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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8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5년 12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서기 757년 12월 종전의 갑화양

곡의 명칭에서 기장이란 이름으로

군행정을 이뤄오던 기장군은 1914

년 3월 일제에 의해 이웃 동래군에

편입되는 불운을 겪고 있다가 60

년 후인 1973년 7월 다시 정부는

우리군을 떼내어 이번에는 양산군

에 아예 통합시켜 기장군을 지도

상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장군 5개 읍면민은 약 40km나

떨어져 있는 양산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농협 등 많은 민원기관과

사회단체의 모임 등에 가려면 하

루새벽에 한 번 있는 양산행버스

를 타고 가야만 했는데 동래시장

에 가는 장사꾼과 나들이객 그리

고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민원인들로 버스는 북새통을 이뤘

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기차를 이용하여

부전역에 내려서 시외버스주차장

에 가서 다시 양산행 버스를 타던

가 아니면 동래온천장 시외주차장

까지 가서 양산행 버스를 타는 등

주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

었습니다. 또 학군제란 제도가 생

겨 기장 일광 장안 정관 철마 등 5

개 읍면 초등학생들은 경남에 사

는 탓으로 이웃에 있는 해운대등

부산시내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

습니다. 그래서 경남쪽인 마산이

나 창원 울산소재의 학교에만 진

학할 수 있는 바람에 학부형들의

고충이 컸습니다.

기존 학부형들은 거의가 부산시

내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학군제 바람에 많은 학부

형들은 주민등록증을 떼어 부산시

내로 옮겨 놓고 아이들을 진학시

키는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

만도 한해 약 400명에 가까웠습니

다. 또 기장 등 5개 읍면에는 상수

도가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도랑물을 막아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불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어 부산시내로 왕

복하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꼴

되었는데 그것도 기장 일광 장안

등 면소재지가 고작이어서 주민들

의 나들이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장군민들의

복군과 부산시의 편입은 군을 잃

은 1914년 이후 계속 건의 돼 왔으

나 역대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답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기

장군복군추진위원회(위원장 공태

도)가 결성되어 진정 건의 탄원 그

리고 국회의 청원 등이 계속 되었

으나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인 1995년 3월 1일 드디어 기

장군민이 80년이나 애타게 기다리

던 복군과 함께 부산시에 편입되

게 된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닌

그리고 작은 고을치고서 독립운동

가를 가장 많이 배출해 일제와 싸

워온 우리군은 그간 여러 대통령

을 모셔 오면서 잃었던 우리 기장

군의 복군의 갈망을 외쳐 보았으

나 성사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숙원을 이

뤄 주셨으니 오늘의 서거를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복군에 이

어 부산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우

리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학군, 상

수도, 교통문제가 해결 되어 기장

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

는가 하면 생활의 수준도 한결 높

아져 대통령의 은혜가 태산 같은

데 이렇다 할 인사도 한번 올리지

못하고 비보만 받았습니다. 대통

령님께서는 이제 천수가 다되어

하느님의 품안으로 가십니다. 가

시는 길에 잠깐 멈춰 서서 우리 기

장군민이 올리는 꽃송이를 받으십

시오.

대통령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기장군복군추진위원회 위원장

공태도

기장군 복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11월 12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열렸다.

기장군은 11월 12일 오후 3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릫동남권

중추도시 기장을 말하다릮라는 주

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복군 20년을

즈음하여 기장의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장군굛

기장군의회 관계자와 각계 전문

가,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지

역 발전 방향과 선결 과제 등을 심

도 있게 논의했고, 기장군이 나아

가야 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1부에서는 황구 기장문화원 향

토문화연구소장과 김경수 부산발

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릫기장군

의 과거 20년 발자취와 복군 20년

의 성과릮와 릫기장군의 현안과제와

미래 지향점릮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학계, 기관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장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관광, 문화 분

야의 핵심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

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구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릲기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역사

는 1,258년이나 된다. 기장을 지탱

하는 가장 큰 뿌리는 지역의 정신

문화이다. 400년이 넘는 기장 역사

를 가진 기장향교를 통해 우리 선

조들은 충과 효를 배웠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나라를 지켰다릳

며, 릲천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 우

리 지역의 조상들이 이룩한 역사

와 문화를 어떻게 이어가고 후손

들에게 전할지 기장 문화융성의

미래설계를 군민들과 공유하고 소

통해 복군 20주년이 되는 2015년

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 동남권

중추도시의 문화마당으로 거듭나

는 원년이 되자릳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는 경성대

학교 오종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

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장군의 미래를 창출할 관광, 문

화 분야의 핵심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릫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기장군릮 이라는 주제로 신라대학

교 장희정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

로 부경대학교 양위주 교수의 릫문

화관광 목적지로서 기장군릮, 부산

대학교 정숙화 연구원의 릫원전의

역사를 만드는 도시, 기장릮, 일신설

계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승남 대표

의 릫바람직한 지역, 기장군 개발을

위한 의견릮, 부산발전연구원 우석

봉 연구위원의 릫기장군 복군 20주

년 기념세미나릮 등 토론문 발표가

이어졌다.

장희정 교수는 릲누구나 와서 즐

기고 교류할 수 있는 기장만의 품

격있는 인문학적 콘텐츠를 개발하

고 도심속의 농어촌이라는 특색을

살려 먹거리의 지역 브랜드를 개

발해야 한다릳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우석봉 연구위원은 릲중입자 가

속기 도입 전에 기장의 의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장의 역사

와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을 통해 고급화된 인문학적 콘텐

츠로 개발 해야한다릳고 밝혔으며

정숙화 연구원은 릲기장포럼 개최

를 계기로 국제기구가 있는 세계

적인 도시로 발전하자릳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승남 대표는 릲기장군은

그 자체로 미래 자산 가치가 높으

나 꼭 개발이 되어야 한다면 전통

적, 원조적 가치를 살려 핵심적인

것들만 집중해서 창조적으로 개발

되어야 한다릳며 릲지역 주민들이 감

동하고, 행복하다 느낄수 있을때

기장군은 동남권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으뜸 도시로 나아

갈수 있다릳고 밝혔다.

패널들간의 열띤 토론후에 지역

주민들의 원전소재 도시로서 기장

포럼의 나아갈 방향과 개발을 둘

러싼 심도깊은 질의와 좋은 의견

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

했다.

사회자인 오종환 교수는 릲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느낌을 공유할 때, 즉 양적인 개발

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져야 기장군

이 바라는 동남권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수 있다릳고

결론을 내렸다.

기장군수는 릲이번 심포지엄이

과거 20년을 되짚어 보고, 군민과

의 소통을 통해 미래 100년의 발

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을복군시켜주신

故김영삼前대통령을애도하다
릲지역주민행복위해나아가야릳기장군발전방향제시

기장군 복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개관 기념작인 미운오리새끼가 11월 20일 공연되고 있다.

아동굛청소년극꽃피울안데르센극장개관
전용극장으로 수준높은 공연 즐길 행복한 주말놀이터

기장군 장안읍 도예촌에 아동청

소년극 전문극장인 릫안데르센극장릮

이 11월 20일에 개관됐다.

안데르센극장은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창의적 예술체험활동 공간을 제공

하기 위해 1만517㎡의 부지에 연

면적 1천255㎡, 지상2층(공연장 1

동, 사무동 1동) 건물로 건립됐다.

장안읍 기룡리 산 126번지 도예

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착공 후 11개월여 동안의 공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문을 열게 됐다.

공연장은 프로시니엄 무대와 241

석의 관람석, 분장실, 조정실로 꾸

며졌다. 사무동 1층에는 사무실과

매표소, 2층에는 북카페와 테라스

등이 들어섰다.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문화원, 광

주시 아시아문화의전당 어린이문화

관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아동청소년

극 전문 극장이다.

안데르센극장은 서정적이고 아름

다운 안데르센의 동화를 공연화 함

과 동시에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의

아동굛청소년극을 적극 선보일 계획

으로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

우고 아동의 성격형성과 사회성 계

발을 위한 연극 교육의 장이 될 전

망이다.

개관 기념으로 릫미운 오리새끼릮,

릫인어공주릮, 릫궁리릮, 릫토끼와 자라릮를

매주 금요일 11시, 토요일 11시, 15

시에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매주 연극굛

뮤지컬 상설공연을 비롯해 연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공연예술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극장내부

(분장실, 소품실, 오퍼실 등) 투어,

작가 연출 배우와의 만남, 연극·뮤

지컬 직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

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안데르센극장

은 단순히 공연관람의 장소가 아

니라 공연을 접하고, 이해하고, 만

들어가는 입체적 교육 및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릳며 릲앞으로 기장을

아동청소년극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릳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교육굛문

화예술 관계자, 주민, 어린이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

으며 개관기념작은 릫미운오리 새

끼릮가 공연됐다.

<관련공연 정보 4면 참조>

故 김영삼 前대통령의 분양소가 11월 23일 기장군청로비와 정관읍사무소에 마련

됐다.

굩

복군 20년을기리면서
정경수기장문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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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릫일자리가 넘치는 희망

기장릮을 건설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을 집중하고 있다. 릫일자리가 곧 복

지릮라는 군정철학으로 일자리과를

신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공감행정을 펼쳐 군민이

희망을 갖는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다

■ 2015년 하반기 기장군 일자리

박람회 릫북적릮

기장군은 11월 19일 기장군청 로

비와 광장에서 릫2015 하반기 기장

군 일자리 박람회릮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성우하이텍,

(주)디알엑시온, 효성전기(주),

기장물산(주), 케이텍맨파워

(주), (주)기수정밀, 롯데쇼핑

(주) 롯데몰 동부산점, (주)신세

계사이먼 부산점 등 48개 우수 기

업들이 현장에서 채용과 면접을

진행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500여명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부

스를 찾아가 현장면접을 보며 구직

활동을 벌였다. 기업의 인력난을 해

소하고 우수 인력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

에서는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직굛

간접 채용면접을 진행했고 서로 소

통하며 희망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지역 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

공하고 기업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구

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증명사진 촬영, 취업컨설

팅, 야외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직업상담사의 전문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

훈련 안내 등 취업 관련 서비스도

이뤄졌다.

박람회장에는 구직자 뿐 아니라

향후 취업을 준비할 고등학생, 대학

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다. 진로

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박람회는 본인의 적성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이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기장군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 다

양한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

하고 구인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채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

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릳고 말했다.

■ 릲창직이 미래다릳

11월 14일과 15일 기장문화예절

학교 강의실에는 나만의 새로운 직

업을 만들기 위한 창직캠프가 열렸

다. 이번 행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는 최초로 개최된 신직업 발

굴 프로그램으로, 기장 지역의 새로

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을 위해 기장군과 (사)한국창직협

회 부산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직업세계의 변화, 미래사회 트렌트

등의 창직교육과 창직캔버스 활동

을 통하여 신직업을 도출해보는 실

습교육으로 이루어진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자 대부분이 새로운 직업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중에서 직업으로의 구체화 가

능성이 있는 20여개의 창직 아이디

어에 대한 발표와 심사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6개의 우수 창직 사

례를 선정하여 시상 및 상금을 전

달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성민규씨의 릫키

즈 프로덴티스트릮가 선정됐다. 현직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착안한 창

직 아이디어로써 치아를 통해 아이

의 안전과 미아를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실현가능한 직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1박2일의 짧은 캠프일정에도 불

구하고 릫직업 만드는 원리(창직 원

리)릮와 릫창직하는 방법릮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교육 참여

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러한

성과와 지역민의 참여 열기를 반영

하여 기장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창

직캠프를 시행하기로 함은 물론 창

직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적

합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직업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

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장군 취업정보센터

(709-2711, 4377-9)

릫2015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족영

어 체험학습릮이 11월 7일과 8일 기

장군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기장군은 영어 문화권 체험을 해

보고 싶은 학생, 실력은 어느 정도

있으나 외국인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학생, 회화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봄, 가을 영어 체험학습

행사를 열고 있다.

기장군 교육 특성화 사업의 일환

으로 금번 6회째를 맞이한 체험학

습은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프로그

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아 유치원생

부터 초굛중학생을 포함한 가족단위

참여자 4천여 명이 모여 세계 속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기장군의

대표적인 교육 이벤트 중 하나로 자

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행(World

Tour)을 테마로 다양한 나라의 특

색을 살린 공간으로 꾸며져 세계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

울 수 있도록 운영됐다. 체험관마

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각종 미

션을 수행하며 다양한 영어 대화

가 오고 갔다.

참가자들은 접수처에서 여권을

발급 받아 각 부스별 테마에 맞춰

미션을 수행한 후 스탬프를 모아

릫선물의 집릮에서 학용품, 간식 등 자

신이 원하는 물품을 교환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전통무기 부메

랑 만들기, 우산 디자인하기, 나초

만들기, 쇼핑천국 즐기기, 전통악기

마라카스 만들기, 요가 체험하기 등

11개 부스가 운영 됐다.

특히 투명 비닐 우산위에 자신만

의 개성으로 알록달록 디자인하는

영국관의 Decorate an umbrella(우

산 디자인 하기), 인도관의 전통 요

가를 직접 체험해보는 Join the

yoga session(요가 세션 참여하

기),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를 직접

갈아보는 케냐관의 Grind coffee

beans(커피콩 갈기)등의 코너는

미션을 수행하며 새로운 세계 문화

를 경험하고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재밌게 배울 수 있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하1

층 식당에서는 서커스와 매직쇼가

열렸고 멋진 무대매너와 신기한

마술에 관람객들의 환호성이 가득

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강

경민(정관초 5학년) 양은 릲여러 나

라를 주제로 영어페스티벌이 개최

돼서 예전보다 다양해진 체험을

하고 다른 나라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릳라

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당일 정관 지역을 순

회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 가족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기장가족 영어

체험학습은 주민 모두가 즐겁게 이

용할 수 있는 열린 영어학습 체험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재미와 호기

심으로 영어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

록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란다릳고 밝혔다.

기장군은 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릫K-Sale

Day릮에 지역 전통시장인 기장시장

홍보를 위해 11월 20일과 21일 양

일간 롯데몰 동부산점 내에 기장

시장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인 릫K-

Sale Day릮에 전통시장도 함께 참

여해 침체된 소비 활성화와 전통

시장 홍보를 함께 도모하는 성과

를 이뤄냈다. 부스는 롯데몰 동부

산점 1층에 있는 분수광장 내에

설치됐으며 동부산점을 찾는 관

광객들에게 건미역, 건다시마 등

기장군 대표적 특산물을 인기리

에 판매하며 기장시장을 널리 알

렸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롯데몰 내 기

장시장 홍보를 계기로 대규모 점

포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유통산업 환경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지속적

인 협력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릳고 말했다.

