회 2,000원 3,000원 20세 ~ 64세

어린이
청소년
군 인

1회 1,000원 2,000원
7세 ~ 19세
하사 이하

군인

▣ 무료관람 :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해당
하는 자

▶보호자 동반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정 등
(관련증 소지자)

▣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매표는 관람종료 1시간전까지)

▣ 휴 관 : 1월 1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

굩

릫 릮

노선번호
(운행업체)

노선 조정 내역
비고

내용 당초 변경

73번(세진) 변경
정관신도시-철마
웅천리-반송

오전 : 정관신도시-철
마웅천리-반송-동래
롯데백화점(1일 4회)
오후 : 정관신도시-철
마웅천리-반송

기장철마
농촌복지

노선

노선번호
(운행업체)

노선 조정 내역
비고

내용 당초 변경

기장2번
(차성)

변경
기장-학리-일광-삼
덕-횡계-화전-상곡

기장-학리-일광-이천
가화만사성-부산은행
연수원-화전-상곡

예) 릫15.9.25일 출국자의 경우: 릫15.12.24일(90일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급정지

☞ 계산식: 9월(6일)+10월(31일)+11월(30일)+12월(23일)

□ 추진배경

○ 119, 각 구굛군 재난부서 등 재난피해신고 개별창구 운영

○ 재난상황시 시민 혼란 및 피해 집계 애로 등 접수창구

일원화 필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기상특보시 ▶ 태풍주의보, 호우경보시

○ 운영시간 : 태풍주의보, 호우경보 기간 중 24시간

○ 운영장소 :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 운영내용 : 재난피해 신고접수, 문의 상담 등

○ 핫라인 운영번호 : 888-6000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888-2961)

□ 추진배경

○최근여성대상범죄의증가로여성의사회적불안감증대

《부산지역 성폭력 발생 현황 - 부산지방경찰청 5대범죄

통계 중 릫강간굛추행릮》

○ 반지하, 원룸 등 방범 취약지 거주 여성에 대한 안전

대책 필요

○ 여성 1인 가구는 주거안전을 위한 지역중심의 안전체

계 마련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을 기대(부산여

성가족개발원 연구결과)

□ 운영개요

○ 목 적 : 방범 취약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 1인

가구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기 간 : 2015. 3 ~ 12월

○ 대 상 : 여성 1인가구

※ 당초 저소득 및 한부모(모자) 가족 대상, 신청자가

적어 일반 가구로 확대

○ 계약기간 : 2 ~ 3년 단위

뢾해지통보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연장뢿

○ 사업내용 :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위급 시 긴급

출동

- 출입문굛창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로 주거침입 방지

(경보음 발생 등)

- 위급 상황 시 전문 보안요원 긴급 출동

(자동출동 및 요청출동)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888-1532)

□ 운영개요

○ 시행시기 : 2015. 9. 1부터 시행

○ 인상내역 :

※ 초대형은 대형과 같은 요금 유지 (초대형화물차 시내

도로 진입 억제)

□ 추진배경

○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을 민자도로 미이용 일반시

민 부담 전가 한계

- 통행료 미인상분 누적으로 가중되는 市 재정부담 경감

▷ 백양굛수정산터널 : 07년 8월 인상 이후 8년 1개월 경과

- 07년 ~ 14년 발생 재정부담 : 443억원

(백양 239, 수정산 204)

○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굛도시철도는 2~4년마다

인상과의 형평성 제고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888-2706)

○ 응모기간 : 9. 21(월) ~ 9. 30(수)

○ 응모주제 : 국민권익 정책(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

화, 사회적 신뢰 확충)

○ 응모대상 : 방송 영상 및 영화 등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모 양식 :UCC 동영상

- 제작형태 : 스마트폰, 영상굛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

영된 영상물 및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영상물 등

- 제작분량 : 30 ~ 60초 이내

- 파일형식 : avi, mpeg, wmv, mov, mp4 파일

○ 응모방법 : acrc0229@hanmail.net 메일 접수

○ 시상내역 : 총 1,000만원

- 대상(1편) 300만원, 최우수상(2편) 200만원, 우수상

(3편) 1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070)

□ 관람료 안내

○ 근 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 시행일자 : 2015. 9. 12(토) ~

※ 무료개방 릫15. 4. 10 ~ 9. 11

부산시립미술관(740-4264)

□ 기장경찰서 릫피해자 전담경찰관릮은 피해자에게 심리,

경제, 법률지원을 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주민과 함께

합니다.

□ 릫피해자 전담경찰관릮이란

-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

자보호 및 지원을 전담하는 경찰관입니다.

※ 대상사건 : 살인, 강도, 방화, 주요폭력사건 등

□ 릫피해자교통편의제공릮이란

- 야간조사 후 귀가해야하는 피해자에게 교통비 제공

피해자 심리 안정과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살인, 강도, 방화, 성굛가정폭력피해자 등

경찰민원콜센터 182

2015년 제 2차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이 다음과 같

이 조정되었으니 주민여러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5. 8. 22(토)

□ 시내버스 노선조정 : 73번

□ 마을버스 노선조정 : 기장2번

선진교통과(709-455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부칙3조에 따른 개

정안이 2015년 9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이 지급 정지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주요내용)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 정지

- (통지) 지급 정지 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보호자에게

통지

- (시행일) 2015. 9. 19

- (적용례) 해외체류 기간은 법 시행 후 해외에 체류한

날부터 적용

□ 적용 기준

○ (기준) 출국후 9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원 중지

(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실적용일) 릫15. 12. 18

＊90일 = 시행일(9.19)+89일 = 9월(12일)+10월(31일)+

11월(30일)+12월(17일)

○ (관련 조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부칙

제3조

○ (지급정지일)

- 시행일(9.19일) 이전 출국자 : 릫15.12.18일

- 시행일(9.19일) 이후 출국자 : 출국일 포함 90일이 되

는 다음 날

○ (양육수당지급) : 90일이 포함된 달까지는 전액 지급

- (지급 정지 시 통지) 지급 정지 사유 통지

- (정지이후 재입국시) 양육수당 재신청 요하며,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인재양성과(709-4644)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제일프라자304호
(휴먼시아1단지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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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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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가지 채소찜

가지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항염증 기능 및 항알레르기 기능이 있

고 당뇨, 고지혈증, 신경계 질환에 예방 효과

가 있다. 또한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

와 변비개선에도 좋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

로 나트륨배출에 도움을 주어서 부종을 개선

해 준다.

재료 및 분량 (3인분)

가지 1개, 불린 표고버섯 1개, 애호박 30g,

당근 10g, 실파 5g, 청, 홍고추 약간씩, 찰밥

30g, 전분 적당량, 간장 1큰술, 참기름 반 큰

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초간장-간장 2 큰

술, 식초 2 작은술, 설탕 1/2 큰술, 야채육수 2

큰술, 부추 3줄기

만드는 방법

1. 가지를 손으로 주물러 껍질과 속이 분리 되

도록 만든 뒤 꼭지 부분을 잘라내 속을 파

낸다.

2. 가지 껍질에 소금을 뿌려 부드럽게 절여지

면 살짝 수분을 짜 낸다.

3. 표고버섯과 준비한 채소는 잘게 썬다.

4. 찰밥에 다진 채소를 넣고 간장, 참기름, 소

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5. 절인 가지 안쪽에 전분을 골고루 뿌리고 양

념한 속을 꽉 채운다.

6. 김 오른 찜통에 가지를 올려 쪄 낸다.

7. 초간장을 만들고 그 위에 잘게 썬 부추를

올려 낸다.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추미정

도심을벗어나몸도마음도씻어내보자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흙시루

생활민속품 보며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이야기꽃 피워

단호박 친환경오리 요리. 3인분 4만8천원.

흙시루 대표 한식메뉴인 시골밥상 1인 1만원.

흙시루 전경.

부산의 대표 음식점으로 자리 잡은 흙시루(대표

김용호, 기장읍 차성로 451번길 28)를 들어서면 여

러 채의 초가집들이 보이고 마당에는 비를 맞고 예

쁘게 자란 분재 화분들이 가세, 손님을 반가이 맞이

해준다. 아이들은 초가집 벽면에 진열되어 있는 생

활민속품들을 보고 신기해하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 황토로 꾸며

진 방은 소박한 정감이 느껴지고 식후 산책로와 야

생화 식물원에선 도회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350종

이상의 갖가지 희귀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있다.

흙시루는 릫한국의 전통문화릮를 콘셉트로 하고 있

다. 시골의 잔칫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절편, 잡채, 전,

식혜, 찜 등의 음식을 황토 초가집, 토굴, 기와집, 너

와집 등의 10여동의 전통가옥에서 즐길 수 있다.

민속관과 흙시루 곳곳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도자

기를 비롯해 60~70년대의 골동품 등 2천여점이 전시

돼 있어 예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아름답게

꾸며진 전통식 정원에서 다양한 야생화와 정원수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맷돌 베틀 풍로 디딜방아 등을 보

며 닭, 토끼 등 동물농장까지 둘러보면 그게 바로 살

아있는 공부다.

흙시루는 1999년 지금의 기장읍 향교 아래에 터를

잡았다. 2001년 모범음식점 지정, 2002년 부산의 맛

집에 선정되면서 각 언론과 방송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부산시 공식 일본관광지로 소개

됐으며 APEC 세계적 기업총수 부인단 방문,

BEXCO음식박람회 출품 등 화려한 연혁을 자랑하

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에서 6월 사이, 하루 500명에서 1

천100명, 총 5천600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

치해 부산의 대표 음식점으로 이름을 굳혔다.

음식은 오리황토가마구이, 단호박유황오리 등 몸

에 좋은 오리요리를 중심으로 시골밥상과 흙시루밥

상, 버섯회 등이 있다.