롯데몰 동부산점 내 기장시장 홍보부스 운영

릲세계여행하며즐겁게영어공부해요릳
2015 원어민과 함께하는 가족영어 체험학습

릫의료급여사업 평가릮 3년 연속 릲우수기관릳 선정

참가자들이 원어민 강사와 소통하며 우산 디자인하기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조기흡연사전에예방해요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 호응 커

일자리가보이는꿈의도시기장
2015 하반기 기장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

년 의료급여사업 평가대상에서

기장군이 2013년, 2014년에 이

어 3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올 한해 의료급

여업무 중 의료급여 재정 안정

화 기여도, 장기입원 사례 관리

와 의료급여제도 사업홍보 등을

광역과 기초지자체로 나눠 실시

한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른 것

이다.

기장군은 장기입원환자 사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와 보

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환자들의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정

보 수준을 높임으로써 좋은 평가

를 받았다.

또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상대로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적

절한 의료이용 서비스를 안내함

으로써 의료급여비 누수를 예방

하고 읍굛면 사회복지사, 방문간

호사 등과 함께 서비스를 강화하

였다.

기장군수는 릲앞으로도 의료급

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방침릳이라

고 밝혔다.

기장군보건소는 흡연시도연령

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들

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지키고 조

기흡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1월 6일 기장군보건소는 모전

초등학교 4∼6학년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간접흡연의 유해

성을 알리는 흡연예방교육을 진행

했다.

이날 교육에는 기장군보건소 금

연상담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각종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담배

의 주요 유해물질, 흡연과 간접흡

연의 위험, 청소년 흡연 피해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

게 설명했다.

학교 보건교사는 릲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평생 금연을

다짐했고 각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족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권유하

는 좋은 계기가 됐다릳며 릲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 교육

을 추진하겠다릳라고 말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릲앞으로도

흡연의 심각성을 어릴 때부터 심

어주기 위해 흡연예방교육과 홍보

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청

소년 흡연문제에 관심을 갖고 금

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예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릳이

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군보건소는 금연클리

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대상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

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기장군보건소 금연클리닉

(709-4863)

정관보건지소 금연클리닉

(709-5377)

12월은자동차세납부의달

자동차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

입니다.

□납세의무자 : 2015.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 2015. 12. 16 ~ 12. 3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Cyber지방세청), 지방세납

부계좌이체 스마트폰(납부24)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Cyber지방세청)

- 납 부 시 간 : 7:00 ~ 22:00 (365일 연중무휴)

※12. 21일부터는 23:00까지 연장

- 계 좌 이 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하나SK, KB국민,

씨티, NH농협

※ 공인인증서 로그인 뢿 나의 ETAX 뢿 고지굛체납확인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릫지방세 납부 메

뉴릮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 납부 시 건당 500원 세액 공제

▷ ARS 지방세납부 : 1544-1414, 스마트폰(납부24)을 통한 납부

공정조세과(709-2462)

□신청자격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

□신청서제출

- 릫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릮 혹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이용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조사

□의사소견서등발급및제출

- 치매 관련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등급판정및통보

- 등급판정위원회에서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판정후통보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후 이용

뢾 5등급혜택사항 뢿

▷ 주굛야간보호 : 인지능력 증진을 위해 치매케어 전문인력이

맞춤형서비스 제공(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전문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

여 회상훈련, 기억력향상활동 등을 어르신과 함께 수행

(하루 2시간 이용 가능)

▷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어르신 가족에

게 치매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

▷ 복지용구 :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 구입굛대여 가능(연간 160만원 이내)

▷ 치매가족 휴가제 :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연간 6일 단기보호 이용 가능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 절차 등 더 궁금

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901-0180)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신청안내



03

국민안전처가 11월 4일에 발표한

전국 7개 분야 안전지수 등급에 따

르면 기장군은 화재, 교통, 안전사

고, 감염병 분야에서 1등급, 자살은

2등급, 범죄와 자연재해는 4등급을

받아 7개분야 등급 합산치 14점으

로 전국 군단위(82개)에서 릫가장

안전한 지역릮 4위에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화재 3등급, 교통

2등급, 범죄 4등급, 안전사고 3등

급, 자살 5등급, 감염병 4등급, 자

연재해 4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기장군은 사고예방에 초

점을 두고 안전정책을 추진해 매

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

월별 재해발생 가능요인에 대해

홍보하고 유관기관굛민간과 합동

으로 안전교육과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해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지

역 안전문화를 확산 시켜 안전사

고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안전을 위하여 방범

을 포함한 재난, 교통 통합시스템

인 CCTV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골목길과 주

택가 등 우범지역에는 방범CCTV

를 매년 확대 설치,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

한 정기적 안전점검, 다중이용시

설 안전점검 등 계절별 맞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점검 시에는 공무원, 안전관

리 자문단, 개별분야 전문가와 합

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 점검이 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특히 소규모 재해취약시

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릫찾아가는 안전점검서비

스릮를 실시하여 안전 점검의 실효

성을 높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지역안

전지수 등급 발표가 안전한 기장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고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기

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릳라

고 말했다.

기장군안전지수전국군단위중 릫4위릮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 받아

기장군을 무대로 제작하는 음악

영화 릫로큰롤 할배릮(극본 최인환,

연출 이장희)의 제작발표회<사진>

가 11월 9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에서 열렸다.

제작발표회에는 KNN 사장, 영

상위원회 사무차장, 부산국제영화

제 부위원장 및 이장희 감독 등 제

작진과 양승호, 오광록, 윤수일 등

출연배우 6명, 기자단 20명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이 영화는 꿈을 갈망하는 청년과

꿈을 잃어버린 노인이 기장의 자연

속에서 음악을 매개체로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후반 역

전을 꿈꾼다는 내용으로 따뜻한 힐

링의 이야기인 동시에 기장의 아름

다운 자연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엠블랙의 양승호가 주연을 맡고

오광록, 하은설, 윤수일(가수) 등

이 영화에 출연하며 특히 함춘호,

강수호, 홍준호, 송영주 등 정상급

음악가가 음악 제작에 참여해 음악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이 드라마는 TV 영화 형식

의 제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2016), 다양성 영화 상영관 개봉

(2016)과 국내외 TV방영을 통해

부산지역방송의 새로운 콘텐츠 멀

티유즈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기장

을 배경으로 촬영되는 이 영화는 내

년 10월 국내개봉을 목표로 조만간

크랭크인 할 예정이며 영화와 함께

TV드라마용으로도 4부작을 만들어

안방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좌천시장역사관련벽화눈길
명품벽화거리 조성으로 시장활력 찾아

1919년 4월 8일 좌천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재현한 벽화.

장안읍좌천시장주변담장이아름

다운벽화로탈바꿈하여눈길을끌고

있다.

좌천시장은 지난해 8.25 수해를 입

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다.

수마가남기고간상처를도시환경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쓰러져가던

담벼락을복구하고담장에벽화를그

려 넣어 180도 변신했다.

어두웠던 회색골목이 하얀 도화지

벽으로바뀌고그위에는이야기꽃이

피어났다.

좌천시장입구에들어서면가장먼

저 눈에 띄는 벽화가 4월 8일 만세운

동 벽화다. 이 벽화는 1919년 4월 8

일 좌천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재현한 것이다.

광복회 자료에 따르면 좌천시장

의거는 1919년 4월 8일 장날이 되자

이른 아침부터 5~6백명의 농민들이

장꾼을 가장하여 시장통으로 모여들

었고, 오전 7시 경 장꾼들이 붐빌 때

오진환 등 5명의 동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릫대한독립만세릮를 소리 높여 외치니

주위의 수많은 군중들이 합세하였다

한다.

벽화를 보러온 한 관광객은 릲광복

70년이지났지만그날을재현한벽화

를 보고 있노라면 함성이 들려오는

듯 하고 조상들의 용기와 의로움에

가슴이 뭉클하다릳고 말했다.

릫대한독립만세릮를 외치는 군중들

옆에 그려진 로봇은 천준호(기장읍,

25세)씨가 안중근 의사를 롤 모델로

100여 차례 습작의 노력으로 그려낸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손을 형상화

한 로봇 깃발 감상도 관전 포인트다.

만세운동 벽화 옆쪽으로 70굛80

세대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

억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8.25

폭우 속 고무대야로 갓난아이를 탈

출시켜 화제가 된 구봉철 씨 집 담

벼락에는 hero릮s house라는 글귀

가 눈에 띈다.

좌천 시장마을의 역사를 담은 벽

화작업은 그동안 관내에서 해안변

방파제와 정관신도시 교량 등에 벽

화를 조성한 바 있는 이현정 벽화

작가가 재능을 기부하며 총 책임을

맡았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

께 참여해 기장의 역사와 미래의

꿈을 주제로 스토리가 있는 문화거

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현정 작가는 릲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지역의많은자원봉사자들과작

가들이마을환경개선과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 이번 벽화 사업을 계기로 시

장마을이유명해져많은사람들이찾

아오길 희망한다릳고 밝혔다.

좌천마을 이장은 릲좌천시장은 매월

4, 9일 장이 열리는 전통 5일장으로

한때는 언양시장, 동래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큰 시장으로 장날이면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

던 곳이었다. 대형할인점 등이 늘어

나면서옛장의모습만큼은아니지만

지금도장날이되면좌판에는싱싱한

야채와 과일류, 신선한 해산물 등 온

갖 물건들이 즐비하다릳며 릲좌광천 30

리길과명품벽화거리조성으로관광

객이 좌천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되어시장의활력을되찾고볼거리와

살거리가 풍부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를 희망한다릳고 덧붙였다.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기장의자연을무대로아름다운음악이흐른다

영화 릫로큰롤 할배릮 제작발표회 개최

기장군보건소는 릫2015년 음주 폐

해 예방의 달릮을 맞아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릫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

도 스마트시대릮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오는 12월 8일 정관읍 희망재능

나눔 행사와 12월 30일 철마면 건

강백세교실 운영 시 알콜 분해 유

전자 테스트를 통하여 위험체질에

는 릫금주릮 뱃지를, 약하거나 강한

체질에는 릫절주릮 뱃지를 배부하며,

음주오적(음주강권, 폭탄주, 원샷,

벌주, 사발주) 습관을 내가 먼저 바

꾸는 릫바람직한 음주문화 만들기릮

기장군민 서명 운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릳폭탄주를 즐겨

마시는 등 과음을 유발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군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음주폐해 감소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릲고 말했다.

건강증진팀 (709-4823)

음주폐해예방홍보캠페인실시

릲크게라디오를켜고다함께몸을펴요릳
기장시장 상인 대상으로 중국어회화, 음악 프로그램 방송

기장시장에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흥겨운 음악소리가 울려 퍼진

다.

시장 안 건물과 기둥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르면 상인들

은 일손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오

랜 시간 장사로 굳어진 팔, 어깨,

허리, 무릎관절 등을 열심히 풀곤

한다.

11월 5일부터 기장시장에 릫기장

시장 평생학습 라디오-On Air릮가

방송되고 있다. 이 방송은 12월 8일

까지 오전 10시, 오후 2시, 하루 2

번 10분씩 기장시장 상인들을 대상

으로 나간다. 이날 진행된 스트레칭

도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맨

처음 시작할 땐 영문을 몰라 어리

둥절해 하던 상인들도 이제는 곧잘

따라한다.

기장시장에서 10년 넘게 채소를

팔고 있다는 한 상인은 릲온종일 쪼

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느라 안 아

픈 데가 없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릳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계에 밀려 입지가 좁

아지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활

력을 위해 전통 매체인 라디오가

지원군으로 나서 정보교류와 화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평생학습 라디오는 기장군이 운

영을 맡아 기장시장번영회의 상가

방송시스템을 활용한다. 프로그램

은 상인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상인 100명의 설문조사를 거

쳐 선정됐다.

월, 수, 금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

루를 시작하는 릫기장시장 10분, 라

디오 학습릮, 베테랑 상인의 판매 노

하우를 전해주는 릫시장 달인의 Five

Tip(다섯가지 비법)릮, 외국인 관광

객들을 맞아 중국어와 친절 강의,

서비스 마인드를 알려주는 릫10분

평생학습 레시피릮, 시낭송과 영화음

악, 상인들의 신청음악을 들려주는

릫소통의 인문학릮 등이 있다.

방송을 듣고 있던 한 상인은 릲날

이 갈수록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어를 배우니 자신감이

생기고 상가방송으로 소통도 하니

하루가 즐겁다릳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기장시장

평생학습 라디오-On Air 프로그램

을 통해 학습할 시간과 기회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인들과 또 시장

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평

생학습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학습

이 되길 바란다릳며 릲평생학습도시

기장군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

통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하

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릳고

밝혔다.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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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경미화원공개채용계획

불법체류외국인자진출국안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행위계도기간연장안내

항 목 기 준 총점(20점) 증빙서류

기 장 군거주기간(8)

7년 이상 8점

주민등록 초본(이력포함)

5년이상 ~ 7년 미만 5점
4년 이상 ~ 5년 미만 4점
3년 이상 ~ 4년 미만 3점
1년 이상 ~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부양가족수(4)
3인 이상 4점

주민등록 등본2인 ~ 1인 3점
본인 1점

다자녀 가정 우대(2)
4인 이상 2점

주민등록 등본
3인 1점

자동차운전면허(2)
1종 보통면허 이상 2점

운전면허증 사본
2종 보통면허 이하 1점

장애인 부양여부(2)
2인 이상 2점

주민등록 등본,장애인증명서
1인 이상 1점

국가유공자 및그 자녀 (1) 1점 보훈처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1) 1점 확인서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꼭신청하세요

유형 지원내용

Ⅰ유형
(소득연계)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연간 지원금액)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대상)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대학 등록금 동결굛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됨

다자녀
(셋째자녀 부터 지원)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릮93.1.1이후 출생자, 릮14년 이후 입학자 중 1~3학
년 셋째이상 대학생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연간 480만원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480만원 480만원 480만원 360만원 264만원 168만원 120만원 67.5만원67.5만원

룗희망2016나눔캠페인룘성금모금동참

□ 채용인원 : 3명

□ 채용공고 : 2015. 11. 16(월) ~ 11. 30(월), (기장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15. 11. 30(월) ~ 12. 2(수), 09:00 ~ 18:00까지(기장군청 청소자원과)

□ 2차 체력능력시험 : 2015. 12. 4(금), 10:00 ~ (월드컵빌리지)

□ 3차 면접시험 : 2015. 12. 11(금), 10:00 ~ 11:00(기장군청 대회의실 9층)

□ 합격자 발표

- 2차 체력능력시험 합격자 발표 : 2015. 12. 7(월)

- 최종 합격자발표 : 2015. 12. 15(화)/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구비서류

- 환경미화원 응시원서(기장군 청소자원과에서 교부) 1부

- 자필이력서 1부(취업등록 신청서와 동일한 사진)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기장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25세 이상인자 (1990. 11. 13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사람

-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 환경미화원으로서 해고된 후 3년을 경과한 사람

□ 선발방법 :

- 제1차 서류심사 (20점)

- 제2차 체력 검정(50점)

▷ 모래마대 오래들기(남자20㎏, 여자15㎏)

▷ 100m 달리기(자기 라인 벗어날 경우 실격 처리됨)

※ 각 종목별 최고점수를 25점(만점)으로 함, 순위는 2종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

로 결정

- 제3차 면접시험(30점) : 제2차 합격자에 한함

▷ 3차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청소자원과(709-4431)

릲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릫15. 12. 16(수)까지 꼭 신청하세요굩릳

□ 신청기간(1차) : 2015. 11. 24(화) 09:00 ~ 12. 16(수) 18:00

※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및 릫16년

대학입학 예정자(현, 고교 3학년)

□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②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2.21(월)까지 완료(가구원의 공인인증서 필요)

※정보제공 동의 대상 :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父母) 모두, 신청자가 기혼인 경

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이미 완료한 경우 추가로 동의할 필요 없음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홈페이지 www.kosaf.go.kr

뢾 [참고] 국가장학금 종류(릮15년 기준) 뢿

※ 릮16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69)

□ 자진출국 신고 접수

-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혜택

-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됩니다.

-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출국 후 비자 발급 신청 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자진출국 절차

-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됩니다.

※ 자진출국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항 4시간 전에는 공항만에 도착하셔

야 합니다.

□ 문의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바랍니다.

-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포 : 02-2664-6202

·김해 : 051-979-1300 ·인천 : 032-891-9925, 032-777-9941

※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

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3)

□ 행 사 명 : 룙희망2016나눔캠페인룚

□ 모금기간 : 2015. 11. 23 ~ 2016. 1. 31 ▷ 70일간

□ 모금목표액 : 88억6천만원

□ 주요추진사항

- 희망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등 각종 모금참여 캠페인 추진

- 모금접수 창구 운영 : 구굛군 및 읍면동, 방송사굛금융기관 등

- 학교모금 캠페인 참여 :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교육적 가치 전달)

- 착한가게 지정 운영 및 직장인 한사랑나눔캠페인 참여 독려

- 기타 모금활동 추진 : ARS 모금, 이벤트(방송사, 바자회 연계) 등

□ 슬로건 : 릲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릳

□ 기부자 혜택 :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 관련문의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790-1400)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888-3151)

2015. 7. 29부터 시행된 릫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릮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10월말까

지 홍보굛계도하여 왔으나,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장합니다.

□ 집중계도기간 : 2015. 11. 1 ~ 2016. 1. 31

□ 계도구역 : 부산시내 전역

□ 계도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굛출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

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0만원

※ 계도기간 내에도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888-3234)

보건소소식

○ 대 상 :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일 시 : 2015. 12. 30(수) 10:00 ~ 12:00

○ 장 소 : 철마면 노인복지관

○ 내 용

- 강 의 : 좌골신경통강의(아름다운강산병원 김기림원장)

- 건강생활기초서비스제공 : 구강(불소도포), 간이 치매선

별검사, 심뇌혈관질환

- 혈압굛혈당측정, 암검진 홍보, 이동금연클리닉운영 등

○ 신청문의 : 건강백세교실 담당(709-4827)

○ 대 상 :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기장군민

○ 일 시 : 매주 월 ~ 금 9:00 ~ 18:00

○ 비 용 : 무료

○ 내 용

▷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아동기 정신건강문제 등

▷ 전화 및 내소 상담

▷ 필요시 방문 상담 제공

▷ 홈페이지(gijangmhc.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 문 의 :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727-5386)

유망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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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내 용 비 고

12.10(목)

10:00 ~ 15:00

◎ 생활개선분야 실적발표회

(생활개선회, 규방공예연구회, 식문

화연구회)

12.11(금)

10:00 ~ 16:00

◎ 2015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시범사업 평가, 특강 릫작지만 강한

도시근교농업육성릮)

◎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평가회

(강소농 성과평가, 특강 및 정밀컨설

팅 사례발표)

12.10(목) ~ 11(금)

10:00 ~ 17:00

◎ 성과물 전시회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천연염색, 전

통식초 등)

일반군민

관람:

12월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성과물 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성과전시회는 12월 11일 오픈전시하오니 관심있는 군민 여

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 간 : 2015. 12. 10(목) ~ 11(금) 2일간

★ 성과전시회 일반군민 관람 : 12월 11일(금) 10:00 ~ 17:00

□ 장 소 : 기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아카데미관

(기장읍 반송로 1370-22)

□ 행사일정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12)

유료광고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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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은 11월 20일 기장군청 차

성아트홀에서 기장군굛일광노인복지관 이용 노

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군 노인들의

문화축제인 릫은빛다솜예술제릮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

그램 이용자들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노인복

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재능을 한자

리에서 펼치는 자리가 됐다.

이 날 공연은 기타교실, 실버합창단, 민요교

실, 영어교실, 댄스스포츠, 고전무용, 리듬태권

도 등 총 14여개의 팀이 참가해 복지관에서 배

운 실력과 끼를 펼쳐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의 출품과 전시

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재능을 펼치기도 했다.

주간보호실, 서예반, 컴퓨터반, 한글교실반, 동

화구연반 등 전시에 총 12개 팀이 참가해 서

예, 종이공예작품, 그림 등 작품을 전시해 눈길

을 끌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조혜정 관장은 릲이번 행사

는 어르신들이 숨은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릳며 릲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준 작품 전시팀과 공연팀 어르

신들에게 감사하다릳고 말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굛정신적으로 활기찬 노

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기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1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의 후원으로

결혼이민자 요리솜씨 대회를 개최했다.

결혼이민자들이 센터 요리교실에서 배운 요

리솜씨를 발휘해 성취감을 느끼고 주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경연에는 요리솜씨 대회 출전자 6명과

보조자 12명이 참가했으며 한식과 모국요리 2

부문으로 펼쳤다. 한식은 잡채, 모국음식에는

중국팀은 탕수육, 베트남팀은 월남 쌈, 필리핀

팀은 룽피아 등의 자유 메뉴로 요리솜씨를 발

휘했다. 요리솜씨 대회에 임하는 나라별 출전

팀은 진지함 속에서도 협력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훈훈한 경연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모국음식 요리 시 자부심을 갖고 최선

을 다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베트남 출신의 아이니

(이가영)씨가 수상하여 기쁨을 나눴다. 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요리솜씨대회를 정례적으로 개

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개소와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주) 고

리원자력본부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요리교실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음식문

화 조기적응과 가족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역할

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 기장군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보다 다채로운 요리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굛운영할 예정이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직원, 사랑의집고치기봉사활동펼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휴일을 이용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58명으로 구성된 다솜누리

봉사단(단장 김태영)은 10월 31일, 11월 3일 양

일간 철마면 임기리와 웅천리 소재 저소득층 가

정(4개 가정)을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빨래, 청소 등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대상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릲공

단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일처

럼 집을 말끔히 수리해 새 집이 된 것 같다릳며 기

뻐하면서 공단 봉사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솜누리봉사단은 2010년 공단 전 직원을 중

심으로 구성돼 5년간 지역사회 저소득층, 독거노

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

을 진행하고 있다.

봉사단장 남정원은 릲공단의 공공성 증진과 이

웃사랑 실천을 위해 기장군 내 소외된 사회적 약

자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며, 소외된 이

웃 등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릳고 말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박종범 본부장은 릲휴일

을 반납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릳며 릲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통해 지

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릳

고 밝혔다.

결혼이민자요리솜씨대회개최

가족건강의 지킴이굛한국생활 적응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기장군노인복지관문화축제

릫은빛다솜예술제릮성료

학교 밖 지원사업 참여 청소년들이 꿈드림자격증반 응급처치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업중단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릫꿈드림릮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최근 3년간 학교를 유예하거나 학업을 중

단한 청소년이 281명(릮12~릮14년 교육통계연보)

명으로 중굛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정원의 1.5％

이상이 공교육을 이탈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장군청소

년수련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처(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하 꿈드림)를 마련하

고 연간 6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꿈드림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

지 않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업

복귀를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상담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취

업 및 자립프로그램 지원, 문화지원과 건강증진

서비스 등으로 진행된다.

상담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

해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잡아

개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중졸 및 고졸검정고시

를 위한 일대일 학습멘토링,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학업 복귀를 돕고 필요시 집단상담 프로그

램 릫나는 내 인생의 매니저릮, 맞춤형 학습클리닉

을 진행해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체험과 실물경제학습 집단

프로그램인 릫두드림릮을 운영해 학교 밖 청소년

들이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꿈드림 자격증반은 현재 각광받고 있는

직업의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노동부 취업프

로그램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바리스타자격취

득과정, 천연비누제조사자격, 응급처치교육, 스

킨스쿠버과정 등을 개설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현재 관내 학업중단 위기청

소년 6명이 풍선아트 3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풍선아트 자격 취

득 후 지역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으로 재능

기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지원

을 위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12

월 중 부산대학병원 금연지원서비스센터와 연

계해 금연서비스와 금연관련 건강검진(관내 보

건소 연계)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학업중단청소년의재도약 릫꿈드림릮과함께해요

단기서당 -예, 예(禮), 예(yes)캠프참가자모집

다문화가족과소통하는하모니축제한마당

12월 기장종합사회복지관교육문화프로그램안내

구분 프로그램명 대상연령 수강료(재료비별도) 시간 개강월

영유아
어린이

뮤직 팡팡 1 15 ~ 25개월 20,000원 수 10:30 ~ 11:10 12
뮤직 팡팡 2 17 ~ 22개월 20,000원 수 11:20 ~ 12:00 12
뮤직 팡팡 3 12 ~ 16개월 20,000원 수 12:10 ~ 12:50 12
뮤직 팡팡 4 7 ~ 11개월 20,000원 수 13:00 ~ 13:40 12

점핑점핑아이스쿨 1 16 ~ 27개월 60,000원 화 10:30 ~ 11:1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2 20 ~ 32개월 60,000원 화 11:20 ~ 12:0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3 12 ~ 18개월 60,000원 화 12:10 ~ 12:5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4 16 ~ 27개월 60,000원 화 13:00 ~ 13:4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6 20 ~ 32개월 60,000원 화 13:50 ~ 14:3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7 30 ~ 46개월 60,000원 화 14:40 ~ 15:2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8 4 ~ 5세 60,000원 화 15:30 ~ 16:10 12 ~ 2
점핑점핑아이스쿨 9 4 ~ 6세 60,000원 화 16:20 ~ 17:00 12 ~ 2

※ 점핑점핑아이스쿨 3개월과정 11주 수업입니다
오감발달 1 8 ~ 13개월 20,000원 금 10:30 ~ 11:10 12
오감발달 2 14 ~ 19개월 20,000원 금 11:20 ~ 12:00 12
오감발달 3 19 ~ 36개월 20,000원 금 12:10 ~ 12:50 12

미술 아카데미 (유아) 6~7세 (유아) 25,000원 화,수 16:30 ~ 17:20 12
미술 아카데미 (초등) 초등1~6학년 25,000원 화,수 15:30 ~ 16:20 12

성인

리본공예 (취미, 자격증)

성인

20,000원 월 10:30 ~ 12:00 12
건강한 선체조 ＆ 요가 25,000원 화,목 10:30 ~ 12:00 12
몸치탈출굩 댄스 스포츠 20,000원 금 10:30 ~ 12:30 12

아름다운 body 성인벨리 댄스 (주말) 20,000원 토 10:00 ~ 11:30 12
아름다운 body 성인벨리 댄스 (야간) 30,000원 화,목 19:30 ~ 20:50 12

S라인 웰빙요가 (주간) 20,000원 월,금 10:30 ~ 11:30 12
S라인 웰빙요가 (야간) 20,000원 화,목 19:00 ~ 20:00 12

다락방 노래교실 15,000원 금 14:00 ~ 16:00 12 ~ 2

주말
프로
그램

스트레칭 및 체형교정 발레 4 4 ~ 6세 20,000원 토 09:30 ~ 10:20 12
스트레칭 및 체형교정 발레 1 4 ~ 5세 20,000원 토 10:30 ~ 11:20 12
스트레칭 및 체형교정 발레 2 5 ~ 6세 20,000원 토 11:30 ~ 12:20 12
스트레칭 및 체형교정 발레 3 6 ~ 7세 20,000원 토 12:30 ~ 13:20 12
동화구연과 창의력키우기 초등1 ~ 3학년 15,000원 토 13:30 ~ 14:20 12

동화책과 놀아요 7 ~ 8세 15,000원 토 12:30 ~ 13:20 12
동화구연 키즈 연극교실 1 5 ~ 6세 15,000원 토 10:30 ~ 11:20 12
동화구연 키즈 연극교실 2 6 ~ 7세 15,000원 토 11:30 ~ 12:20 12
신나는 키즈벨리 (초급)

6세 ~ 초6학년
15,000원 토 13:30 ~ 14:20 12

신나는 키즈벨리 (중, 고급) 15,000원 토 14:30 ~ 15:20 12
신나는 키즈벨리 (공연반) 15,000원 토 15:30 ~ 16:20 12
슈가 크래프트 (유아) 5 ~ 7세 (유아) 20,000원 토 10:30 ~ 12:00 12
슈가 크래프트 (초등) 초등 1 ~ 3학년 20,000원 토 12:10 ~ 13:40 12

어르신

컴퓨터 입문반

만 55세 이상
어르신

10,000원
화 10:00 ~ 12:00
금 13:00 ~ 15:00

12 ~ 1

실용 컴퓨터 1 10,000원 화,수 13:00 ~ 15:00 12 ~ 1
실용 컴퓨터 2 10,000원 수,금 10:00 ~ 12:00 12 ~ 1
S라인벨리댄스 15,000원 금 13:30 ~ 15:00 12 ~ 2

한글 (초급) 교실 10,000원 수,금 10:00 ~ 12:00 12 ~ 1
한글 (고급) 교실 10,000원 월,화,목 10:00 ~ 12:00 12 ~ 1

영어교실 10,000원 금 11:00 ~ 13:00 12 ~ 1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주부역할

을 강화하고자 한국전통 김장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오니 결혼이민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 12. 1(화) ∼ 4(금)(4일간), 10:00 ∼ 12:00

○ 장 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 대 상 : 결혼이민자

○ 내 용 : 김치담그기 전과정 체험 및 김장나눔

○ 문 의 : 051)792-4750, 4796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과 문화 체험의 장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문화예절학교에

서 단기서당캠프를 기획굛운영합니다. 이번 캠프는 사자소학을 기본으로 한 예절의

실천과 더불어 1박 2일 동안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 예의를 교육하

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기서당 - 예, 예(禮), 예(yes) 캠프에 많은 관심과 지

원을 바랍니다.