흙시루 음식의 비방은 천일염에서 간수를 빼서 가

마에 구워 해독 분쇄한 건강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일광산굛봉래산 수맥의 300m지하에서 발굴한 음용수

로 물맛을 내고 있다. 릫한약집성방릮에서도 거론되는

오리는 식용보다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노화

방지와 거풍작용에 특효가 있다. 오리의 효능을 강

화시켜주기 위해 유황, 옻, 엄나무 등의 식물을 이용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부스럼이나 종기의 시달

림이 많았던 시절, 유황을 오리에 넣어 중화시켜 조

혈 작용의 치료를 목적으로 먹기도 하였다. 가시가

많은 엄나무를 오리와 함께 넣으면 리놀레산, 올레

산 등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오리의 기름을 흡수하

고 오리냄새를 제거, 식궁합의 상생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흙시루의 황토

오리는 현대인을 위한 대표적인 해독음식이다.

한편 릫흙시루릮가 중국인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인관광객 전문식당으로

운영된다. 부산시는 중국인관광객 전문식당 7곳을

선정해 지난 7월 15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인증

서와 인증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최근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중

국인관광객 전문식당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올

해 처음으로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인증제를 도입키

로 한 것이다.

흙시루는 관광진흥법에 의한관광식당으로중국인

관광객 300명이상 동시 수용할 수 있고 주5일 이상

중국인이 전용 가능한 식당이다.

아울러 중국어 메뉴판굛중국어 응대와 일정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는 등 중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

태세를 갖춘 업체로 인증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간이다.

흙시루는 릫부산시 지정 중국관광객 전문식당릮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지원됐고 부산시 홈페이지

와 언론사굛여행사 팸투어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

이다.

흙시루 예약 722-1377

굩 굩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와 함께하는 영양상식

대한민국이 무거워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우리 국민의 고도비만율이 2002년 2.5％에서

2013년 4.2％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10

년 뒤인 2025년에는 국민 17명 가운데 1명이 릫고도

비만릮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만은 릫체지방의 비율이 과도하게 된 상태릮로서,

수명의 단축 뿐 아니라 당뇨, 뇌굛심장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 장애, 관절염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

인에 의한 체내 열량 소비 능력의 저하, 내분비 이상

으로 인한 식욕중추의 장애, 환경적 요인으로서 고

에너지 식품 섭취와 육체적 활동량 감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식사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품 섭취 양상을 보면,

2001년에서 2013년까지 1일 총 식품 섭취량은 255g

증가하였고, 지방에서 얻는 에너지 섭취 비율도

19.1％에서 21.2％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 조절보다 체지방의 조절이 목표가 되어야 한

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식사 조절의 원칙은 첫째,

식품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0.5kg

의 체지방 감량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하루

에 500kcal를 감량하면 된다. 이것이 힘들다면 한 끼

에 밥 1/3공기씩을 줄여 하루 300kcal의 열량 섭취

를 감소하는 정도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재료의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만복감을

주고 열량 영양소의 흡수율을 저하시키기 위해 지방

은 적으면서 수분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품이

유리한데, 과일, 채소, 해조류, 콩, 저지방 유제품,

전곡 등이 적당하다. 또, 액체 음식은 고체 음식만큼

포만 기전을 자극하지 않으므로 저열량 음료를 선택

하거나 버터 식빵보다는 통밀빵, 케이크보다는 떡을

배치하고, 탈지유로 만든 치즈나 요구르트, 저지방

마요네즈 등의 대체품으로 식사나 간식을 바꾸어보

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조리법도 중요하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

라도 기름을 사용하는 볶음, 부침이나 튀김보다는

무침, 조림, 찜이 유리하다. 튀긴 감자 반 컵을 삶은

감자로 바꾸면 65kcal, 삶은 닭고기 반 마리는 튀긴

닭고기보다 175kcal를 줄일 수 있다.

비만의 예방과 치료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평생

에너지 섭취 조절이 필요하므로 무리한 감량 목표를

반복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사 습관과 생활 습관을 생

활화하도록 하자.

강희정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연구위원

동부산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퀴즈협찬광고

진료내용내과(신장)

■풍부한경험의혈액투석시술굩

■첨단혈액투석장비굩(40대이상 보유)

■ 우수한 의료진굩

■ 풍부한 경험의 간호사굩
홍수희병원장

진료내용재활클리닉

김기림원장(전 메드월병원장)

■ 뇌신경 재활(뇌졸증,성인 뇌성마비 등)

■ 근골격계 재활(척수,관절,각종관절염등)김기림원장

(재활의학과전문의)

ㅣ진료문의ㅣ 051)553-9000 ㅣFAXㅣ051)526-7121

진료과목

·내과·재활의학과

·정형외과·외과

·피부과·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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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요리훈련생모집
-진학및취업유망직종-

퀴즈협찬광고

■직장인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 한식개강일: 10.15~(저녁7시 1일2시간).
(죽.면요리/비빕밥,콩나물밥/찌개.찜요리/구이.볶음요리/김치류.후식외)

○ 양식.중식개강일: 10.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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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반찬.생활요리특강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 찬모조리사취업과정(한식.밑반찬)(월~목) 9.16~10.29(14:30~18:10)

◈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월~목) 10.15~11.17(09:30~13:30)

◈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월~금) 10.19~11.24(9:30~12:30)

◈ 한식취업준비반(한식)(월~목) 9.21~10.27(14:00~17:00)

[국비지원특전]
◈ 특 전 : 훈련기간 훈련수당지급 약 매월28만원

(교통비.식대별도지급)

◈ 교육대상 : ①주부.남.여(요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64세미만)

②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 모두가능굩

③ 고등학교,대학교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누구나 가능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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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비젼교육센터

국가자격증 과정 개강일 본 교육센터의 장점 및 진로

요양보호사

주간반(09:00~17:20) 2015년09월17일
장점 구)기장요양교육원(부산시지정6호)/

2천7백여명 배출

전국최고 합격＆취업률/ 검증된 교육기관

진로 요양시설, 재가센터 취업/

내 가족 요양도 급여지급

(급여 1일4시간 70만/ 시설취업 170만 전후)

야간반(18:30~22:20) 2015년10월05일

오전반(09:00~13:50) 2015년11월09일

뢿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합격률 99％ 달성굩뢾

장례지도사

주간반(09:00~17:20) 2015년09월 7일

재직자 야간반(근로자

카드발급) 국비지원 가능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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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노인복지센터 재직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과정
8년 전통의 우수교육기관으로써 최고 합격률과

희망인원 전원취업을 달성하고 있습니다.2차 2015년09월05일 3차 2015년10월17일 4차 2015년10월17일

고품격 어르신 돌봄기관 - 실버캐슬노인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현장평가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요양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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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협찬광고

▣장례지도사야간반과정근로자카드(현재직자)국비지원훈련생수강가능굩
(♪♪임마누엘정관지교회실시-매주목요일오후3시본원 806호강의실)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굛
장례지도사과정개강안내굩유망산업인 고소득 약용굼벵이 사육하실 분

남녀노소 누구나 큰 힘들이지 않고 사육가능

특허 받은 혁신적 기술로 연중 생산가능

생굼벵이 건조굼벵이 항시 판매합니다

기장토종굼벵이

최고의 기술과 경험으로 전국최고의 약용굼벵이를

생산하는 기장토종굼벵이 농장에서 같이할

사육 농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10-3549-8259

홈페이지 www.기장토종굼벵이.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4-부산기장-0150호, 사업자등록번호 621-91-69575

유료광고

기장야화 27

서낭단에서인연맺은소금장수부부

조선 영조때 일이라고 전해져오고 있

다. 기장현청 안에서 부농가로 알려진 김

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농촌에서 나

름대로 돈을 모아 논밭을 사 여기서 수확

하는 곡식을 춘궁기에 극빈농가에 장기

채를 놓아 많은 이식을 받아 남부럽지 않

는 부호행세를 하고 있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동문밖에 다정한 친구인 이생

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두 분이

젊은 시절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여 자식

을 두어 짝을 이뤄 줄때는 하나쯤은 남

줄 것 없이 서로가 사위나 며느리를 맞이

하자고 굳게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이생

원이 먼저 혼인하여 딸을 보게 되었으며

김 씨도 딸을 둘이나 보고 이어 10년쯤

뒤 아들을 보게 되었다. 이 씨의 딸이 혼

인 나이인 18세가 되었는데 김 씨의 아

들은 겨우 9세가 되어 젊을 때 약속한 혼

인을 시킬 수 없었다. 그런데도 김 씨는

이생원 딸이 탐이 나서 결혼을 시키자고

우겨 되는 바람에 양가서는 옛 우정을 못

잊어 혼례를 치러주었다.

나이 아홉 살이면 어머님 곁에서 어리

광을 부릴 나이였다. 차려놓은 신방에서

는 낯선 아주머니하고 잠자기 싫다면서

어머니 곁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고 요에

다 오줌을 싸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날만 새면 친구들과 어울려 냇가

에 나가 고기 잡는 것이 일과였다. 시가

어른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 며느리가 잘

타일러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린 신랑

을 꾀어서 목욕도 시켜주고 손발톱을 깎

아 주는 등 여자로서 성의를 다했다.

결혼 4년까지 온갖 노력을 했으나 헛

수고였고 신부되는 친구들은 시집가 아

이를 한 둘씩 낳고 있어 속이 상할 때가

많았다. 남자나이가 13세쯤 되었으면 뭔

가 알듯도 한데 이성을 전혀 몰랐다. 어

쩌다 신부가 잠자다 신랑의 그것을 만지

면 아침 밥상자리에서 시어머니께 그대

로 일러 바쳐 신부는 홍당무가 되어 몸

둘 바를 몰랐다.

어느 날이었다. 잠자리에서 신랑이 요

에다 오줌을 듬뿍 적셨다. 신부는 신랑을

깨워서 하의를 벗기며 볼기를 살짝 쳐주

면서 릲낭군님 쉬했네요릳했다. 그렇잖아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신랑이 릲왜 때

려릳하면서 고성을 질렀다. 놀란 어머니가

달려왔다. 신랑되는 사람은 릲잠자고 있는

데 일어나라고 하더니 마구 때린다릳고 억

지를 부렸다. 이런 거짓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말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 후 며느

리를 음탕한 여자로 여겼는지 대하는 태

도가 냉냉하기 짝이 없었다. 여자가 애기

를 못 낳으면 칠거지악의 하나로 보고 있

는듯하나 어디 하늘을 봐야만 별을 딸 것

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을 두고 여자만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이 같은 설움이

1년이나 계속되었다.

서방의 사랑도 시부모님의 귀염도 받

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집을 나가고 싶

었다. 그렇다고 친정에는 갈 수 없었다.

시집온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첫닭

이 울기 전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시

집올 때 갖고 온 몇 가지 옷과 지참금등

을 보자기에 싸고서 집을 나섰다. 수각다

리를 넘어 남문을 빠져나와 오른편 길을

따라 서낭단(현 서부주공 정문앞 주위에

있었음)으로 향했다. 서낭단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곳으로서 마을과 가정

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여기서 제사를

올리는데 대게 동리입구에 있었다. 소원

을 비는 사람은 이곳에 돌을 한 개씩 주

워 던지기도 했다. 당시 하나의 관행으로

서 시집간 여인이 소박을 받고 가출하여

갈 때가 없을 때 새벽 일찍 서낭단에 와

있다가 서낭단 앞길을 처음 지나가는 남

자를 따라가 첩이되던 본부인이 되던 간

에 같이 살았다고 한다.

이 씨 부인은 자기 운명을 서낭단에 맡

기기로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를 두고

습첩이라고도 했다. 어두침침한 서낭단

앞에 인기척이 나는가 했더니 이어 릲할배

할매요 오늘 또 동래장에 소금팔러 가는

데 재수있게 해주시세이릳하는 굵직한 남

자소리가 들렸다. 이 여인은 잽싸게 그쪽

으로 걸어갔다. 릲아이고 놀래라 이것 뭐

꼬 귀신이가 사람이가릳 소금장수는 기겁

을 한다. 릲사람입니더릳 릲아이고 간떨어졌

네 여자가 왜 산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노릳 릲서방님 따라서 동래장에 갈려고

기다리고 있었지요릳 릲그럼 갑시다릳하고서

지게를 진 소금장수가 앞섰다. 그러나 소

금장수는 산발한 여인이 아무래도 귀신

같아서 겁이나 오금이 당겨 걸음을 제대

로 걸을 수가 없었다. 이를 눈치챈 여인

이 릲집은 어디 있으며 가족들은 몇이나

되느냐릳고 말을 건다. 릲집도 절도 없고요

딸린 식구도 없심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남문밖 성벽에다 비 맞지 말라고

나무를 엮은 위에 이영을 덮어 놓은 것이

전부랍니다릳 참샘 앞과 주막 앞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 할 때 날이 환히

밝아 오고 있었다.

릲동래장이 멉니꺼릳 릲이 땐땐몬디(언덕)

를 넘어 안평 고촌을 지나 시내거랑을 넘

어 얼마 안가면 있심더릳그렇게 걸어가면

서 이 여인은 5년 전에 아홉 살 사내아이

에게 시집가서 소박당해 견딜 수 없어 가

출하여 오늘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

다. 소금장수는 꿈만 같았다. 27세가 되

도록 여자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한 처

지에 그것도 죽어 몽달귀신이 될 줄 알았

는데…. 이것 무슨 횡재냐 사주팔자도 문

벌도 따지지 않고 굴러온 호박이었다. 소

금 장수는 짐을 진 채 날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번 돈과 이 여인이

갖고 온 돈을 보태어 동래시장 주위에 집

을 사고 새살림을 차렸다. 이 여인은 바

느질을 했는데 솜씨가 좋아 많은 일거리

가 들어 왔으며 남편도 종전과 같이 지금

의 죽성리 강가에 있는 염분(鹽盆.현 원

죽마을)리 소금생산지에서 소금을 사서

이를 팔러 다녔다. 얼마 후 이 여인은 동

문밖에 있는 친정집은 가리켜 주면서 자

주들러서 소금도 드리고 간혹 생선도 사

서 찾아보도록 했는데 우리일은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다짐했다. 5년의 세월

이 흐르는 사이 아들과 딸까지 보게 되었

고 전 시댁에도 새장가 가서 손자를 보았

다고 들렸다. 이 여인의 아버지 생일환갑

날이 왔다. 연보라 옥단목으로 깨끗이 단

장한 가족일행이 환갑상 앞에 들어서 릲아

버지 어머니 절 받으세요릳라고 한다. 눈

이 둥그레진 이 노인 부부가 자세히 보니

생사를 모르던 딸이 아닌가. 맨발로 뛰어

와 릲이거사 어디서 어찌 살고 있노릳하면

서 끌어안고 해후의 눈물을 흘린다. 아이

들은 아버님 생일에 큰 선물인 외손자들

이라고 말하자 노부부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릲그럼 아이들 아버지는…릳 릲옆

에 있는 이이…릳 릲아니 자네는 소금장수

가 아닌가릳 릲장인 장모님 그렇게 되었습

니다요릳 릲어쩐지 우리에게 잘 해준다고

했더니 공짜가 아니었군 그래…하하허허

내 생전에 이렇게 좋은날이 올 줄 몰랐

다릳고 하면서 행복이 가득 찬 호탕한 웃

음소리가 장내로 울리자 축하객들의 술

주발도 덩달아 높이 올랐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만약 고래

에게 계속 칭찬을 한다면 고래는 어떻게 될

까? 칭찬을 듣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 춤을

추는 고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

에 맡겨 보면서 필자는 누구에게나 너무 익

숙한 릫칭찬릮과 릫격려릮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한다.

릲너는 참 좋은 아이야굩릳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자주 그

리고 많이 듣고 지금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많이 해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을 부모로

부터 들었을 때 어릴 때의 여러분들은 좋

은 아이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했

는지, 정말로 좋은 아이였는지,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좋은 아이가 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상 부모가 자녀를 릫칭

찬릮하면서 릫격려릮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얼핏 보면 칭찬과 격려는 똑같이

보인다. 그것은 칭찬과 격려가 모두 긍정적

인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칭

찬과 격려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언어와 비언어적

양육이 자녀의 성격을 형성하며 그 공헌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칭찬은 무엇

이며 격려는 무엇인가.

칭찬은 외적인 보상의 한 형태이다. 그것

은 경쟁을 근거로 한다. 즉, 이겼을 때나 최

고일 때만 주어지는 언어적 보상이다. 칭찬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는 릲만일 내(부

모)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면, 너(자녀)

는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어.릳라는 말을

내면에 포함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

꾸어 말하면 내(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

지 않으면 너(자녀)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말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칭찬을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한 부모의 자녀인 경우는 한 쪽으

로만 쏠리는 편향적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

우되어 자녀 스스로의 가치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의한 자신의 가치를 맡기기가 쉽다.

이러한 칭찬에 익숙된 자녀는 일반적으로

칭찬받는 일은 잘 해내는 경향이 있지만 칭

찬받지 못할 때는 협동하던 것을 그만둘지

도 모른다. 또한 자녀 스스로 자신이 만족

할 때 보다 타인이 만족할 때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자녀자신에

게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크게 영

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한편, 격려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자녀가 향상되고 노력한 것에 주어지는 것

이다. 또한 자녀스스로 자기 수용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을 때에 자녀스스로 자신

감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이다. 그리하여 자녀스스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격려하는 부모는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

교하지 않는다. 격려는 자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격려는 자녀

의 행동 중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적한다.

격려는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 주어 자녀스스로 자신을 믿게 한

다. 격려는 자녀에게 성취를 요구하기보다

는 자녀의 노력과 향상을 인정한다. 격려는

자녀가 타인을 위해 공헌한 사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격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말에는 룙수용을 나타내는 말룚, 예를

들면 릲너는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

했구나굩릳 혹은 릲네가 그것으로 즐거워하니

나도 기쁘구나.릳 룙신뢰를 나타내는 말룚, 릲나

는 너를 아니까, 네가 잘 하리라 믿는다.릳

릲네 판단을 믿는다.릳 룙공헌, 장점 및 가치 인

정에 관한 말룚, 릲고맙다, 나에게 많은 도움

이 되었어.릳 릲오늘 정말 즐거웠어.릳 룙노력과

개선을 인정하는 말룚, 릲너는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한 것 같구나.릳 릲네가 달라졌구나.릳

릲어유,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릳 하는 등이

있다.

이제 부모된 우리 자신에게 물어 보자.

우리는 칭찬과 격려 중에서 어떤 선택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겠는 가를.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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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열, 김순애 씨 부부가 부겐베리아 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겐베이리아 작물로 틈새시장 공략

부산과 울산의 국도변 임곡리에서 화훼농

장을 경영하고 있는 일성농원(기장군 정관면

두명 1길 107-27)의 장사열 씨는 56세라는

나이가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는 농사

꾼이다. 마치 오뚝이를 연상시킨다. 1998년

외환위기가 한참이던 시절 그동안 운영하던

철공소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두구동으로

화훼농장을 임대해 꽃농사를 시작해서 지난

2009년에 임곡에 1천800㎡ 내재형 하우스를

지어 옮겨왔다. 두구동 농장은 그린벨트가 해

제되면서 임대계약이 끝나는 대로 비워야 하

는데지금은 부부가 농장을 돌보며 직원은 세

명을 두고 있다.

농장에는 부겐베리아와 게발선인장, 미니

국화와 수국을, 노지에서는 노지국화를 함께

재배하고 있다. 연간 매출 규모는 대략 2억원

정도로 일정한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

비용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많아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가 재배하는 작목은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한 가지만 오래할 수 없

으니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때마다 배우는 과

정에서 학습비용을 치러야 했다.