※ 예, 예(禮), 예(yes)란 긍정적인 대답 릫예릮와 우리의 전통 릫예(禮)릮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릫예(yes)릮의 조합으로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생각과 예를 키우고자

하는 캠프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 참가안내

○ 사 업 명 : 단기서당 - 예, 예(禮), 예(yes)캠프

○ 운영기간 : 2015. 12. 19(토) ∼ 20(일), 1박 2일

○ 모집대상 : 기장관내 초등학교 4-6학년

○ 모집기간 : 2015. 11. 16(월) ∼ 모집 마감 시 까지

○ 모집절차 : 전화 문의 접수 후 E-mail, 팩스 접수 ※선착순 마감

전화 : 051)792-4755 (담당자 : 김시현) / Fax : 051)728-8022

E-mail (puhaha5678@naver.com)

○ 활동내용 : 사자소학, 전래놀이 등

○ 활동장소 : 기장문화예절학교

○ 참 가 비 : 1인 31,000원

기장문화예절학교(792-4755)

기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연말을 맞이하여 센터를 이용해주신 다문화가족

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하모니 축제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 12. 19(토), 10:00 ∼ 15:00

○ 장 소 : 센터 3층 소강당

○ 대 상 : 센터 등록 다문화가족 누구나

○ 내 용 : 인사말, 노래 및 장기자랑, 시상 등

○ 신청기간 : 2015. 12. 1(화) ∼ 12. 15(화)

※ 장기자랑 참가자 모집 : 2015. 12. 1(화) ∼ 12. 8(화)

○ 문 의 : 051)792-4750, 4799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존회원접수 : 11월 18일(수) ∼ 24일(화)

신규회원접수 : 25일(수) ∼ 마감시까지 / 개강일 : 매월 첫째 해당 요일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2015년 김장담그기체험및나눔행사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1월 4일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

에서 열린 사)구굛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

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퍼포먼스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단행사이모저모

기장노인복지관에서는 11월 11일 이연주갤러리(해운대)에서 자원

봉사자굛후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 나눔의 밤을 시행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1월 7일부산기장지역자활센터와연계

하여 북한이탈주민굛다문화가족굛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릫꿈을

키우는 자녀, 행복한 부모릮를 위한 부모교육 릫런웨이릮를 개최했다.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11월 21일 청소년운영위원회 가을 워크

숍을 실시하여 경주시청소년수련관(경북 경주시 소재)를 방문하고

운영현황 파악을 통한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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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1세기.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면

서 언제부턴가 편지 대신 이메일이, 레포트

도 손으로 쓰는 대신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

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시대에

익숙해진 컴퓨터 상의 정형화된 글씨 대신

좀더 자연스럽고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

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게 접할 수 있

는 손글씨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바로 캘리그라피(Calligraphy)라 불리는

손글씨다.

캘리그라피는 붓을 사용하는 서예기법을

활용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를 글씨로 표

현하여 아름답고 독특하게 글씨에 멋을 내

는 것을 의미하는데 광고효과가 뛰어나 영

화포스터나 제품포장, 책 표지, 기업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글을 다양한 느낌의 손 글씨로 나타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각광받고

있는 캘리그라피. 이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매주 목요일이면 정관도서관이

북적거린다. 제12기 기장군민대학 릫아름다

운 서체 캘리그라피릮강좌가 운영 중이기 때

문이다.

송현숙 강사는 릲우리나라에서는 캘리크

라피를 릫손글씨에 의도적인 멋을 더했다릮하

여 릫손멋글씨릮로 부릅니다. 세상에 하나밖

에 없는 나만의 글씨체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속도로 인기가 많아졌죠릳라

고 말했다.

자기만의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하기에

더없이 좋은 캘리그라피는 벼루, 붓 등 전

통 도구에서부터 물감 등의 서양화 도구까

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

한 도구의 특징과 사용법을 익혀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캘리그라피의 기술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자유로우면서도 규칙적인 나만의 필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식과 원칙을

통해 기본을 탄탄히 해야한다. 대표적으로

선(획) 긋기, 자음굛모음 연습, 필압연습 등

이 있다. 여기서 필압은 펜의 압력으로 선

의 굵기를 조절해서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

하고 강조할 부분을 강조할 때 쓰인다. 탄

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자 쓰기에 앞서 이런 연

습을 하면 좀 더 쉽게 캘리그라피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평소 문자를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

거나 번짐, 흘림 등의 효과를 적절히 사용

해 자신만의 글씨체를 갖는 훈련을 지속적

으로 이어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릫연습은

완벽함을 만든다릮라는 격언이 있듯이 꾸준

하게 연습을 하다보면 본인만의 느낌이 담

겨 있는 캘리그라피를 표현할 수 있다.

9월 3일부터 진행된 강좌라 수강생들의

실력은 다른 이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향상돼 있었다.

김종복 수강생은 한 장의 손수건을 펼쳐

보였다. 릲저번 시간에 쓴 글귀 옆에 키우는

강아지를 그려봤어요. 글씨만 있는 것보다

그 내용이 담긴 그림까지 함께 있으니 더

의미가 와 닿죠?릳라며 릲열심히 연습해서 이

번 연말에 지인들에게 제 마음이 담긴 캘리

그라피를 선물하고 싶어요릳라고 웃으며 말

했다.

캘리그래피의 매력은 쓸 때마다 내 감정

이 글자에 반영되며 나만의 다양한 글씨체

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옛날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나만의 정성과 진심이 담긴 손글

씨로 우정과 사랑을 전했다. 캘리그라피에

도전해 봤다면 부모님굛친구굛선생님에게 손

편지로 진심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미래에뜨는직업

구자현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장

Ⅰ. 사라지는 직업, 뜨는 직업

스피노자는 인생을 파괴하지 않은 직업, 삶을

빛내는 직업만이 훌륭한 직업이라 말하고 좋은 직

업이 어떤 것인지의 물음은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철학적 의미가 담긴 정의일수 있지만 요즘으로 말

하면 눈부신 삶을 살게 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삶

을 즐길 수 있는 일, 그것이 뜨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의 초굛중굛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녀가 갖

기를 바라는 직업의 특징으로 릫소질과 적성이 맞

는 곳릮(53.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특히,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치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옷이라도 크기와 색상 디자인이 자녀와 맞

지 않으면 그 옷은 자녀의 옷이 아니듯이 직업도 마찬가지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거나, 멋이 있고 유망한 일이라 해도 자녀의 적성과 취향에 맞지 않

는다면 소용이 없다. 자신 있고 즐기면서 일하는 릫직업릮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고통이 따르는 릫일릮에 불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옥스퍼드대 프레이 교수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릲자동화와 기술발전으로 20

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릳고 보고 있다. 소멸될 수

있는 직업군으로 텔러마케터, 회계사, 소매판매업자군이 90％ 이상이고 부동산

중개인, 전문작가 군이 80％이상, 기계전문가, 비행기 조종사, 자동차 운전자

군이 50％이상, 경제학자, 건강관련 기술자, 배우 군이 40％대로 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영국이란 지역적 제한이 있지만 90％대 소멸 직업군은 바로 무

인택배 드론의 등장과 다양한 모발일 앱의 등장 때문일 것이다. 또한 80％,

50％대 소멸군도 무인비행과 운전기술이 위치기반서비스(LBS)와 소셜네트워

크(SNS) 기술의 결합 결과로 항공, 지질, 해양, 의료, 환경, 게임, 쇼핑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더 확대될 것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CNN에서 조사한 미국의 100대 직업중 TOP 10은 바이오메디

컬 엔지니어뢿 전문임상 간호사뢿 소프트웨어아키텍트뢿 외과의사뢿 경영컨설턴

트뢿 석유지질학자뢿 소프트웨어개발자뢿 IT구성 매니저뢿 의료임상연구직 등으

로 보인 것도 다양한 증강현실관련 기술과 컴퓨터 영상과 그래픽관련 시스템

에 적용할 알고리즘의 개발의 결과로서 타산업과의 연관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과 관련된 직업군이 뜨는 직업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트렌드 변화에 따른 능력개발

한국직업사전에는 새 직업 26개가 들어 있다. 3D프린트 개발자, 스마트헬스

케어기기 개발자 및 서비스 기획자, 빅데이터 전문가, 이혼상담사, 온실가스컨

설턴트, 홀로그램 전문가 등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들 직업군만 보아도 변화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학의 학과군이나 관심영역의 독서와 전문가의 강의 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

야 할 것이다.

첫째, 녹색 직업에 대비.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와 실제로 기후변화로 체감

하고 있는 현실 관련 직업군으로 온실가스 인증심사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폐기물에너지와 연구원, 기후변화감시원, 주택에너지 효율감시원 등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습득. 마이드리더, SNS보안전문가, 증강현실엔

지니어, 생체정보인식기술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셋째, 로봇기술과 웨어러블기기 발명. 실버로봇기획자, 우주항공공학자, 해

양공학자, 로봇감성치료전문가, 웨어러블개발자

넷째, 세계화와 표준화 다양화. 국제회의전문가, 국제의료코디네이터, 국제

변리사, 생체계측의료기기개발자, 국제금융전문가, 융합컨설턴트, 경영정보전

문가

다섯째, 인구의 고령화 및 다문화 사회화. 노인상담, 복지전문가, 연금전문

가, 노인말벗도우미, 다문화적응컨설턴트, 조손부모관계전문가

릲손글씨로내마음전해볼까릳캘리그라피인기

일광노인복지관에서 기타 동호회원들이 기타를 배우고 있다.

언제나 늘 청춘이라고 말하며 마음 또한

청춘인 일광노인복지관 기타 동호회를 소개

하고자 한다.

일광노인복지관 기타 동호회는 매주 월굛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남짓 기타 연

습으로 기량을 닦는다. 악보를 보며 강사와

호흡을 맞추며 연주하는 모습이 프로 밴드

못지 않다.

이유식 강사는 릲복지관 개관하고 1년 6개

월가량 어르신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과 성실함에 오

히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처음 진행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에

치중을 하고 악보 보는 연습과 함께 노래 배

우기를 통해 수업에 활력을 주고자 했습니

다. 가곡, 올드팝 등 좋은 노래 위주로 선정

하여 수업시간에 함께 배워서 부르는 시간

도 가지는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습니다릳

라며 말했다.

기타 동호회 회원들의 얼굴에 새겨진 세

월의 흔적은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커버되는 듯 했다.

강사와 회원들 간의 끈끈한 정이 릫형릮, 릫동

생릮으로 호칭으로 나타나 분위기가 인상적

이었다.

릲기타에 대해 전혀 몰라서 처음에는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지도에 잘 따라 하게 되었

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손가락

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복지관에서 생일잔치가 있을 때 기

타 연주를 하곤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

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릳며 이일수 씨는

소회를 밝혔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풍성 씨는 릲기타를 치

면서 리듬감이 생겼고 유행가 하나를 배우

더라도 악보를 통해 정확하게 배워 부를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생활에 활력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정신 건강에

참 좋습니다. 선생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선생님의 지도

에 잘 따르려고 합니다릳라고 말했다.

릲작년에 릫은빛축제릮에서 공연한 기억이 납

니다. 어르신들의 손가락이 유연해지고 연

주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려 치

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초

급반은 중급반으로 실력향상 있으면 좋겠고

중급반은 수준 있는 연주를 통해 많은 무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희망입니다릳라고

이 강사는 말했다.

구성원간에 개인차가 있지만 꾸준한 연습

을 통해 화음을 맞춰 나가다 보면 실력도 차

츰 향상될 것이다.

모두 멋진 연주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며 조용하고 감성적인 기타 연주로 젊

음을 이어갈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이명희 명예기자

언제나청춘기타연주로젊어집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구분 구매처 사용지점 할인율 비고

영화

티켓

메가박스

해운대지점을

제외한

부산 전 지점

1매 6,000원

주중, 주말 일반영화

사용가능

(3D, 4D 제외)

롯데

시네마
부산 전 지점

5장 1세트

30,000원

8장 1세트

48,000원

- 주중, 주말

일반영화 사용가능

(3D, 4D 제외)

- 인터넷 예매,

포인트 적립 가능

온천

티켓

허심청
동래구

온천동
1매 8,000원

주중, 주말 입장가능

(찜질방 제외)

아쿠아

펠리스

수영구

광안동
1매 8,000원

주중, 주말 입장가능

(찜질방 이용 가능)

릫발급 기간 및 사용기간 연장릮 ＆ 룗카드플러스룘프리티켓

구매 안내

□ 카드 발급 기간 : 2015. 12. 31까지

□ 카드 사용 기간 : 카드 발급일 ~ 2016. 1. 31까지

□ 프리티켓 구매 대행

- 문화누리카드 소액 잔여 금액 소진을 돕기 위한 프리티

켓 구매

▷ 대상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중 잔액보유자

▷ 접수기간 : 2015. 11. 16 ~ 2016. 1. 22

▷ 접수처 : 읍굛면사무소 및 군청 문화관광과(5층) 방문접수

□ 구매처 (할인율 상이함)

※ 사용기간

- 메가박스 영화티켓, 아쿠아펠리스 온천티켓 : 2016년 12

월까지

- 롯데시네마 영화티켓, 허심청 온천티켓 : 구매일로부터

6개월까지

※ 신분증 및 문화누리카드 지참

▷ 수령시기 : 시기별 접수 완료 후 일주일 정도 소요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문화관광과(709-4065)

60세 이상어르신취업모집

모집분야 및 인원 조건 급여

경비(5명)
격일제, 경비 이수증 소지,

유경험자우대(60~68세)
120만원 이상

미화(5명)
아파트, 건물등 청소,

09시~16시 (60세~68세)
85만원 이상

미나리다듬기

(10명)

앉아 미나리다듬는 작업,

06시~18시, (60세~6세)
80만원 이상

미역포장 및 선별

(20명

미역 선별 및 포장 작업

(60세~70세)
30만원~100만원

어린이집취사부

(10명)

어린이 간식 및 점심 준비,

3시간 이하 (60세~70세)
30만원

부산동부취업지원센터 722-7858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센터 지정기관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종합서비스안내

□ 양육비 이행 지원 종합서비스 서비스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

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서비스 신청 대상

○ 릫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릮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굛조손 가족

○ 릫한부모가족지원법릮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굛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22세 미

만 + 군 복무기간)한 자녀 양육 한부모굛조손가족

□ 서비스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 신청은 위 연락처와 동일하며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를 참조

□ 상담 문의

○ 전화 상담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운영시간 : 09:00~18:00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 방문 예약제 실시 : 방문전 02-3479-5529로 예약

릫2015 농림어업총조사릮실시

통계청 주관 릫2015 농림어업총조사릮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

니다.