부겐베리아는 13년째 일성농원의 주력 작

목이다. 부겐베리아는 온도, 습도 등의 영향

에 민감하고 지주대를 세워야하는 손이 많이

가는 작목이다. 또한 삽목에서 50％의 성공률

만 보일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한 작목이다. 그

러나 꽃을 여러 번 볼 수 있어 가정용으로 인

기가 높아 틈새시장을 공약하는데 안성맞춤

인 작목이다. 2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집중적

으로 출하하고 9월초에서 11월말까지 소량으

로 출하한다,

또다른 주력 작목인 미니국화도 몇 해 전

부터시작한 것인데 첫 해에는 물건이 망가지

는 등 일정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병충해

관리가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햇볕 관

리도 신경이 많이 간다. 올해는 비닐에 차광

제를 뿌렸다. 릲비닐하우스에 커튼 치는 것은

조금만 실수해도 식물이 타버립니다. 이 하우

스는자동 내재형 하우스인데 빛이 강하면 스

스로 감지해 차광막을 칩니다. 그런데 감지해

서닫는 시간 동안 타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

다. 작년에 잎이 타서 많이 망가졌지요. 올해

는차광제를 뿌려서인지 잎이 타서 망가진 경

우는 없었습니다릳라며 장 씨는 차광제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어느 화훼농가나 그렇듯 식물은 주인 발자

국 소리 듣고 큰다. 관리라면 적심 시기와 비

분관리 제때에 해주면 꽃밥이 풍성해지기 마

련이다. 몇 해 전까지는 번식모를 받아서 모

수에서 손수 삽수모를 잘라 삽수했는데 내년

부터는 삽수모를 받아서 재배할 예정이다. 이

렇게 하면 비용은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번

식모가차지하던 자리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

고 작업 공정 한 단계가 줄어드니 그만큼 효

율적이고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니국화의 기작일은 70~80일 정도이며 가

을철인 9~10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팔린다. 1

천800㎡에 4만본을 키운다. 미래화훼판매장

에 50~60％ 정도가 나가고 30％는 서울 양재

동 경매장으로 보내며 나머지는 일반 상인들

이 사간다. 미니국화의 경우 지난해 경매에서

는 1천250원에 낙찰되었다. 경매장에서 잘

받으면 1천원 정도라고 하는데, 1천원일 경우

화분, 피트모스(상토), 포장, 인건비등다빼

면 200원 남으니까 경매로 나간 물건들은 꽤

좋은 가격에 팔린 셈이다.

큰 화분에서 키우는 노지국화는 8천원에

판매된다. 작년에 처음 키웠는데 물건이 쾌

잘 나와 제값을 다 받을 수 있었다. 모종 때

부터 비나인(왜화제)을 주어서 키를 낮게

잡았고, 여물게 키운 것이 주효했다. 첫해

잘 키우면 보통 이듬해 실패한다는데 장 씨

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잘 키우고 있었다.

실패로부터 배우기도 하지만 성공한 이유도

꼼꼼히 챙기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방심하

지 않았다.

가을 국화가 끝나면 봄 수국을 준비한다.

수국은 1만5천개를 재배하고 단가는 4~5천원

이다. 수국을 한 지는 3년 되었고 미래화훼판

매장에만 나간다. 수국의 경우 꽃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 상품으로

나가는 것은 60％정도다. 수국만이 아나리 미

니국화의 경우도 재배한 것 중 80％ 정도가

상품화 되었다. 상품화되지 않은 분들은 재활

용되지만 경비절감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손

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배관리의 노하우를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야 할 이유다.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화훼농가에서

도 가장 무서운 것은 자연재해다. 두구동에서

목재형 재래식 하우스로 농사지을 때는 폭설

로온실이 내려앉거나 태풍으로 망가져 큰 손

실을 입었다.

취재협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

실패는성공으로가는지름길

유전자변형관상어함부로수입하면안돼요

유전자변형관상어정의및수입규제안내용가이드발간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개발되어 상업

화된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룗유전자변형

관상어 가이드룘책자를 제작굛배포했

다고 밝혔다.

본 책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

정의 및 종류 △최근 개발동향 및 관

련 규제 △유전자변형 관상어와 염

색 관상어 구분 방법 △박람회 및 전

시회를 위한 수입 승인 신청안내 △

판매를 위한 위해성 심사 안내 및 관

련 각종 서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

형 관상어는 법적으로 수입과 생산

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에 위해성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은 후 수입하

거나 생산해야 한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관상어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

입하거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릫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심사릮를 거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박람회

및 전시회용으로 유전자변형 관상

어를 수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국립

수산과학원(051-720-2453)으로 신

고해야 한다.

안철민 생명공학과장은 릲유전자

변형 관상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관련 규제 및 법적절차를 안

내함으로써 외국에서 개발되어 비

의도적으로 국내 유입되는 것을 차

단해 관계기관의 유전자변형 관상

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릳

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수산연구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경

험이 풍부해 대어업인 서비스에 기

여도가 높은 연구사 9명을 2015년도

선임연구사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된 선임연구사는 △해양

환경분야(3) 박영태, 한인성, 황운

기 박사 △수산자원분야(1) 이재봉

박사 △수산양식분야(3) 김명석, 남

보혜, 변순규 박사 △수산가공분야

(2) 조미라, 유홍식 박사이다.

이번에 선발된 선임연구사는 연구

사 경력 10년 이상인 현장연구경험

이 풍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어업

인 만족도 제고와 어촌 현장애로기

술 연구성과 등에서 탁월한 능력과

실적을 거둔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

연구원이다.

릫선임연구사릮라는 대외직명을 부

여해 수산연구에 대한 자긍심과 책

임감을 높이고, 향후 포상 등 인사에

우대할 계획이다.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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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010-7648-7567

유료광고

국립수산과학원, 릫선임연구사릮9명선발

어업인현장애로해결기대

엄마랑 아가랑

함께 꿈꾸며 자라는

도담다담아기학교

기장엔 왜 문화센터가 없냐구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고 싶다구요?

걱정마세요굩굩 기장교회 도담다담 아기학교가 있잖아요~

대 상 : 18개월부터 40개월까지 유아라면 누구나굩

기 간 :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10주간)

오전10:30-12:20분

교육내용 : 자유놀이, 노래와 율동, 스토리텔링, 특별활동,

두 번의 야외학습굩굩굩

교육장소 : 기장교회 교육관 2층 유치부실에서굩굩

모집정원 : 20명(선착순)

준 비 물 : 교육비:4만원(10주), 등록비:1만원

문 의 : 정희연 010-4784-2294

우리 아가들의 사회성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도담다담 아기학교로 오세요굩굩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릲농식품부릳)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릲농정

원릳)은 8월 25일부터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귀농굛귀촌교육과정을 개설굛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육군본부와 협업을 통

해 제대예정군인 총 2기 80명을 대상

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교육

을 대상자 유형에 맞는 릫정부3.0 맞춤

형서비스릮로 제공하는 사례이다.

직업 특성상, 농촌과 산간지역 근무

경험으로 농업굛농촌 환경에 익숙하고

비교적 젊은 40대 은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기초소양교육이아닌 1개월이

상 농업기술 중심 합숙교육으로 진행

된다.

즉시 활용가능한 지역별 귀농지원

시책 안내와 함께 각 품목별 농업기술

이론교육, 선도농장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했다.또한, 수료자에 대해 지자체

단위귀농굛귀촌심화교육연계와온라

인 동호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농정원 창업인력양성팀

(031-460-8973)

농식품부, 특수직군대상귀농굛귀촌교육

제대군인,퇴직경찰,북한이탈주민등대상

청년층(만 18~34세) 고졸이하 비진학청년,대졸이상 미취업자

중장년층(만 35~64세)
최저생계비 250％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1단계
취업상담(2~3회)→진로설정(최대 20만원 참여수당 지급)

⇒직업훈련 희망하지 않을 시 3단계로 이동

2단계
직업능력향상→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직업훈련(6개
월)지원(매월 최대 40만원 훈련수당 지급, 일부 자부담
취업 시 환급)※일부 훈련참여 제한

3단계
집중취업알선→취업알선,동행면접(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지원금지급-1년 최대 9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민간위탁기관퍼스트인잡

☎ 051-744-7200
위치 기장지점 : 기장읍 차성동로114

(한신아파트 인근 신세계정형외과 3층)

해운대 지점 : 시립미술관역 신세계 플라자 빌딩 802호

룆정부취업지원 사업 중 최대 지원금 지급룇

■ 참여대상(만 18~64세 미취업자)

◈ 하반기 특성화고 3학년, 대학교 졸업반 참여가능

■단계별 지원내용

■지원내용: 이력서굛면접클리닉,일자리정보제공,동행면접

정관지역 차량 픽업서비스 실시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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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랑해수욕장에서 수습한 400년 넘게 파도와 모레에 모서리가 닳은 도자기 편들

임랑해수욕장의 역사 흔적

조선 중기 서애 류성룡 선생이 임진

왜란을 끝내고 낙향하여 그의 처소에

서 지은 전쟁의 교훈이 담긴 책인 릫징

비록(懲毖錄)릮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최근 모방송국에서 방영된 바가 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은 동래와 기장

이었다. 조선을 침략한 왜구들은 동래

와 기장을 함락하고 한양을 거쳐 의주

까지 진격하였으나 명나라 군사와 조

선팔도에서 봉기한 조선의병들에 의해

남해안으로 밀려 내려와 장기전에 대

비하여 해안의 바다를 접한 요충지인

전라도 순천부터 경상도 울산까지 30

곳에 왜성을 쌓는데 기장에는 임랑과

죽성 두 곳에다 왜성을 축성하게 된다.

10년 가까운 전쟁 중에 특히 우리 기

장은 왜구의 문화침탈이 심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조선 초부터 기장지

역에서 생산한 각종 도자기를 전쟁 당

시는 물론 임란 후에도 오랜 세월을 두

고 가져갔고 심지어 도자기를 만드는

사기장(沙器匠)도 붙잡아 갔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

면 많은 인파가 피서를 위해 기장의 아

름다운 임랑해수욕장을 찾고 있는데

이곳 바닷가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400년 넘게 파도와 모

래에 휩쓸려 모가 닳은 기장의 도자기

파편들을 볼 수 있어 지금도 그 역사를

증언해 주고 있는 곳이다.

기장 도자기의 문헌상 기록

기장지역의 가마터에 관하여서는 기

장관련 기록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으나 예종 원년(1469)에 편찬된 릫경

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

志)릮의 경상도 울산군의 도기소에 관

하여 릫울산군의 도기소는 자기소( 基

所)와 함께 모두 군의 남쪽에 있고 하

품을 생산 한다릮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곳은 지금의 부산광역시 기장

군 장안읍 장안리 일대에 그릇을 생산

하는 곳이 있었고 하품의 질을 가진 그

릇을 생산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기장에서는 임진전쟁(1592년)이 일어

나기 전인 조선 초부터 이곳에서 이미

그릇을 생산 하였다는 사실 내용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생산된 질 좋은 그

릇들은 지금의 상장안과 하장안을 비

롯하여 인접한 신리, 대룡, 개천, 판곡,

신명 등의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옛 가

마터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안타까울 뿐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그릇들은 고려 말

기의 청자를 비롯하여 조선 초에 생산

된 각종의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 등 양

질의 다양한 그릇들이었다. 그 중에 특

별히 공납된 릫관사명(官司銘)분청사

기릮는 이곳의 훌륭한 도자양식과 우수

한 사기장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

는데 이는 기장이 임진전쟁이 일어나

기 이전에 이미 고려청자의 맥을 이어

받은 우수한 사기장이 양질의 흙과 불

과 물로 릫기장의 혼릮이 살아 있는 이 지

역 특유의 그릇들을 생산하였고 특별

히 릫인수부(仁壽府)릮와 릫장흥고(長興

庫)릮 등 관사명 분청사기를 만들었다

는 것이 재차 확인 되는 것이다.

328년전 초빙된 기장의 사기장

기장 사기장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릫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릮을

통하여 임진전쟁 이후 약 1세기에 걸

친 시기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책

은 인조 15년(1637) 3월부터 경종 4년

(1724)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

여 동래부사와 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

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계를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였던 부서인 예조의

속사인 전객사에서 등록한 릫왜인구청

등록릮 8책이다. 기장의 사기장과 관련

된 글은 제5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제5

책은 1677년(숙종3) 1월부터 1687년

(숙종13) 10월까지 약 10년 9개월간의

내용인데 이 중에 1687년(정묘) 7월 2

일자에는 릫기장의 사기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왜관으로 들여보내라릮는 내

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임진전쟁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

본 간의 국교는 1609년의 기유약조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으며 1639년부

터 1743년까지 약 100년간 두모포왜관

과 초량왜관에는 부산요라고 부르는

대마번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마가 있

었다. 그들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조

선 측 도공(陶工)을 왜관에 파견해 달

라는 구청에 의해서 동래나 양산, 기장

의 도공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도

자기의 원료인 흙은 경주, 진주, 곤양,

하동, 김해, 울산지역의 흙인 백토, 적

감토, 약토, 옹토와 심지어 가마에 사

용되는 나무인 송토목도 지급돼 지금

으로부터 328년 전에 이름을 알 수 없

는 기장의 사기장이 왜인들의 요청에

의해 왜관으로 초빙 아닌 초빙을 당하

였던 것은 임진전쟁 전부터 이미 우리

기장에는 꽤나 이름이 알려진 사기장

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 해주는 것이 분

명하다. 이는 당시 초량왜관 부산요의

도자기 조성과 관련된 부산굛경남지역

의 도자기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

용이기도 하면서 기장의 도자사를 밝

히는데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기장 생산 그릇의 공급처

부산지하철 4호선을 착공하여 공사

를 진행하던 중 동래 수안역 인근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도자기 중에 조

선 초 기장에서 만든 많은 그릇들을 수

습하였는데 그 가운데 장안지역에서

생산된 분청사기와 두명가마에서 생산

된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백자편들이 많

았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의 기

물로 기장에서 생산된 그릇들이 다수

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장읍성의 지표상 수습되는 도편들

의 시굛발굴을 통한 자료들도 분청과

백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동안 기

장지역 5개 읍면별 해당 유적발굴현장

에서 수습된 도자기 편들도 분청과 백

자편들이 대부분이다. 동래와 기장을

벗어난 울산의 학성과 병영성, 울산부

동헌 등의 유적지에서도 기장에서 생

산된 기물들이 사용되었음도 확인된

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기장에

서 생산된 도자기의 공급처는 기장과

가까운 동래를 비롯하여 울산지역 등

의 관청이 주가 되었으며 향교를 비롯

하여 인근의 사찰 등이 대부분을 차지

한 것으로 본다.

전통가마터 관광자원화해야

한국의 미술품 가운데 가장 한국적

인 특징을 지닌 분청사기는 한국인의

심성과 생활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활달하면서도 소박하고 천진하면서도

해 맑고 규칙적인 질서 속에서도 담백

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우리 기장

에도 이런 분청사기를 생산한 전통가

마터가 존재 한 것은 실로 지방의 도자

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

고 있다.

이 지역은 400여 년 전 역사 흔적의

임랑해수욕장과 인근에 있는 천년고찰

장안사와 기장팔경의 하나인 불광산

금수동계곡과 함께 시민들과 국내관광

객들은 물론 이웃한 일본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며 앞으로 세계적

인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동

안 기장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를 비롯

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필요한 양질의

태토 및 전통가마터 등 장안지역의 각

시대별 도자문화가 릫전통과 첨단이 조

화 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릮 기

장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문화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머지않

아 기장의 미래 발전에 지대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파도에 모가 닳은 기장의 도자기

청정지역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 룙마법의 열매 블랙베리룚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컬러푸드인 블랙베리의 효능을

체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 판매가격 : 60,000원 ⇒ 35,000원(특별할인가격)

〔1box : 80ml×30포〕

□ 인증번호 : 82-3-32(친환경 인증)

□ 생 산 자 :기장 블랙베리 영농조합 (대표 박상명)

□ 문 의 처 :☎ 051-724-0667/ 010-4709-2071

□ 기타사항 : KBS 6시내고향 방송 다수 출연

□ 홈페이지 :www.베리천국.com

□ 상품 이미지

♣ 블랙베리는 이런 분에게 좋습니다 ♣

▷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은 노약자

▷ 간 기능 저하 : 항상 피로하고 시력(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 신장, 방광, 전립선, 요실금 등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

▷ 현재 암 질환과 싸우고 있는 분

퀴즈협찬광고

▷ 발급기간 연장 : 2015. 12. 31까지(예산범위 내)

▷ 사용기간 연장 :카드 발급일~2016. 1. 31까지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문화예

술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관람 및 도서굛

음반 구입과 더불어 국내여행 및 프로 스포츠 관람을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시에서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

지 못한 저소득층의 수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굛국내 여

행굛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가용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

여 시행, 카드 사용기간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합니다.

○ 발급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6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대

상자 등이며(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개인

별 연간 5만원이 지원됩니다.

※ 올해 4월말까지 운영했던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중 카

드 발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까지 주민센터를 내방하거나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

이지(www.munhwanuricard.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신청 시 7일, 온라인 신청 시에는

15일 정도 소요

▷ 각 읍굛면사무소에 문화누리카드 이용 및 가맹점 안내 책

자 비치

○ 문 의 처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각 읍굛면굛동 주민센터, 문화관광과(709-4065)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745-7263)

2015년 9월 1일(화요일) 제 235호

부산 기장일대는 흙이 풍부하여 도자기가

탄생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역

사에서 묻혀왔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알고

사랑하는 이들에겐 곧 천금만금의 땅이다. 그

래서일까. 기장 지역만 해도 가마터가 64곳이

넘게 확인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발견되는 파

편들은 찬란했던 당시 우리 지역의 도자기 문

화를 증언하고 있다.

도자사 쪽으로 보면 이는 부산요의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 부산요굩 자체적으로는 도무지

선진 도자기를 얻을 수 없는 일본이 오늘날

부산의 용두산 공원일대 부산왜관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마를 축조하고 우리 도공의 힘을 빌

려 생산한 가마와 도자기 기술이 응집된 고유

명사다. 우리지역의 가치, 우리지역의 브랜드

부산요는 그렇게 기억 속에서 멀어져왔고 역

사에서 지워진 이름이었다. 물론 그것은 역대

공식적으로 명명된 적은 없지만 관념상에서

부산일대의 지방요와 민요는 부산요의 상

(象)을 갖고 있었다. 임진왜란을 전후로 근대

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오로지 국보급 사발

만을 생산하던 곳으로 인정받던 부산요는 오

늘날에 와서야 다시 이름을 내밀고 새롭게 주

목받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은 곧 우리나라

최연소 무형문화재 사기장 김영길(沙器匠 부

산시 무형문화재 13호) 덕분이다.

김영길은 20대 중반에 일본으로 건너가 당

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도자기 이론과 기술

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경기도 관요

(官窯) 명인의 후예로 8대째 업을 이어 온 어

머니(임정수, 작고)와 3대를 계승한 아버지

(김윤태, 작고)이셨지만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당신들의 삶은 자식마저 험난한 길을 걷는 것

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를 타고 내리

는 300의 성상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까. 김영

길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부모

님의 길을 따랐다.