○ 조사대상 : 2015. 12. 1. 0시 현재 전국의 모든 농가굛임가

굛어가굛행정리

○ 조사기간 : 2015. 12. 1 ~ 12. 15

○ 조사방법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조사 혹은

인터넷조사 참여가능

○ 조사항목 : 4종 조사표(농가굛임가,해수면,내수면,지역)

총 130개 항목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댁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렴실(709-4031)

○ 일시 : 2015.12.17(목) 15:00~(예정)

○ 장소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실습 :지하1층 승강기)

○ 대상 :승강기 관리인 및 주민 누구나 가능

○ 내용 : 2015 기장군 승강기 안전 교육 및 갇힘사고 구조실습

(소방서굛승강기 보수업체)

○ 문의 :기장군 창조경제과(709-4682)

※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승강기안전교육실시

릫쉽게배우는스마트폰릮강좌운영계획

□ 강 좌 명 : 릫쉽게 배우는 스마트폰릮

□ 운영기간 : 2015. 12. 1 ~ 12. 18

□ 운영대상 : 성인 및 어르신 1~3기 총 60명 [스마트폰 소

지자]

□ 운영장소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접수기간 : 2015. 11. 17(화) 오전10시~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

□ 문의전화 : 709-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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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10월 23일 군

수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

데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30일까

지 8일간의 회기동안 릫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릮 등 민생과 직결되는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을 살펴

보면, 관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

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부담해야

하는 공동전기요금 중 단지 내 설치되어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

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어려운 형편

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했다.

또 국가지원사업인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사업이 2016년 6월 종료예

정인 가운데, 그 대상을 의료사각지대에 있

는 만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계속 시행토

록 하는 기장군 저소득층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본 사

업의 계속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이 구

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물가상승과 조세환경 변화 등에 맞추

어 주민세 균등분, 개인사업자분 및 법인분

세율을 50％~100％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갑

작스러운 큰 폭의 세율인상은 최근 경기침체

로 힘든 여건에 있는 저소득 주민 및 영세업

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점을 지

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으며, 이는 향후

점차적인 세율인상을 유도함으로써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의회제209회 임시회

가로등과보안등의전기요금지원등민생관련조례안 24건처리

기장군민과 지역구민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관읍 출신 이승우 군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이제 한 달 여 남긴 시점에 섰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

리하는 시간과 다가올 희망찬 새해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

다. 아무쪼록 뜻있는 12월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구의 시급한 현안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정관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

니다. 그 중에서도 생태환경도시라는 큰 틀 아래 부산 최고의 문화 공간

창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 교통문제해결이 가장 시급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웰빙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정관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까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방치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는 이 시

설물은 신도시 형성 전에 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즉 강제로 허가를 취소시킨다거나, 강제로 이전을 요

구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악취

발생을 감소시키면서 가까운 시일에 이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모전리 2만2천평에 추진 중인 릫꿈의 행복타운릮 건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릫꿈의 행복타운릮에는 실내

체육관, 종합운동장, 종합복지관과 문화예술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

다. 저는 우선 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동장이라도 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관읍의 늘어나는 치한수요에 발맞춰

현 파출소의 부지도 넓히고 지구대로 승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정관 인구는 2008년 4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이후 대단지 아

파트 입주와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 전국 최고의 전입율과 출생율을

기록하며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는 명품신도시 정관읍의 인구가 11월 20일 현재 7만1천

400여 명입니다. 2013년 11월 22일 5만명을 넘어선 후 2년 남짓 기간 만

에 달성한 이른바 파죽지세의 증가입니다.

올해 정관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정관박물관, 초굛중

굛고등학교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앞서 행정조직의 개편도 시급합니다. 저는 릫책

임읍면동제릮를 도입해 실시해야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 이상 권역별로 묶어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군청의 사무 중 주민생

활밀착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로, 주민들이

먼 군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토

록 한 맞춤형 행정조직입니다. 릫책임읍면동제릮 도입으로 주민불편을 조

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정관신도시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명품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신도시의

쾌적한환경이최우선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제3회 도전굩기장역사문화골든벨

○ 일시 : 2015년 12월 12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정관 박물관 대강당

○ 참가팀 구성 : 기장군민 2인 1조

(부모1인+학생1인 50팀.학생1인 필수참가)

○ 출제내용 : 기장의 역사와 문화

○ 참가비 무료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시상 : 기장군수상. 기장군 의회의장상 및 기타 기관장상

○ 상금 : 골든벨 1위/한팀 (20만원 상당의 선물), 2위/한팀:(10만원 상당의 선

물), 3위/한팀:(5만원 상당의 선물)

○ 접수: 11월 16일(월) 오전 8시~선착순 / 기장역사문화연구회(다음카페)

○ 문의: 회장 010-3860-9654, 사무국장 010-9676-5582

문화관광과(709-4064)

건설공사불법굛부실시공추방협조

□ 건설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맡겨 주십시오.

부산시민 여러분굩 최근 부산지역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들의 난립으로 건설거

래 질서문란과 부실시공 등으로 시민들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적법한 건

설업자가 건설공사(아파트굛상가 내부수리공사 등)를 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 여

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시공의 주범입니다.

건설업 무등록자는 부실한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건설공사를 책임시공 하겠

다는 담보의 일종인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발주자에게 재산적굛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시공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토록 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

제110조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

며, 건설업 무등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거 3천만원이하의 벌

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부산시민 여러분굩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에 건설공사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건설공사 시공은 건설부조리 신고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

니다.

건설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T.633-0260 F.633-0261)

(614-7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범천동) 전문건설회관 4층)

◎ 부산광역시청(건설행정과) 부실공사 신고센터 (T.888-2911)

부산광역시청(감사관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T.888-1701~8)

제2회 기장1일 대장정

기장1일 대장정은 우리 기장의 아름다운 국토를 걸으며 기장을 사랑하는 향토애

를 가르기 위한 행사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5일 (토) 오전 9시~12시

○ 대상 : 기장군민 누구나 (초굛중굛고, 일반) 200명

○ 집결 : 월드컵 빌리지

○ 코스 : 월드컵 빌리지~순환도로 왕복

○ 소요시간 : 2시간

○ 참가비 : 무료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신청접수 : 11월 16일(월) 오전 8시~선착순 / 기장역사문화연구회(다음카페)

문화관광과(709-4064)

기장군의회제210회 정례회

2016년도본예산안및조례안처리예정
기장군의회는 11월 16일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를 공고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5

년 마지막 정례회로써 11월20일부터 12월7일

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며, 2015년

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부산광

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굛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군정의 방

향을 제시하는 2016년도 업무보고와 더불

어 군 전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2016

년도 본예산안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

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4일까지 201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여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하

게 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

례안, 동의안 및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군

정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18일간의 회기를 마

무리하게 된다.

릫8굛25 수해복구공사하도급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릮활동

관계부서업무보고에이어주요현장방문조사

릫2014년 8월 25일 기장군 폭우릮에 따른 수

해 복구공사 시공업체들의 불법하도급과 임

금체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

해 구성된 릫8.25 수해복구공사 불법하도급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

원회(위원장 김대군, 이하 조사특위)릮가 관

련부서 자료검토와 업무보고에 이어 직접 현

장을 방문조사<사진>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11월 2일 수해복구사업 관련

5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진

행한데 이어 11월 3일과 9일 양일간 지구단

위 복구사업장 및 20억원 이상 지방하천 등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감리단

사무실 3개소를 방문해 사업설명 청취 후 현

장 확인과 조사를 벌였다.

김대군 위원장은 조사특위 활동상황에 대

해 릲언론에 보도된 불법하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

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릳면서도, 릲주어

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활동시한까

지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릳는 각오

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6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

복 부위원장, 백영희 위원, 이승우 위원, 문

정숙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

동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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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가전하는나를뛰어넘는용기

숨, 나와 마주 서는 순간

서명숙 지음/ 북하우스

릫숨비소리릮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이 있는가. 사전에는 릫해녀들이물질

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가쁘게

내쉬는 숨소리릮라고 나온다. 전에는

바닷가 길을 걸으면서 눈으로는 미

처 보지 못했던 해녀들을 이 숨비소

리라고 하는, 마치 휘파람소리처럼

길고도 구슬픈 호흡소리를 듣고 알

아채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지금은

우리고장의 바다에서 해녀를 만나

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다. 내가 초

등학교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죽성이든 대변이든 바닷가에만 가

면 마치 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항상 물위에 떠있거나 막 자맥질을

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해녀를 볼

수가 있었다.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과 작은 배

를 타고 낚시라도 할라치면 근처에

서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해삼 한두

마리는 쉽게 던져주던 기억도 난다.

대변포구를 지나 죽성으로 넘어가

는 길에 파래정이란 곳을 지나노라

면 바닷물보다 수십 미터나 위쪽 산

길에서도 가쁘게 내뱉는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어떻게 파도소리

와 바람소리를 뚫고 그렇게 먼 곳까

지 선명하게 들리는지 아직도 의문

이다. 대변 포구를 지나자마자 길에

서 살짝 벗어난 산자락에는 해녀들

의 탈의장 겸 쉼터가 있었다. 한겨

울 물에서 나와 언 몸을 녹이기 위

해서 바닷가 바위틈에 피워 놓았던

모닥불이 마치 지금까지도 그 열기

가 전해져 오는 듯 선명하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단 두

나라에만 있다는 해녀들의 이야기

를 길 만드는 여자 서명숙이 모으고

정리했다. 실은 처음 책을 잡았을

때 부제를 눈여겨보지 못하고 의례

올레길 이야기려니 여기면서 책을

펼쳤다. 얼마 전 해녀문화를 세계문

화유산 등재를 놓고 일본과 한창 경

쟁 중이라는 티브이 방송 내용이 생

각나면서 앞뒤로 훑어보다가 계산

을 하고 들고 나왔다.

전부 네 부분으로 나누어 앞 두

부분은 인상 깊은 이력을 가지고 있

는 해녀들의 이야기와 그녀들만의

삶을 얘기한다. 마지막 부분은 해녀

들의 현실과 미래를 얘기했으며 가

장 인상 깊게 와 닿은 세 번째 부분

은 고수들인 상군해녀들의 이야기

이다. 텅 빈 망사리를 들고 나오는

초보해녀에게 고참해녀 각자가 따

온 해산물 한두 가지를 말없이 넣어

준다든지 나이든 선배해녀들을 위

해서 얕고 물살 약한 바다를 양보하

는 것은 기본이다.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

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해산물이

눈앞에 있어도 숨 하나 차이로 죽을

수도 있는 물속에서는 저절로 욕심

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따로 무슨 종교적 수행이 필요하

겠는가. 불을 쪼이거나 옷을 갈아입

는 바위틈이나 돌로 만든 작은 울타

리인 릫불턱릮이란 곳은이네들만의사

랑방이다. 어디서도 풀어놓지 못한

속엣 이야기를 나누고 밖으로는 절

대로 소문내지 않는 이들만의 의리

가 여물은 곳이다. 바다 속에서 홀

로 일을 하다 보니 채취의 즐거움도

넘어서는 외로움이나 적막함도 있

었을 것이다. 스스로 적적할 때는

지나가는 물고기와 눈을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고기와 얘기도 나

눈다고 하니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

는가. 어떤 일이든지 연륜이 깊어지

고 내공이 쌓이면 모두 도인이 되는

가보다.

작자는 세계적인 순례길인 산티

아고를 수십일 동안 걸으면서 고향

제주를 떠올렸고 제주에 생각하는

길을 만들기로 작정한다. 막힌 길과

없는 길은 물질을 오가면서 생긴 해

녀들만의 길을 그네들을 통해서 알

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속으로 들

어가게 되었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고향 제주 해

녀들의 이야기를 직접 발로 뛰면서

쓴 책이라 그런지 아주 맛깔나게 읽

혀 나간다. 햇살 좋은 날 기장 바닷

가를 걸어보자. 눈으로 미처 보지

못한 해녀들이 길게 내뱉는 숨비소

리를 들어보자.

박태만 서예가

지성과 열정 가진 인재양성에 힘쓸 터

올해 3월 문을 연 정관고등학교 전경.

지난 3월, 릫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행복한 학

교릮를 꿈꾸며 정관고등학교(교장 곽강표, 이

하 정관고)가 힘차게 문을 열었다.

기장군 정관읍(정관로 534)에 위치한 정관

고는 올해 초에 개교한 신설학교로 7학급, 총

205명의 학생들이 릫지성으로 세계를 품고, 열

정으로 미래를 열자릮는 교훈에 따라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정관고는 학생 선택형 수준별 특강, 외부

강사를 활용한 야간 심화 특강반, 토요심화

학습반 등 다양한 대입지도 프로그램으로 입

시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밴드반, 카프리치오소반, 휘트니스반,

교내 텃밭 체험반 등 학생들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릫꿈과 끼릮를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한다.

정관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진형 교과 교

실제의 내실있는 운영에 적합한 학교라는 점

이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학교로서 학생들의

이동량을 고려하고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

간을 구성해 완벽한 스마트 러닝 환경을 구축

했다. 여기에 수준별 세분화 이동수업, 블록

타임 수업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역량을 키

울 수 있도록 한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매주 수

요일에는 창의적인 토론수업이 진행된다. 릫선

의의거짓말은정당하다릮, 말기암환자의안락

사를 허용해야 한다릫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든 학생이 자기 주제에 대한 준비를 해 친구

들 앞에서 토론한다. 학급 대표를 뽑아 전교

토론대회를개최해스스로생각을표현하고논

리적인 설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관고는 특색사업의 일

환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탐

색의 기회를 통해 미래의 꿈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힘쓰고 있다.

릫진로독서릮시간을 운영해 한 달에 한 권 이

상의 책을 읽으며 희망 진로분야에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고 새로

운 직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 전문직업인 및 대학생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

로를 향한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가질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정관고 곽강표 교장은 릲학생들의 인격을 최

우선으로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품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자 전

교직원이 합심할 것릳이라며 릲동부산권의 중추

적인 대표학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관계자, 학부모 모두 항상 관심과 격려

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릳고 전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정관고가 지역사

회와 연계하여 인성교육 및 안정적인 학교 분

위기 조성을 바탕으로 기장의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 3월 개교, 힘찬출발정관고등학교 릫눈길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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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수시전형 70％시대 자기소개서로 승부하라 - 권소라, 홍석호,심규승

(행복한미래)

수시 전형 70％ 시대에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필수가

되었다. 수시 모집 시기인 9월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쪼

개가며 자기소개서를 쓰고 두 번, 세 번 고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울

대학생들로 네이버 카페 릫꿈을꾸는마을릮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만난 수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사례를 분석하여 이 책을

썼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7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삶

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 또한, 이 책은 어떤 자기소

개서가 합격할 수 있고, 어떤 자기소개서가 불합격하는지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한다. 합격 기준에 따라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평가해보고, 합

격하는 자기소개서로 마무리할 수 있다.

위대한 감시 학교 - 로렌 매클로플린(돌베개)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 작가 로렌 매클로플린의 디스토피아 소설

이다. 책에서 그리는 미래 사회의 모습은 여타 디스토피아 소설들에 비

해 이질감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현실과 흡사하다. 작가는 릫감시 평

가제릮라는 가상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제2 대공황과 중산층 소멸, 농어

촌의 자생력 상실, 약자 연대의 해체, 비인간화 등 코앞까지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인다. 또 사춘기 소녀와 소년이

겪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 감정 변화가 다른 한 축을 이루며 묵직한 주

제 의식과 균형을 맞추고 흥미를 더한다. 두 주인공이 경계를 허물고

우정과 사랑을 지키며 결국 의미 있는 공동 작업을 해내는 결말은 소름

끼치도록 암울한 상황과 대비를 이루며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준다.

감정에지지 않는 법 - 상진아(센추리원)

릲당신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의 주도권을 잡는 사

람인가?릳

똑같은 상황을 겪고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과 잘 극복해내는 사람.

둘의 차이는 바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책은 크게 분노, 불안,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우울감 등 오늘날 현대

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5가지 부정적 감정을 다룬다. 이런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13가지의 왜곡된 생각 패턴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긍정

적 생각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지 48가지의 심리적 기술로 설명한다. 상

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법, 그에 대한 내 생각을 되돌아보는 법, 그것

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남성표류 - 오쿠다 쇼코(메디치미디어)

남자 마흔, 생애 처음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 성과 압박이 심해

지고, 중간관리자라 위아래 눈치 볼 일이 많아진다.

시대가 바뀌어 집에서도 릫다정한 아빠이자 남편릮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다.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몸은 전과 같지 않은데…. 가슴을 뛰게 만

드는 말은 릲회사에서 나가달라릳는 말밖에 없다는 자조도 나온다.

릫남성표류릮는 오늘날 중년남성에게 닥친 5가지 위기를 주제로 삼았다.

일자리, 갱년기, 자녀교육, 부모 돌봄, 늦어지는 결혼굩 오쿠다 쇼코는 전

국을 돌며 30대 후반부터 50대 남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위기와 극복

과정, 때로는 실패 사례를 담아냈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 - 이석원(그 책)

현실적인 소재로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그답게

이번 책 또한 밑줄을 그어가며 읽고 싶은 이석원의 언어로 가득한 산문

집이다. 책 한 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긴 이야기를 품되, 작가 자신의 생

각과 느낌에 집중하여 글을 전개하는 산문집의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고

즈넉한 찻집에서 릫이석원릮은 한 여자를 만나고 그들은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면을 끓이며 김 훈(문학동네)

소설가 김훈의 산문이 출간되었다. 오래전에 절판되어 애서가들로 하

여금 헌책방을 찾아다니게 한 김훈의 전설적인 산문 릫밥벌이의 지겨움릮,

릫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릮, 릫바다의 기별릮에서 시대를 초월

해 기억될 만한 산문들을 가려 뽑고, 이후 새로 쓴 산문 원고 400매 가량

을 합쳐 엮었다.

홈스테이로 호주 문화 직접 체험해

8박 9일간 호주국제교류학습을 떠나는 죽성초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추운겨울이왔지만죽성초는영어의열기로후끈~

죽성초등학교(교장 조경오, 이하 죽성초)

5,6학년 학생들이 지난 11월 23일에 8박 9일

간의 호주국제교류학습을 시작했다.

이번 교류는 2012년부터 호주화상수업

및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Ben Venue

Public School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죽성

초 학생들은 자매학교를 방문하고 호주가

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화상을 통해 보던

친구들을 직접 만나 영어능력향상은 물론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죽성초는 원격지 학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왔

다. 2012년에 4개의 장소와 동시에 접속해

수업할 수 있는 최신시설인 Video Con-

ference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굛외 학교 및

박물관 등의 교육기관과 화상수업을 실시

했다.

또한AKC(Australia Korea Connec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 3년여 넘게 매주 목, 금

요일 한 시간씩 호주의 학교와 화상영어수업

을 하며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영어능력향상

에 힘쓰고 있다.

온라인교육만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1월에 죽성초 6학년 학생 9명

과 교원 3명이 호주 Ben Venue Public

School을 방문했다.

반대로 Glen Innes Infant school에서 원

어민교사가 죽성초를 찾아와 한국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평소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원어

민과 영어 한마디를 해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서툴지만 한마디 말하는 것을 통

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매주

목요일 아침 영어독서활동, 영어연극 등 다

양한 활동을 하면서 평소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호주국제교류학습을 위해서 원

어민과 함께 무료영어회화 강좌를 수강하고

영어회화 교재 JUMP BOOK과 호주 체험

워크북을 자체 제작해 영어일기쓰기, 장래희

망, 홈스테이 감사인사 등등 회화표현을 익

혔다.

또한 사물놀이, 태권도, 부채춤 등 한국 전

통 공연을 연습해 우리문화를 알리면서 호주

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죽성초 조경오 교장은 릲학생들이 이번 호

주학교 국제교류학습을 통해 호주를 둘러

보며 꿈과 끼를 가진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릳이라는 기대감을

비치며 릲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인 방문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릳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호주학교의 교과 수업 체험, 한국문화 소개

하기 수업, 호주학생들과의 합동공연 등을

체험하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NSW 의

회 등 호주 사회경제문화의 중심지를 탐방하

며 12월 1일에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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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 would like to go to England to feel

Middle age culture. ②Specially, I really like

read detective stories and I have read all of

SherlockHomes series. ③So I want to visit

place where is in the novel, such as Baker

street. ④I also heard there is Harry Potter

store in Kingscross cross station selling

used things in the film. ⑤ Then I will see

the most beautiful London Bridge that is

famous for night view. ⑥It need much

money to go abroad so I have to save the

money. ⑦I am looking forward to go there.
영어첨삭 :이성득

(부산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교수)

영어 에세이, 일기 등을 A4 10줄 내외 분량으로 자

유롭게작성하셔서아래주소로보내주세요.원문첨삭

하여 릫기장사람들릮에게재해드립니다.

□보내실곳 :주소)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E-mail) kmji306@korea.kr

①I would like to go to England to feel

Middle age culture.

I wish to go travel England and see first-

hand its cultural legacies from theMiddleAge.

go travel은 얼핏 보면 동사 두 개가 연결되

어 문법적으로 틀리게 보이지만 구어체에서 흔

히 쓰는 형식이다. see firsthand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뜻.

②Specially, I really like read detective

stories and I have read all of Sherlock

Homes series.

I like reading detective stories so much that

I have read the entireSherlockHomes series.

so 형용사 that은 릫아주 ~해서 ~ 하다릮라는 뜻

이므로 내가 탐정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셜록홈

즈시리즈는전부(the entire) 읽어봤다는의미.

③So I want to visit place where is in the

novel, such as Baker street.

So I want to visit the very place where the

novel is set, Baker Street.

그래서 그 소설의 배경이 된(set in) 바로 그

장소와 거리에 가고 싶다는 뜻. 위 문장에서는

관계부사where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 in을 쓰

지 않았다.

④I also heard there is Harry Potter store

in Kingscross station selling used things in

the film.

I also want to visit the Harry Potter store

in Kingscross Cross Station selling props

from the film.

영화에서 나온 소품(prop)을 파는 해리 포터

스토어에도 가고 싶다는 뜻을 만들었다.

⑤Then I will see the most beautiful Lon-

don Bridge that is famous for night view.

Then I will go to London Bridge, the beau-

tiful tourism destination well-known for its

beautiful night view.

tourism destination 또는 tourist attraction

은 관광 명소를 말한다. 릫well-known for릮는 릫~

로 잘 알려진릮이라는 뜻.

⑥It need much money to go abroad so I

have to save themoney.

But I have to save a lot of money if I want

to go abroad.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a lot

of money) 필요할 것이다.

⑦I am looking forward to go there.

I dream of going there someday.

글쓴이의 릫look forward to릮는 ~을 기대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dream of를 써서 영국에 여

행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내 봤다.

○ 그라피티 → 길거리그림

길거리 여기저기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그림을 또 다른 형태의 예술이라고 말

한다.

○ 노이즈마케팅 → 구설수홍보

자신들의 상품을 각종 구설에 휘말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판매를 늘리려는 마케팅 기법.

(예) 영화나 TV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나 질과는 상관없이 시청

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논쟁이 될 만한 소재로 구설수홍

보를 하기도 한다.

○ 레시피 → 조리법

레시피는 릫음식의 조리방법릮을 뜻하는 말로 재료 소개와 만드는

방법, 보관 방법 등 음식에 관련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예) 한 누리꾼은 인터넷 누리사랑방(블로그)에 올린 음식 조리

법으로 하루 방문자 수가 몇 천 명에 이르는 인기를 누렸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굛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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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709-4071~5)

상영일자 제 목 비고

12월 5일(토) 도라에몽(스탠바이미) 77분

12월 6일(일) 신데렐라 115분

12월 12일(토) 다이노타임 67분

12월 13일(일) 내 심장을 쏴라 101분

12월 19일(토) 크리스마스의 악몽 85분

12월 20일(일) 폴라익스프레스 114분/3D

12월 26일(토) 이집트왕자 95분

12월 27일(일)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만날 확률 100분

일 자 제 목
12월 5일(토) 돌돌마녀의 향수
12월 12일(토) 음매하고 우는 개
12월 19일(토) 캥거루 버스를 탄 제임스
12월 26일(토) 돌아온 헤라클레스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2월 30일(월) ~ 12월 2일(수) 가부와 메이 이야기 107분

12월 3일(목) ~ 12월 4일(금)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와 철인군단

날아라 천사들
108분

12월 5일(토) ~ 12월 6일(일) 더 자이언트 90분

12월 7일(월) ~ 12월 9일(수) 해피 피트 2 100분

12월 10일(목) ~ 12월 11일(금) 닐스의 모험 96분

12월 12일(토) ~ 12월 13일(일) 인크레더블 115분

12월 14일(월) ~ 12월 16일(수) 폴라 익스프레스 100분

12월 17일(목) ~ 12월 18일(금) 장화신은 고양이 82분

12월 19일(토) ~ 12월 20일(일) 썬더와 마법저택 86분

12월 21일(월) ~ 12월 22일(화) 악동 프레디 길들이기 84분

12월 23일(수) ~ 12월 25일(목) 아더 크리스마스 97분

12월 26일(토) ~ 12월 27일(일) 행복배달부 팻아저씨 87분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 2 82분

12월 31일(목) ~ 1월 1일(금)
곰돌이 푸:즐거운 크리스마스굩

신나는 새해굩
64분

1. 기장도서관크리스마스매직퍼포먼스쇼

- 공 연 명 : 크리스마스 매직 퍼포먼스 쇼

- 공연내용 :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마술공연과 화려한 레이저

쇼를 접목한 퓨전 매직 공연

- 일 시 : 2015. 12. 20(일) 11:00 ~ 12:00

- 대 상 : 어린이 및 보호자 100명

- 장 소 : 시청각실(지하1층)

- 신청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수강신청

- 접수기간 : 2015. 12. 1(화) 10:00 ~ 마감시까지

2. 주말가족극장상영안내

- 상영장소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지하 1층)

- 상영시간 : 매주 토굛일 14:00 ~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상영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그림책읽어주기안내

- 시 간 :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장 소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 유아 포함 가족

1. 어린이영화상영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 ▷ 평일 10:30 / 16:00 (2회상영)

▷ 주말굛공휴일 11:00 / 14:00 / 17:00 (3회상영)

※ 성탄절(12.25), 신정(1.1) 상영시간 : 11:00/14:00/17:00 (3회

상영)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 도서관 사정에 따라 상영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 12월 행사안내

시간을 거꾸로 돌려 옛 시대로 돌아가 조상

들의 생활모습을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엉

뚱한 생각 같지만 과거를 알아야 우리는 현

재를 알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목하게 되는 기술이 바로 문화재

디지털 복원술입니다. 디지털 복원을 통해 우

리는 팔만대장경과 같이 직접 보기 힘든 유

형문화재를 만날 수 있고 사라져버린 황룡사

9층 목탑의 아름다운 공간을 둘러볼 수 있지

요. 또 최신 3D 기술력으로 세종대왕을 마주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김덕수 사물

놀이 같은 무형문화재를 증강현실로 체험하

는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디지털복원가는 홀로그램이나 그래픽,

3D등을사용해문화재를입체적으로구현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성벽이 허물어진 남

한산성이나, 승무처럼 형태가 없이 내려오는

무형(無形) 문화재 등을 홀로그램이나 그래픽,

3D 등으로 복원하는 일을 하지요. 현재 존재하

지 않거나 부분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

을 할 때는그당시환경과현재보유한제한적

인 자료 및데이터를통해가장근접하게그시

대를 복원하고 재현합니다. 과거에 이미 허물

어져 사라진 신라 황룡사 같은 것을 복원할 수

도 있고 첨성대와 같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

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는데, 이럴 경우 후세

에 그 문화재가 훼손되었을 시 복원하는데 중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답니다.

인류의 본질을 알고 싶고 과거 인류 삶의 모

습을 진정으로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이 있다

면 누구나 릫문화재디지털복원가릮가 될 수 있습

니다. 우리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

는 곳으로는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충남 부여

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전통 문화콘텐츠 인

력을 양성하고 있는 전주대학교가 있어요. 현

재 문화재디지털복원을 전문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대학교나 사설 교육기관은 많지 않지

만,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컴퓨터

관련 학과와 문화재 재현을 위한 건축 관련 학

과 등에서 공부하면 길을 찾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컴퓨터 관련 학과로는 전기전자공학

과, 컴퓨터 공학과, 통신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이 있고, 건축 관련 학과로는 건축학과, 실

내디자인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비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구조공학과, 토목환경시스

템학과 등이 있습니다.