귀국 후 김영길은 기장을 중심으로 부산지

역의 도자기에 주목했다. 체계적으로 학문을

접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힌 터였지만 전통을

벗어난 새로움은 의미가 없었고 고래로부터의

맹목적인 도자기 굽기도 일상의 반복과 답습

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그의 반성과 전

망은 바로 부모님에게서 비롯됐다. 자연을 닮

은 감성과 본능을 아버지는 독자적인 가마 기

술을 통해 전해주었고 새벽별을 이고 지며 하

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어머니의 근성과 부지

런함은 그대로 그의 몸에 베어났다.

전통과 계승을 화두로 연구와 실천을 거듭

하던 김영길은 결국 기장지역의 거의 모든 옛

가마터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그 기술

그대로 도자기를 복원하였으며 지역의 도자사

로 지평을 넓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부산요라는 상

징으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사기장 김영길의 작업장 공간은 넓진 않지

만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일상적 창작활

동의 작업실, 지역의 흙과 도기 파편을 보관하

는 수장궤, 전통을 복원하여 생산한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 그리고 아버지와 선대

의 기술이 응집된 릲만뎅이가마릳가 그것이다.

특히 수장궤와 가마는 그의 가족사와 일생을

넘어 우리가 문화적으로 영원히 기리고 보존

해야 하는 보배이자 부산요의 정수(精髓)다.

도자기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 결과물에 주목

하지만 만약 김영길의 공간에 들어서기만 한

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아는 바와 감성은 차원

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그의 공간은 지역의

도자 박물관이자 문화관으로 손색이 없기 때

문이다.

김영길은 매년 연말이면 가마를 땐다. 지인

들은 물론 대중들을 초청하며 심지어 일본사

람들도 불러들여 한판 대동의 장을 연다. 흙과

불, 사람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어우러져 때던 가마 불을 기억하는

김영길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그 의미가 무엇

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다. 장인의 삶은 민초와

감정을 나누는 데서 공동체 속에서만이 더욱

빛난다는 것을굩

(사)대구사회연구소 이정찬 전문위원

릫 릮

김영길 사기장, 부산요(釜山窯)를 복원시키다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
산의 소유자에게 재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굛고지
됩니다.

○ 9월 부과분 재산세 :주택(연세액의 1/2), 토지분
※ 7월 기부과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6.1일 이전까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신축, 매매, 상속,

증여 등)한 경우 재산세 과세

□ 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 재산
세 납부 안내

○ 주택분(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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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6 ~ 9. 30(9월분 재산세)
○ 납부 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 지방세 납부전용계좌이체, ARS,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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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wetax.go.kr)
- 납부방법 : e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부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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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국민, 하나SK카드) 또는 휴대폰소액결재(10만원이
하, 수수료 있음)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
스톱(고지서 지참)

자주재정과(709-4191)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시간
컴퓨터 기초 10.5 ~ 10.16 (9일간)10:00 ~ 12:00 25 18시간
인터넷 활용 10.19 ~ 10.23 (5일간)10:00 ~ 12:00 25 10시간

전자정부서비스활용 10.26 ~ 10.30 (5일간)10:00 ~ 12:00 25 10시간

1. 교육일정(2015.10.5 ~ 10.30)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및 교재비 :무료

4. 접수기간 : 2015. 9. 1(화) 09:00 ~

5.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15명, 온라인 10명)

※ 온라인접수방법 : 기장군홈페이지 - 분야별 종합정보 -

정보화교육

미래전략과(709-4306)

장르 작품명 공연기간 장 소
연극 라이어 튀어굩 8. 1 ~ 9. 6 KNN시어터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8. 1 ~ 9. 13 용천지랄소극장
연극 크레이지 투 - 올드미스 닥터 왕 8. 1 ~ 9.13 AN아트홀 서면
연극 작업의 정석 8.1. ~ 9.30. 조은극장 스타홀
연극 병원愛가다 8. 27 ~ 9. 6 나다소극장
연극 체홉 단편선(재채기 외 7편) 9.1 ~ 9. 6 한결아트홀

연극 뉴 보잉보잉 9. 3 ~ 9. 30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아동극 아기양과 늑대 9. 5 ~ 9.20 조은극장 스타홀
연극 서툰 사람들 9. 9 ~ 9. 26 한결아트홀
무용 명무류일가(명무(名舞)류(流)일가(一家)) 9. 13 해운대문화회관
연극 인류 최초의 키스 9. 15 ~ 9. 20 하늘바람소극장
아동극 빼꼼의 동화여행(가족뮤지컬) 9. 17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음악
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특별연주회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9. 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극 강부자의 오구 10. 3 ~ 10. 4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아동극 프랭키와 친구들(앗, 방귀가 뽕굩) 10.9~ 10.1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아동굛청소년

○지원내용:공연굛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지원

부산문화재단(74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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뢾시작 노트뢿
한여름에 분수가 있는 광장을 지나던 때다. 아름드리 포구나무에 눈길이 닿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우주의 진리를 깨친 큰 스승 한 분을 독대하는 듯한 희열에
젖었다. 우람한 체구와 듬직한 어깨에 절로 영혼을 기대며.

뢾정갑숙 약력뢿
*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오늘의 동시문학상, 부산아동문학상, 영남아동문학상, 우리나라 좋은 동시
문학상, 한국안데르센문학상 수상.

기장문예

정관신도시터줏대감
상곡포구나무

정갑숙 동시인

제 235호 2015년 9월 1일(화요일)

■기장의예술가를찾아서 -김주현 기장예술인협의회음악분과 회장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현)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교수

·동의대학교 아트페어융합예술연구소(소장)

김
형
률

展

2015. 8. 20 목 ~ 9. 15 화

갤러리 화인(051-741-5867, 해운대구 씨클라우드 1층)

a stage ofmoonlit-a bird. 140×70㎝

유료광고 유료광고

8월 14일 정관면에서 열린 릫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릮를 사흘 앞두고 행사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장예술인협의회 음악분과 김주현(58)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정관면 LH4단지 정문 앞에 개인 연습실 11실과 중앙무대를 갖

춘 릫현 색소폰 아카데미릮를 열고 색소폰 강습을 시작했다.

기장군 장안읍에서 6대를 이어 살고 있는 김 회장은 기장 관내에서도 내놓으라하

는 부잣집으로 통했다. 30대 초반에 시작한 건설 사업은 건설 붐을 타고 호황을 누렸

다. 그러나 방대하게 펼쳐놓았던 건설 사업은 IMF와 함께 한 순간에 무너졌다.

릲빈털터리가 되니까 주위에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 보다, 사

람을 잃은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그 후 머리는 깎지 않았지만 절에 들어가

서 은둔 생활을 몇 년 간 했지요릳

은둔생활 속에서도 김 회장을 지켜준 것은 어릴 때부터 잡아온 붓이 큰 힘이 됐다.

절에서 나와서는 문인화에 빠져들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그에게 필요

했다.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수양하는 마음으로 문인화에 매진, 작년에는 제4회 대한민

국 무궁화미술대전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이 색소폰과 인연이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다. 기장읍내를 걷다

가 국내최대의 동호인을 자랑하는 릫소리아 앙상블동아리릮 간판 밑에 작게 쓰여 있던

릫색소폰릮 글자가 유난히 눈에 크게 들어 왔다.

이어 색소폰을 배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동의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관악기를

가르치는 김명찬 교수로 부터 10여 년 간 개인레슨을 받았다.

릲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울 수 있었기에 김 교수님을 만난 것은 저에

게 큰 행운이었다릳고 김 회장은 회상했다.

릲색소폰 연주만 잘 하는 연주가보다는 음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

을 쌓아 음악을 넘어 예술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요릳 김 회장은 오십 중

반의 나이에 대구예술대학교 음악학과에 입학해 음악적인 시야를 넓혀갔다.

릲처음 색소폰을 접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요.

조금씩 배워나가다 보니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악기라는 생각과 색소폰을 전파하면서

직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요릳

음악학과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갖고 학원 원장과 음악가로 돌아온 그를 두고, 그

의 고향인 기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건설만 하던 사업가가 난데없이 색소폰

을 들고 나타나 수강생을 가르치고, 예술인협의회 음악회장까지 맡아 있으니 의아

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난 8월 14일에는 기장예술인협회(회장 윤기철) 주최로 제2회 기장군민을 위한

음악회가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대히 개최됐다.

음악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김 회장 본인의 전공인 색소폰 합주는

물론 대금, 트럼펫, 통기타, 합창단 등 다양한 악기와 음악장르를 품격 있게 연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회장 또한 음악가와 예술기획자로 이름을 알리는 계기

가 됐다.

근래 릫색소폰 붐릮이라고 할 정도로 색소폰이 대유행이 되고 있다. 은퇴하거나 은

퇴를 앞둔 실버 세대와 릫베이비붐릮 세대(1955~63년생)가 악기 연주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게 피아노, 색소폰 등 악기는 어린 시절 부의 상징이었다.

시간굛구매력을 갖춘 이들이 은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악기 배우기에 나선 것

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라면 악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133만 명의 봉급생활자들이 정년을 맞

아 은퇴할 전망이다. 은퇴 후 특별한 취미 없이 릫제2의 인생릮을 살던 이전 세대와 달

리 지금은 여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골프굛요트굛승마굛클래식 음악 등 고급 여가문

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굛다원화될수록 이런 경향은 가속

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색소폰 연주는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색소폰 붐은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릲색소폰은 다른 악기에 비해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람의 영혼까지

자극하는 음색이 색소폰의 매력릳이라고 김 회장은 말했다.

김주현 728-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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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가 지난달 8월1일부터 기존 6

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다.

2011년 8월 시행된 도로명주소와 더불

어 우편, 소방, 경찰, 학교, 통계 등 각종

행정의 관할구역을 표준화하는 국가기초

구역 제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

행됨에 따라 우편번호도 국가기초구역 번

호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도로명주소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 된 현 시점에 이르

러서 도로명주소에 맞게 부여된 국가기초

구역 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초구역이란 공공기관에서 국가구

역을 구분 짓는 번호가 각각 달라 발생하

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를 일정한 단

위로 구획하여 각종 행정의 지역표시 번호

로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기

반으로 국토를 읍굛면굛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

다. 하천, 철도, 대로 등의 자연적 경계를

기준으로 만든 국가기초구역은 우편은 물

론 소방, 경찰, 학교, 통계 등 모든 국가기

관이 사용하는 국가공식 지역 표시이다.

따라서 우체국에서는 국가기초구역 번

호에 맞춰 지난 달 8월 1일부터 5자리인

새 우편번호를 구축하여 전면적으로 시행

하고 있다.

종전에 사용하던 6자리 우편번호가 지

번주소에 의한 곡선형 배달 체계라면 새

로 개편하여 사용하는 5자리 새 우편번호

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에 따른 사각 정방향의 배달체

계로 집배원 배달경로가 단순 최적화 되

어 우편물 정시 송달률 개선으로 우편서

비스의 질이 높아져 국민편익 증대에 크

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새 우편번호는 5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굛도와 시

굛군굛구를 표시하며 뒤 2자리는 일련번호

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지역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장군 지역의 새 우편번호는

46000부터 46084까지 85개를 사용하고 있

는데 일례로 기장군청의 새 우편번호는

46077이다.

새로 바뀐 우리집 새 우편번호는 집집

마다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도

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오른쪽 하단에 부착

되어 있으며 우정사업본부(www.

koreapost.go.kr)나 인터넷우체국(www.

epost.go.kr)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우편물을 다량 발송하는 고

객과 기업 등이 새 우편번호 사용에 불편

함이 없도록 새 우편번호 DB 및 전환 소

프트웨어 등도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서 제공되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

착되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

활편익이 향상되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

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새 우편번

호와 도로명주소 사용에 기장군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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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희

(당시 만 42세, 남)

실종일자 : 2015. 2. 27(금)

실종장소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체특징 : 키 168cm, 체중 70kg, 대머리,

눈 밑 수술자국, 손바닥과 손등에 굳은살

운동화, 검정색 모자, 검정색 크로스백

강수빈

(당시 만 14세, 여)

실종일자 : 2015. 6. 23(화)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포(신평동)

신체특징 : 키 152cm, 체중 50kg, 검정

색 단발머리, 원형 탈모 흰색 반팔 티

셔츠, 검정색 반바지, 단화

임보미

(당시 만 27세, 여)

실종일자 : 2015. 7. 10(금)

실종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신체특징 : 키 151cm, 체중 45kg, 보통

체격 착의불상

전이선

(당시 만 15세, 여)

실종일자 : 2015. 5. 28(목)

실종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신체특징 : 키 156cm, 커트머리, 오른쪽 손목

봉합자국 있음. 회색 후드티, 남색 트레이닝 바지

김예준

(당시 만 3세, 남)

실종일자 : 2014. 7. 12(토)

실종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뉴코아백화점 인근 공원

신체특징 : 키 95cm, 체중 12kg, 둥근

얼굴형 노란색 반팔티, 파란색 칠부바

지, 노란색 크록스샌들

강명주

(당시 만 65세, 여)

실종일자 : 2006. 6. 2(금)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신체특징 : 키 163cm, 뇌병변장애, 지적장

애, 미간에 갈색 작은 사마귀(흐린 점), 의사

소통 불가능 검정색 꽃무늬 치마, 검정색 신발

김경춘

(당시 만 54세, 남)

실종일자 : 2008. 5. 14(수)

실종장소 :경북 구미시 형곡동

신체특징 :키 172cm, 체중 62kg, 지적장애 3

급, 눈썹에 사마귀, 침 자주 흘림, 검정색 곱슬

머리, 걸을 때 뒷짐을 짐 베이지색 티셔츠, 남

색 츄리닝, 밤색 구두, 18K시계, 다이아반지

특별기고

도로명주소체계에맞춘새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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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45)씨가 3개월 전부터 잦은 피로감과 상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

문했다. 모친과 형님이 B형 간염이었고, 학창시절 본인도 B형 간염이긴 하나 보균자

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 후 간에 대한 검사는 회사생활이 바빠 정

기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다. 복부 CT 시행결과 간의 오른쪽에 8센터미터 크기의 거

대 간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한 상태이다. 김씨의 사례가 B형 간염

과 간암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 섭취 혹은 비만에 의해

간에 지방이 침착되어 발생하는 지방간염, 약물 혹은 독성 물질의 섭취에 따른 독성

간염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염증의 지속시기에 따라 염증 발생 후 3~4개월 이내에

회복, 완치가 되는 급성 간염과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간염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국내 만성 간질환의 60-70％를 차지하는 만성 B형 간염을 중심으로 살펴

보자.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3％가 만성 B형 간염이

었고 남자 3.4％, 여자 2.6％로 남자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

두 30대부터 증가하여 남자는 50대(6.7％), 여자는 40대(3.8％)가 가장 높은 보유율

을 보였다. 만성 B형 간염이 지속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 혹은 간에 암이 생

길수도 있는데 간경변증과 간암의 5년 누적 발생률은 각각 23％, 3％ 정도이다.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은 혈액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성 B형 간염도 여러 단계

가 있는데 한국의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대부분은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

아가 수직 감염되는 경우이며 이 경우 90％ 정도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한다. 어릴 때

는 면역계가 성숙하지 못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나 이 후 20대~30대

정도에 성숙한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처리하기 위해 간세포를 파괴하게 되면서 간수

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 때 면역계가 확실히 바이러스를 죽여서 바이러스가 거의 없

어지게 되면 전쟁을 멈춰 간수치가 정상이 되는 건강 보유기(흔히 보균자라고 알려

진)가 되고 바이러스 제거가 부진하여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건강 보유기라고 해서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1/3정도는 바이러스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기 때문이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는 바이러스 제거가 부진한 릫만성 활동성

시기릮와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릫재활성기릮이다. 치료법은 크게 경구용 항바

이러스제와 주사제(페그인터페론)로 분류된다. 주사제의 경우 내성의 발생이 없고

치료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반응이 있을 경우 치료를 중지하고도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유지될 수 있지만 발열, 근육통 등의 치료의 부작용이 있고 한국인의 경

우 치료반응이 낮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부작용이 적으며 바이러스 치료

반응이 탁월한 장점이 있으나 중지 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확률이 주사제에 비해

서는 높다.

간염도 급성으로 심하게 오면 간부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대부

분 간염 자체보다는 간염이 지속됨으로 발생하는 간경병증 및 간암과 같은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성 B형 간염은 비록 건강보유자(보균자)라고 할지라도

간암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6개월마다 정기검진(복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를 통

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성 B형 간염이 있을 때 간암 발생률을

예측하는 애플리케이션(간암발생예측)을 이용하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기 검

진을 적극적으로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 발

표된 한국인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6.6~8.6％이었지만, 2011년 3.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1980년대 초에 B형 간염 백신이 국내에서 개발되어 국가적

인 예방접종사업 및 관리를 부지런히 시행한 결과이다. 그 외 간에 손상을 줄 수 있

는 음주, 미상의 약초, 식물 등의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규칙적이고 위생

적인 생활 습관과 균형잡힌 영양섭취는 모두 간에 도움이 된다.

의학칼럼

만성B형간염,

간경변증과간암위험높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화기내과

황상연 과장

수준높은 문화콘텐츠와 시설을 갖춘 정관도서관이 개관했다니 꼭 한번 가봐야

겠네요. 강옥자(기장읍 차성로)

신생아부터 독거노인까지 꼼꼼히 챙기며 지원금, 기타 모든 생활고에 신경을

써주는 살기 좋은 기장. 고맙습니다. 곽정미(기장읍 차성서로)

정관도서관, 전국최초 365일 열람실 개방 대단합니다. 기장군민들을 위한 릫휴

식처릮가 되어주리라 믿고 곧 방문하겠습니다. 김영희(정관면 정관4로)

기장군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

다. 박선자(정관면 산단4로)

벌써 기장군보 창간 20주년이 되었군요. 20살이면 성인식을 할 나이인데^^ 늘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와 주는 릫기장사람들릮 앞으로도 쭉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박현정(정관면 정관로)

기장군보 창간20주년을 축하합니다. 군보로 인해 기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이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소식으로 문화적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선(기장읍 차성로)

릫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위대한 기장고을릮을 읽고 기장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형도(기장읍 차성로)

자녀와 같이 물놀이를 할 때 마다 걱정이 많았는데 바닥분수 릲수질기준 합격릳

기사를 보니 안심이 되네요. 수질정화 및 시설물 관리 철저에 신경써주셔서 감사

합니다. 전규미(기장읍 차성서로)

릫기장사람들릮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속적인 알찬 내용 부탁드립니다. 홍애순(정관면 모전1길)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이 책은 딸을

포함한 모든 젊

은이들에게 작가

가 인생 선배로

써, 언니로써, 친

구로서든 살아가

면서 한번쯤, 아

니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여러 가지 예시

로 쉽게 이야기해나가며 간단한 레시피도

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크게 2가지가 와 닿았습

니다. 릫레시피릮와 릫지금 이순간릮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너

는 소중하고, 너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

기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

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들 듯 스

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 하나로 가

공된 제품(인스턴트)보다는 가공 되지 않

는 식재료로 즐겨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합니다. 이 간단한 레시피는 짧은 시

간(5분내외)에 만들 수 있는 요리이자 자

녀가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먹었

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기

발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생각해 볼 시간도 갖게 합니다. 문구 중

자녀가 릲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

겠다릳고 말했을 때 작가는 릲젊기 때문에 무

조건 찬성이며, 실패도 엄청난 자산이며

성공 역시 좋은 경험이 된다릳고 말합니다.