또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제작 툴,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기본적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

으며, CAD도 활용할 줄 알면 도움이 될거에

요. 또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 등 문

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당

시의 환경과 문화, 역사적 고증 등 과거에 대

한 이해과 상상력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직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리코더는내삶의일부

리코더를 떠올려보면 자그마한 초등학

생들이 음악 시간에 간단한 동요를 부는

모습부터생각난다.그만큼리코더는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접하는 악기, 연주하

기에 만만한 악기로 인식됐다.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다른 목관악기들에 반해 리코

더는현재까지도단순한형태로남아있다.

지금도리코더는모든음악의출발점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장청소년리코더

합주단에서 리코더를 정식으로 배웠다는

기장중학교 1학년 황다경 학생을 만났다.

- 리코더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음악이나 리코더를 특별히 좋아한 것은 아

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에 오디션을 봤어

요. 연습 시간과 합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

른 친구들에 비해 내 실력이 빨리 늘어남을

느꼈어요. 물론 리코더 악기도 좋아하게 됐

지요.

- 리코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리코더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군청에

서 모여 연습을 했어요. 수습단원, 예비단원,

정단원, 전문단원(현재는 정전문단원으로 통

합)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는데 수습단원시절

김지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데 선생님이

좀 무서우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웠어요.

기초적인 것을 먼저 배우고 나면 예비 단원

으로 올라갑니다. 예비단원에서는 함경민 선

생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음정이나 운지를 고

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개인기를 높이

기 위해 다양한 연주법 등 개인 연습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리코더가 다른 악기에 비해 색다른 매력은.

다른 악기에 비해 가까이 할 수 있는 악기

여서 쉽게 생각했는데 점점 파고들수록 어려

운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여기는

리코더로 멋진 음을 연주할 때는 뿌듯하지요.

리코더는 사실 바로크 시대 때 가장 사랑받

는 목관악기였지만 고전굛낭만파시기를 거치

며 오케스트라 편성에서 밀려났어요. 하지만

최근 고(古)음악과 원전연주(옛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의

부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 리코더를 하면서 좋았던 것은.

리코더 합주단 활동을 하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공연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다른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자 경험이지요. 또 학교에서 음악시간에 리코

더 시험을 치는 경우에도 좀 더 유리하고 다

른 친구에게 리코더 연주를 알려주면서 우정

도 쌓을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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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정덕숙 센터장

봉사통해모두가행복해지는기장을꿈꿔
가족단위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재능기부 활성화 위해 노력

릲자원봉사는 인간생활의 고귀한 가

치이며,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자본

이자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라 할 수 있습니다릳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정덕숙(56굛사

진) 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6년 기장군에 자원봉사

센터가 만들어진 후 직원으로 근무하

면서부터다. 그러나 그녀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김치 담그기를 좋아했

던 그녀는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다.

릲친정 엄마가 새마을 회원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봉사하는 것을 보

고 자랐어요. 그때는 봉사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크고 보니 엄마가

왜 봉사활동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저도 봉사를 해보니 봉사가 주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더군요릳

그녀는 봉사센터와 연계해 반찬배달

자원봉사와 꽃꽂이 봉사를 시작하다가

당시 센터장의 권유로 센터에서 근무

를 시작했다. 이후 2012년 10월 그녀

는 기장군자원봉사센터장에 부임했다.

-릫기장사람들릮 독자들께 인사말씀 부

탁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지역

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

사활성화 등으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

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

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에 등록된 자원봉사 인구

는 약 2만6천명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인구는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체는 200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나 80

여개 단체가 연 1회 이상 활동을 펼치

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는 정리수납, 댄스댄스, 네일아트, 자

원봉사-day등이 있습니다.

더부살이를 하던 센터가 지난 3월

에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기장읍

동부리 차성동로 87번길, 19, 3층)를

틀었습니다. 사무실과 교육실 등을 갖

추면서 센터의 큰 숙원 중 하나를 이

룬 셈입니다.

- 센터장으로 부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저 이전의 많은 센터장님들과 자

원봉사자 여러분께서 더불어 사는 사

회를 위해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봉사정신을 계승하면

서도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짜고 홍보의 중

점을 뒀습니다. 실제 운영 중에는 지

속적 활동의 한계와 제약이 있었습니

다만 많은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

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능기부 봉사자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전문봉사자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교

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색

소폰 동호회, 문화해설사 등 재능기부

단체가 각종 행사와 연계해 재능도 펼

치며 봉사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가

나겠습니다.

일예로 핸드마사지와 네일아트 봉

사자는 전문강사를 통해 전문 기술을

습득한 후 경로당과 각종 복지시설 등

에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큰 호응을 얻

고 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노

력봉사 중심의 자원봉사였다면 앞으

로는 재능기부 봉사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프로그램이 다양해 수해자도 호응

이 좋고 봉사자들이 갖는 보람도 크

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교육이 중

요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는 군민 누구

나 전화 한통화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

에서 자원봉사의 안내와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

자원봉사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

립니다.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

로 자원봉사 모집과 프로그램 개설 등

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외최빈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비드

림백(학용품지원), 머리핀, 신생아 배

내옷, 자연생리대 등의 사업은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레인보우스쿨과

에코그린스쿨 등의 환경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재능기부 봉사자들

과 연계해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724-1365)

기장군노인복지관 활기찬 노년 -이임두 서예교실 강사

서예는온전히자신의시간으로채워가는것

릲비움의 시간, 느리게 가는 시간으

로 살아요릳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오늘은 이임

두(85세굛사진) 강사를 만났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이 강사는 분주해진다. 말끔히

갖춘 복장으로 수강생들을 앞에 선다.

이곳은 다름 아닌 서예교실. 이곳의

오후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었다.

릲내가 처음으로 이곳에 서예교실을

만들었다.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한 세

월이 20년도 넘는다릳라며 말하는 표정

에서 이 강사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일광면장으로 퇴임한

후로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면사무소

내 별관에 자리 잡은 서예교실을 이때

까지 계속 맡아 오고 있다.

그는 남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

해 늘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광노인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인

사군자 교실, 한문교실 등에서 매주

수업을 듣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서

예, 그림그리기라고 하며 보여준 사

군자 그림 작품은 수준급이었다. 작

품을 보고 릲멋있다릳라고 칭찬을 하자

소년 같은 수줍은 웃음을 보였다.

이 강사는 릲서예를 하고 그림을 그

리는 동안에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의 바쁜 시간과는 달리, 여기서는 모

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비움의 시

간으로 채워진다릳라고 말했다.

그는 서예를 통해 수강생들을 비롯

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

험을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 욕심 없

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늘 깨어있어야 하며, 늘 활기차고 긍

정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며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남도 즐겁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서예교

실 사람들은 각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의 침묵마저도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서로에

게 생활의 활력을 주고 있다.

이임두 강사는 릲주변에 더 많은 사

람들이 일광면사무소 별관 서예교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이러한 즐

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

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욕심 없는 삶

을 실천하며 매일을 살아간다면 더욱

더 여유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릳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고연화 명예기자

문오성마을주민의숙원 릫도시가스도입릮

칠암어촌 하면 전국적으로 잘 알려

진 붕장어 산지이자 횟촌이 즐비하기

로 유명하다. 칠암지역에만 50여개의

크고 작은 식당이 있고 문오성 전체

에 30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칠암이장이자 일광면 이장단장인 박

용주 이장은 릲문오성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2005년부터 마을 주민의 숙원릳

이라며 릲군과 시에서는 소외지역 주민

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을 위해 힘 써 달라릳고 말했다.

박 이장은 2012년도부터 이곳 칠암

마을 이장을 맡아오고 있는데 이장이

된 이유도 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박 이장은 릲도시가스 공급에 수반

되는 공사비용을 전액 시비,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릳며 릲오래

전부터 검토돼 온 원전지원금을 제도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주

민들도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릳라고 밝혔다.

박 이장은 계속해서 릲LPG에 비해

도시가스는 절반 가격 수준이다. 문

오성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 대부분이

월 20~25만원의 연료비용 절감 효과

를 얻는다. 또한 안전도 함께 담보되

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릳

고 말했다.

한편 박 이장을 릲문오성 지역의 붕

장어, 회 등 먹거리와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이용하고 어촌과 농촌이 조화

를 이룬 생활문화 등을 통합해 도시

민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릫아

름다운 마을릮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

다릳고 밝혔다.

이 사업은 릫(사)한국에서 가장 아름

다운 마을연합릮 이참 회장의 제의로

2016년추진위원회를발족할계획이다.

공동체 운동인 마을연합은 젊은 사

람들이 도시로 나가게 되면서 농어촌

들의 노후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낸 관광사업이다. 이후

많은농촌마을들은마을연합을만들어

문화적인정체성과문화유산을보존하

면서관광자원을활성화한다는공동마

케팅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

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소득증대를 가

져오게 하자는 운동이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새 우편번

호,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

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39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됩니다. 12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12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4

오는 12월 11일,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

○이 개관합니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항공우주, 선

박, 에너지 및 방사선의학을 테마로 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느

낄 수 있는 체험형 과학테마파크로 꾸며졌답니다.

문 제

● 지난호 정답 : 노거수

※ 보내실 곳 : (46077)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4)

※ 청소자원과 정원석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7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민정(기장읍 차성로) 김미정(기장읍 차성서로) 마현진(정

관읍 정관로) 김범준(정관읍 정관1로) 박명숙 한예원(철마

면 고촌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5명 등기

발송)

▷ 박정임(기장읍 반송로) 오중근 허금혜(기장읍 차성로) 송문

숙(기장읍 차성서로) 박정하(정관읍 정관4로)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11명 등기

발송)

▷ 김원재(기장읍 기장대로) 이승재(기장읍 대청로) 김병현 오

나경(기장읍 차성서로) 김지영(일광면 동백길) 황은선(장안

읍 내덕길) 김영복(장안읍 하근1길) 윤수현(정관읍 산단2

로) 김연아 설성훈(정관읍 정관로) 신효애(정관읍 정관5로)

○ 기장요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최길호(기장읍 대변로) 도옥재 박선경(기장읍 차성동로) 김

예지(일광면 이천10길) 김라온 김재현(정관읍 정관3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김연옥(기장읍 차성서로)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7만원상당, 1명 미래전략과 방문

수령)

▷ 이선화(철마면 고촌로)

○ 블랙베리영농조합 협찬 블랙베리즙(3만5천원상당(1박스-30

포), 4명 미래전략과 방문수령)

▷ 노재완(기장읍 차성로) 박말숙(장안읍 임랑2길) 송기흥(정

관읍 모전1길) 강현진(정관읍 정관로)

행사이모저모

정관읍LH4단지주민일동(이장강경일)은바자회수익금64만원을

읍내저소득층주민을위해써달라며11월 5일정관읍에기탁했다.

제 238호 2015년 12월 1일(화요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부산지부 기장군지회(회장 박경

수)는 11월 16일 기장중학교 일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건

전한 학교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연중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정관면 아파트 부녀

회연합회(회장 신종희) 회원 20여명은 11월 19일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등에 보낼 김장김치 400포기를 담갔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기장

하나님의교회 성도 30명은 11월 6일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릫기장군 장애인복지증진대회릮에서 간식과 도시락 전달 등 행

사를 적극 지원했다.

정관읍 정재석과자점(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69)에서 성금

10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10월 27일 정관읍

에 기탁했다.

신정관회(회장정덕생) 주관,부산광역시약사회는 11월 17일

정관주민자치회관 대강당에서 13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릫내

건강을 지키는 약물복용법릮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열었다.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구자현)는 11월 3일 영산대학교

(교무처장 김병권)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체험

활동지원을위한 릫청소년진로체험지원릮업무협약식을가졌다.

기장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병춘)은 11월 14일 정관면 휴먼

시아 2단지 주민위안잔치에서 자장면 500여 그릇을 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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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기술교류협약식체결

기술인재양성의 효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

산캠퍼스(학장 한상규, 기장군 정관소재) 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원장 양광모)과 11월 12

일 의학원 2층 회의실에서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의 첨단기술교류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협약을 맺고 상생의 길을 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인력 교

류 및 관련정보 공유 ▷전문교육프로그램 개

발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정부3.0을 바탕으

로 한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지원 등 향후

산학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양광모 원장은 릲동부산폴리텍대

학과의 교류를 통한 첨단설비 개발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다릳 며

협력의 뜻을 밝혔으며 한상규 학장은 릲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지속적인 교류로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역의료산업발전에 함께 하고 싶

다릳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기장군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군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 기장군청에

서 지역맞춤형 인재양성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폴리텍대학은 기장군 산업단지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기업체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채용박람회 등 기장

군 일자리관련 행사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기장군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

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물적자원을 적극 지

원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체를 적극 발

굴하며 교육대상자 모집 등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가나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폴리

텍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11월 2

일에 캠퍼스를 방문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가나 공무원들의 대학 방문은 KOICA

의 주최로 한국개발전략연구소가 운영하는

릫가나 공여국 지원사업 관리 과정릮연수의 일환

으로 한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으로 설립된 대

한민국 최초의 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역사와 역할, 발전과정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

됐다.

동부산폴리텍대학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00-025-81109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협 956-01-001536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610279-05-001232

(기탁서는팩스송부가능, FAX : 0505-058-2229)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액이라도 다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개인누구나가능합니다.

※법인단체는기탁할수없음.

※ 공무원굛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직접 기부하는 것은 금지되나,선거관

리위원회에정치자금을기탁하는것은가능함.

1회 1만원이상,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많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장군선관위에방문또는선관위가개설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당에 지급합니다.

기탁한 10만원이하정치후원금은연말정산시납부할세금에서공제

끑10만원 초과 금액은 비율에 따라 공제

※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 공제받음.

※ 기탁금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정치후원금 수탁증(영수증)은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우편송부 또는 방문 교부합니다.

정치후원금기탁제도안내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프리마켓수익금기부해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개원

불안, 스트레스, 우울, 불면, 공황장애,

신체화장애, 기억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의 상담과 진료를 담당하게 될 윤성욱

정신건강의학과의원(원장 윤성욱굛사진)

이 11월 2일 기장읍 차성동로 63, 기장시

장 국민은행 건물 5층에 문을 열었다.

윤 원장은 인제의대 졸업하고 인제대부

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전공의과정수료, 대한불안의학회

불안장애심층치료과정 이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인제

대부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외래부교수를 지냈다. 진료시

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저

녁 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전화 724-2345

부산지역최초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
핵의학 심포지엄 개최, 젊은 의학물리학자상 수상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11월 9일부터 이틀간

서울 GS타워에서 열린 릫제9회 연구실 안전 주

간 행사릮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릫2015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릮 인증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연구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실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수여 등 각종 시상이 진행됐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은 미래창조과학

부가 전국 대학굛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

술 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자 마

련한 제도로써, 관련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

을 부여한다.