과연 나라면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자녀

가 꿈을 위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어떤

말부터 나올까? 적어도 지금은 작가의 말

처럼 릲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돈을 벌기 위

한릳 일을 하는 것보단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꿈을 실현해 보겠다는 용기가 있다면

도전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고에 지치면 꿈보단 안정된

삶을 더 바랄 수 도 있습니다. 그땐 반대

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제가 나이

가 들어도 자녀의 꿈을 지지할 수 있는 그

런 부모 이길 바랍니다.

작가는 또 이런 말도 강조합니다. 릲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돼, 그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그 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그

순간을 가장 어여쁘고 가장 선하고 재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면 돼릳

생각해보면 릫새털같이 많은 날 오늘 하

루쯤은릮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곤 후회합니다. 더

슬픈 건 그런 하루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

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삶이지만 내

꺼 인 듯 내꺼 아닌 그런 어정쩡한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온전히 충만한 나의 삶

이되길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 갈 수 있

는 용기가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시은(정관면 정관5로)

이경호
기장우체국장

공 뽑기 추첨에서 운이 좋아 노란 공을

뽑고 난 후 친구들로부터 릫럭키 걸릮이라 불

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

었다.

몇 명씩 짝을 지어 각 부서로 배치되었

던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나는 혼자 릫미래

전략과릮로 가게 되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던 첫 출근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친절한 도움으로 금방 적응하게 되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부탁하는

잔심부름과 잔업무들을 수행하며 내가 맡

은 일은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는 생각으

로 행정 보조 업무에 임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사무실

이사가 있어 직원들께서 릲힘들 때 왔네릳라

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직원들과 가까워

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사무실 구조와 사

무실 내에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전략에서 각 팀에

서 하는 일들도 눈에 들어왔다. 전략홍보

팀은 차성아트홀 무료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매주 일요일마다 새로운 영화로 주민들

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들도

일요일마다 번갈아가며 출근을 해서 주민

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언론 팀은 기장군의 크고 작은 행사

나 군의 정책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일

을 맡고 있었다. 우리가 보는 신문에 기장

군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리도록 해서 주

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을 하는

곳이다.

IT커뮤니케이션 팀은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미래전략과에 새로운 식구가 된 팀

이다. 이곳에서는 기장군청 내의 전산망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군보편집 팀은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을

만드는 곳이다.

9월이면 릫기장사람들릮이 창간된 지 20주

년이라고 한다. 더욱 알찬 군보로 앞으로

창간 200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음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

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뽑는 인원을 조금 더 늘려 많은 학생들

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

면 좋겠다.

박은채(미래전략과 부업대학생)

와글와글 독후감 - 릫딸에게 주는 레시피릮

기장군의미래를이끌어갈 릫미래전략과릮

○ 대 상 : 아래 품목
○ 신청방법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카카오톡(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또는 weec)(단 일요일
당일 예약은 처리불가)

○ 시행시기(이사철 : 년2회)
▷ 1차 : 2015. 4. 1 ~ 5. 31(2달간)
▷ 2차 : 2015. 9. 1 ~ 10. 31(2달간)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
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
합니다.

※ 기타 사항은 군청 청소자원과 자원재생계(709-4452)로 문
의바랍니다.

-문전수거 대상 품목 -

대형폐가전제품이사철일요일문전수거실시

분 류 품 명 비 고

필수
품목

4대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LCD, LED, 프로젝션

단일품목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
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

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구형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

(본체+모니터)

다량배출
*품목

필수품목을 제외한 소형 폐가전
(수량기준 5개이상 동시 배출시)

병행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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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을최선을다해살아요

부업대학생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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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올추석은싱싱한기장시장에서준비하세요릳
합리적인가격, 넉넉한인심전통시장만의매력속으로

전통시장은 어느 시대나 서민의 살림살이 지표가 되는 공간이자 시대의 삶

의 애환과 추억이 담긴 장소이다. 지금은 대기업 할인마트나 대형 쇼핑상가에

밀려 점차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사람 냄새 가득한 전통시장만의 맛과

미덕은 여전히 우리 삶의 정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기장읍 읍내로 일

대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71년 전통의 기장시장은 부산 인근에서 가장 싱

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히는 전통시장이다.

이번 추석은 신선한 해산물, 농굛특산물, 상인들의 푸근한 인심과 더불어 사

람냄새 가득한 곳, 기장시장으로 떠나보자.

자
막

더
빙

자
막

기장시장 내 어물전.기장시장 입구 모습.

음력 팔월 보름 추석은 우리 민족 으뜸

명절이다. 하지만 추석을 떠올리면 넉넉

하고 푸근했던 마음이 차례상을 준비할

생각을 하면 이내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일 년에 두 번 뿐인 명절 차례상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면 제수

용품을 좀 더 저렴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라면 전통시장을 찾길 바란다.

지난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에서 전통시장 36곳과 인근 대형마

트 36곳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개 품목

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장바구니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평균 21만3천533원

으로 조사돼 대형마트(26만8천9원)보다

20.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가격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채소류(32.4％), 생육(24.9％), 수산물류

(19.1％), 두부굛송편굛유과 등 기타 13％,

과일류(12.8％) 등의 순으로 대형마트보

다 더 가격이 낮았다. 특히 대표적인 차례

상 재료인 대추(32 .8％), 곶감

(20.8％), 숙주나물(44％), 고사리

(36％) 등은 전통시장이 더 저렴했다.

올해 추석은 싱싱한 먹거리와 더불어

넉넉한 인심까지 느낄 수 있는 기장시장

에 가보면 어떨까.

1944년 개장해

전통과추억이살아숨쉬는곳

기장읍 읍내로 일대에 굳건히 자리 잡

고 있는 기장시장은 1944년 5일장으로 개

장했다. 이후 점차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지면서 1960년 상설시장으로 발전한 전통

시장이다. 삶의 애환이 깃든 사람과 사람

을 연결하는 역사의 장이자 나눔의 장이

기도 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이 그립다면 기

장시장을 찾아보길 권한다. 꼭 물건을 사

려는 목적이 아니라 기장시장을 걸어볼만

한 가치는 충분하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쥐고서는 마냥 신기한 눈으

로 주위를 둘러보는 꼬마부터 저녁 장을

보러 나온 새댁, 외지에서 기장 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노부부 등 기장시

장은 릫싱싱함릮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없는 게 없는 시장을 구

경하고 흥정하는 재미와 더불어 상인들의

구수한 입담과 넉넉한 인심은 전통시장에

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어릴 적 대형마트가 활성화되기 전, 엄

마 손을 잡고 한 번 쯤은 시장을 누벼봤을

것이다. 뻥튀기 기계소리와 고소한 냄새

에 흠뻑 빠지고 지나가면 보이는 싱싱한

식재료에 먹고 싶은 음식을 해달라고 조

르기도 했다. 설, 추석 등 명절이면 차례

상 준비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

루며 명절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다.

계절마다특색있는장

오감으로느낄수있어

기장시장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바다냄

새 가득한 해산물들이 반갑다. 기장 청정

해역에서 조업한 미역, 다시마, 멸치, 갈

치, 수산물, 활어 등 각종 해산물은 그야

말로 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대

변항 등 포구와 인접해 있어 밤새 조업하

고 새벽에 들어오는 신선한 해산물들은

기장시장의 큰 자랑거리다.

기장시장의 매력 중 하나는 계절마다

특색 있는 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봄에는

미역과 멸치, 가을에는 갈치장이 형성되

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철 과일, 각종 농산

물과 싱싱한 해산물들은 철철이 바뀌면서

찾는 이들의 입맛을 챙겨준다. 중간상인

들을 거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은 덤이다.

또한 릫와서 보이소~릮, 릫사이소~릮 구수한

사투리에 귀가 즐겁다. 없는 게 없는 시장

을 구경하고 흥정하는 재미와 더불어 상

인들의 넉넉한 인심은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세련되지는 않지만 투

박하면서도 생동감이 넘친다.

오랜 세월을 대변하듯 변함없는 모습으

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2층 시장건물 지하

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횟감들이 있다. 1층에는 잡화, 2층으로 올

라가면 초장집이 있어 회를 먹으러 온 손

님들로 붐빈다. 깨끗한 인테리어, 기장바

다에서 직접 잡아온 싱싱한 회, 합리적인

가격으로 회 센터는 어느새 기장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시장건물에서 나와 조금만 내려가면 폭

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대게 골목이 있

다. 대게 산지가 아니면서도 저렴한 가격

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

다. 식당에서 바로 먹거나 막 쪄낸 게를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포장해 가져갈 수

도 있으며 전국택배도 가능하다.

대게는 묵직하고 선명한 빛깔을 가진

것 일수록 좋으며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푸짐한 대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군

침이 들게 한다. 통 껍질에 게의 내장과

함께 볶아 먹는 밥맛은 게살만큼이나 일

품이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정

도다.

기장시장을살리는것이

곧기장의경제를살리는것

시장 골목 사이사이에는 반찬가게와 건

어물가게, 잡화상, 과일가게들로 구색을

맞춰 들어서있다. 좌판의 해산물들 사이

를 요리저리 피해가다 보면 왼쪽으로 복

개천 상가가 있다. 매콤달콤한 냄새를 따

라 돌아서면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들이

유혹을 한 몫 거들고 칼국수와 시장국수

도 손짓을 한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에 매우 소

중한 존재다.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며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메르스 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9월 25일까지 개인현금 구매 시 특별할

인판매를 기존 5％에서 10％로 확대 시행

하니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

품권 많이 이용하자.

교통편으로는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

용해 기장역에서 하차하면 걸어서 2~3분

거리다. 해운대에서는 39번, 139번, 181번

버스를, 안평 지하철역에서는 36번,183번,

188번 버스와 마을버스 11번을 이용하면

된다.

기장시장에 오면 신선한 과일과 야채, 생선 등을 언제나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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