올해 시행된 3차년도 사업에서는 동남권원

자력의학원 임상연구실을 포함해 연구기관, 대

학, 기업 부설연구소 등에서 24개 기관 37개의

연구실이 선정됐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상

위 3개 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위).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동남권원자력의

학원 임상연구실이 최초로 인증을 받아 지역에

서 가장 안전한 연구실임을 입증 받았다.

이번에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로 선정된 의학

원 임상연구실은 종양줄기세포분야를 연구하

는 곳으로, 실험실 내 모든 장비굛시설분야에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며, 연구원들에게 주기적

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전 연구원들이 자

발적으로 연구실 안전절차를 준수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광모 의학원장은 릲앞으로도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연구실

을 구축하여 수준 높은 안전 연구 시스템이 정

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한 연구실에서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실을 만들겠

다릳라고 우수연구실 선정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울경 핵의학 지회와 동남권원자력의

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핵의학회가 후원하

는 릫핵의학 심포지엄릮이 11월 20일 동남권원자

력의학원 인근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 열린 핵의학 심포지엄은 변화

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핵의학 분야의 최신

지견과 의학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것. 서울아

산병원 오정수 교수, 동국대학교 이태용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이윤상 교수, 동남권원자력의

학원 양승오 과장 등 핵의학과 교수들이 참여

해 열띤 강연과 다양한 증례에 대한 토론을 펼

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PET-CT의 정확한 판독 기

준 연구와 의료와 공학의 접목을 통한 정확한

질병 분석, 방사선 나노 의학 등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양승오 과장은 릲핵

의학융합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

해, 최신 암 진단법과 임상 결과들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릳고 밝혔다.

방사선의학물리연구실 이동주 연구원이 10

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릫한국

의학물리학회 학술대회릮에서 릫젊은 의학물리학

자상릮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의학물리학회의 젊은 의학물리학자상은

의학물리학에 입문한 신진연구자로서 SCI(E)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자에 한해 한국의학물리

학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 연구원의 연구는 치료계획 단계에서 환자

의 방사선량 계산에 CT 영상을 이용할 때 촬영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을 제시함으로써, 각 환자마다 촬영 조건에 부

합하는 정밀한 방사선량을 적용시키는 것의 중

요성을 설명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방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결혼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릫이혼릮이라는 단어를 떠
올린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인 나 역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이혼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은 크게 협의상이혼과 재판상이혼
이 있다. 협의상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절차만 잘 준수한다면 딱히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부터 민법 제840조에 명문
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다.

필자가진행한이혼사건중대부분의이혼사유는배우자의부
당한 대우(폭언 및 폭행 등)와 부정행위가 결부된 사례였다. 일
반적으로 부정행위는 성적인 행위, 즉 간통에 이르러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성적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릫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릮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인 바,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
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다른 이성과 여행을 떠나 1
박을 보내는 행위 등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주요 증거로는 전화통화 녹
취록, 문자내용, 연락횟수, 사진, 카드사용내역, 금전거래내역
등이 있다. 간혹 증거 수집을 하겠다는 일념 하에 심부름센터를
통해 비밀리에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등을 통
해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
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 중 일부자
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러둔다.

다음호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다루겠다.

변호사 함호진(법무법인 세원 055-242-5537)

누구나한번쯤생각해본이혼이야기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11월 12일 생활 속에서 안전한 자

원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응급 시 대처 상황과 자원봉사 안

전교육 실시했으며 회장단 회의도 함께 개최해 2015년 사업결과

보고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아름다운 손을 위한 네일아트 봉사단 양성교육을 11월 9일

부터 17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했다. 교육 후 기장나눔프리마켓

(11/21~22)에서 부스를 운영해 지역민들에게 네일아트 봉사를

실시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와 관심을 유도했다. 네일아트

봉사자들은 릲전문적인 네일아트 기술을 습득해 봉사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뿌듯하

다릳고 전했다. 릲앞으로 지역축제나 행사,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하며 사람과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예쁜 손의 변화

로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할 예정릳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장나눔프리마켓에서 청소년 벼룩시장을 운영, 그 수익

금 중 일부를 관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후원했다.

2015 기장군 나눔과 봉사 한마당 릫사랑의 김장나누기릮 활동이

11월 25일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됐으며 기장군자원봉사센터의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영애) 회원 30여명을 비롯해 16

개 단체 140여명의 회원들이 김장봉사를 실시했다.

또 부산 용두산공원에서 11월 28일 진행된 릫김치나눔행복보따

리 자원봉사한마당릮 행사는 릫김치나눔한마당릮에서 준비된 김치

와 이날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가 준비한 협찬물품과 생필품을

함께 포장해 기장지역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어르신댁 등에

전달했다.

한편자원봉사센터에서는 12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릫2015 자

원봉사자의날릮을기장군청 9층대회의실에서개최할예정이니자원

봉사자와봉사단체에서는많은관심과참여바란다.

기장군의 모든 봉사활동 참여는 자원봉사 나눔포털( www.

1365.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724-1365)

행복한나눔 릫푸드뱅크릮

기장지역자활센터

기장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는 식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

여 식품을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식품

은행이다. 기장지역자활센터푸드뱅크는기업

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결식아동과 무의탁노

인, 지역저소득층 등 끼니를 해결하기 힘든

결식계층에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우리군에서는 개인이용자

900여명, 단체이용자(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10여곳이푸드뱅크식품을제공받고있다.

기장지역자활센터이교승센터장은 릲이용자

의 요구에 비해 기부 식품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수량이 부족해 원활한 식품제공에 어

려움이 있다릳며 릲지역기업체나 개인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저소득층 결식에 관심을 가

지고 기부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릳고 밝혔다.

기부품목은 부식, 간식, 음식류와 생활용품

등 전 품목에 대해 가능하며 쌀이나 라면 등

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이다. 기부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가액 전

액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으며 잉여식품 폐기

처분에 따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기장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724-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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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기장에서쉼표하나찍다

기장 죽성마을에는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있다. 바로 드라마 릫드림릮세트장릮.

한국에서 접할 수 없는 이국적인 풍

경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

는다.

이곳만 보고 돌아서기엔 죽성마

을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옥빛 바다가 넘실대는 죽

성마을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죽성리 왜성

죽성릫드림릮세트장에서 예비 신랑, 신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

릫 릮

왜성에서 바라본 죽성리 전경. 왼쪽에 성당처럼 보이는 것이 릫드림릮세트장이다. 그 옆에 바위가 릫어사암릮, 오른쪽 큰 나무가 죽성 해송이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인 기장읍 죽성

리 두호마을 뒷산에는 아름다운 수형을

가진 소나무 한 그루가 바닷가를 내려다

보며 자리하고 있다. 이 해송은 다섯 그루

의 나무가 모여서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

처럼 보이는 노거수로서 수령은 250∼300

년이라 한다.

죽성리 해송은 나무 자체로도 빼어난

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수폭(나무의

넓이) 30m, 수고(나무의 높이) 20m로 웅

장하면서도 수려하다. 인근 왜성에서 내

려다보면 마치 한그루의 탐스러운 분재를

연상시킨다. 왜성을 조사하러 온 일본의

학자들도 그 아름다움에 취해 일정을 연

기할 정도였다.

특이한 점은 5그루의 소나무 사이에 당

집이 있다는 것이다. 줄기가 옆으로 퍼지

면서 절묘한 공간을 만들어 냈고 주민들

은 그 공간에 작은 당집을 지어 마을의 안

녕과 풍어를 기원했다.

죽성리 해송에서 서쪽으로 눈을 돌리면

나지막한 동산에 뚜렷한 윤곽이 보이는

성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죽성리

왜성이다.

죽성리 해송에서 밭길로 5분 정도 걷다

보면 왜성의 입구가 나온다. 소나무 사이

로 설치된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 성곽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국의 성벽과는

달리 비스듬히 성을 쌓아올린 것이 일본인

들이 축조한 왜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동원된 인원이 3만3천명

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분

명 이 성에 서려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

이 무겁다.

성벽사이로 나 있는 비탈길을 올라가면

왜성 내부가 나온다. 내부 공간이 1만

1776평이 되고 총 길이는 1km라고 하는

데 생각보다 크지 않다. 높이는 4m라고 하

는데 대부분 무너져서 그런지 4m같은 느

낌이 들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이 성을 기장성이라 부르는

데 일본에서도 죽성리 왜성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산성이 없다하여 일

본의 고고학자와 학생들이 연구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

죽성리 왜성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사

적지이기도 하지만 죽성리에서는 가장 높

은 동산이라 그 풍광이 예술이다. 해송, 황

학대, 드라마 릫드림릮 세트장 등 죽성리 마

을의 명소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죽성리 왜성에서 바다 쪽으로 가면 마

을 중간쯤에 30여 그루의 해송이 자생하

고 있는 자그마한 언덕배기가 시선을 끈

다. 이곳이 바로 릫황학대릮이다. 1618년 고

산 윤선도가 경원에서 이곳 죽성으로 이

배되어 와 6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시, 서, 제문 등 29수를 남긴 곳으로 전해

진다.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 3대 가사문학

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고산은 이곳을 이

태백, 도연명 등 많은 시객들이 찾아 놀던

양자강 하류의 황학루에 비교하며 자신의

시름을 달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황학대에서 해안길을 따라 5분가량을

걷다보면 시리게 푸른 바다가 황토빛 절벽

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 위에 하얀 성당

이 서 있다. 성당의 붉은 지붕 위로 펼쳐진

드넓은 하늘은 흡사 파란 벽지 같다.

이곳이 바로 부산 여행 가면 꼭 가고 싶

은 곳으로 손꼽히는 드라마 릫드림릮 세트장

이다. 기장군이 지난 2009년 SBS 드라마

릫드림릮 촬영장으로 쓰였던 세트장을 허물

지 않고 개조해 관광지로 개발했다.

드라마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바다를 배

경으로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매

력적이라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는다. 유럽의 어느 바닷가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법한 이국적인 풍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울퉁불퉁 튀

어나온 벽돌로 만들어진 창틀이며 건물 외

벽, 빨간 지붕, 주위 흰색 울타리, 성모마

리아상 등 독특한 외관도 한 몫 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촬영 장소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성당 뒤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일출 풍경은

많은 출사객들이 욕심내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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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힘있는명함마케팅굩②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릫작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알토란같은 명함굩릮

릫적은 비용으로도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명함마케팅굩릮

릲그럼 제대로 된 명함마케팅, 어떻게 하면 될까요?릳

지난 호에서 명함마케팅을 위한 명함의 일반적인 요건을 살펴보았으나, 이번

호에서는 구성적인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접하는 명함들은 대부분이 디자인, 내용, 용도 등에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마케팅도구로서의 명함은 디자인에서부터 용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

에서 달라야 한다.

우선 디자인을 차별화함으로써 고객의 주의를 단숨에 환기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명함이라고 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명함을 연상하기 일

쑤다. 그러나 고객에게 참신하고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고객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상투적이다시피 한 직사각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가상컨대 미용실

창업자의 경우 여성의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실핀으로 장식한 명함을 제작해 보

는 것이 어떨까굩 참신하면서도 실용적이지 않겠는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나 소매상을 대상

으로 하는 중간상인의 경우 접착 가능한 테이프 형태의 명함이 어떨까? 고객이

업무용 테이블 등에 붙여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립하여 책상이

나 책장, 식탁 등에 장식용을 겸할 수 있는 명함은 어떤 업종이든 무난할 것이

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고객이 컴퓨터를 많이 활용한다거나 자

료관리를 요하는 업종에 종사한다면 USB를 겸할 수 있는 명함도 권해봄직하

다. 아무튼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통적인 형태를 뛰어 넘는 명함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명함들은 참신성과 주의환기 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보

존성까지도 갖추게 되어 기대 이상의 마케팅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구성내용을 차별화함으로써 고객의 구매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정

보를 다양하게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명함이라고 하면 양질의

종이 위에다가 상호와 상표, 직책과 성명,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기록한 것으로

연상하기 일쑤다. 그러나 마케팅도구로서의 명함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성으로

는 한계가 있다. 명함의 앞면에는 얼굴사진, 경영신념, 상호, 성명과 연락처 등

으로 구성한다. 자연스럽고 활짝 웃는 표정의 사진을 넣음으로써 고객이 사업

자를 기억하기가 용이하고, 고객에게 사업자의 책임성을 인지시켜 신뢰성을 높

이며, 고객의 사업장 방문 시 생소함을 감소시켜 친숙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사진이 마음에 내키지 않을 경우는 캐리커처를 활용함으로써 친근감과 표현

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경영신념은 사업자의 대(對) 고객 서비스정

신을 슬로건(slogan)형태로 표현하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을 USP(Unique

Selling Point, 고유판매강조점)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위치는 상호의 윗줄이

적당하다. 흔히 로고를 표시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로고가 소비자에게 널리 알

려진 대기업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외국

인 고객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성명, 주소 및 상호 등을 영어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자본 자영업자의 경우 로고나 영어 표기는 자칫 고객에게 허세를 부린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자아내어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 명함의 앞면이 사업

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명함의 뒷면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나 특수목적의 정보

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예컨대 경품추천 번호, 마일리지 기록, 고객의

성명과 연락처 및 생일 등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명함의 디자인과 색상, 서체, 사진이나 삽화 등이 취

급하는 상품, 핵심고객의 연령과 성별 및 직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작은 종이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열

정으로 자칫 복잡한 느낌을 자아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되 최대한으로 심플하게 제작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삶의

지혜가 명함마케팅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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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
노인요양센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4년 연속(기장군최초굩)

최우수기관선정(재가)

1급 요양보호사가정방문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전문기관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 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중풍,치매,노인성질환)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유료광고유료광고

릫2015 기장군 나눔과 봉사 한마당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릮가 11월 25일 기장체육관에서 열렸다.

기장군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

들에게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

낼 수 있도록 김장봉사에 나서

지역에 훈기를 불어넣고 있다.

기장군은 11월 25일 기장체육

관에서 2015 기장군 나눔과 봉사

한마당 릫사랑의 김장 나누기릮행

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내에 생산

되는 농굛수산품으로 김장을 담가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

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돕는데 의미가 크다.

관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 행사

에는 관내 각 읍굛면 사회단체 및

개인 등 600여명의 자원봉사자

가 한자리에 모여 김장김치 7천

포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배추는 기장에서 갓 재배된 우

수한 상품을 사용했으며 갖은 양

념도 기장 젓갈 등 모두 국산으로

어느 하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에 있는 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 1천400여 세대에게 읍

굛면사무소를 통해 전달됐다.

부대행사로 관내 북한이탈주

민이 참여하는 김장체험행사도

함께 열렸다. 한국 사회에 적응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이탈주

민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

어 먹으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2015년

나눔과 봉사 한마당 릫사랑의 김

장 나누기릮행사를 통해 기장군에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게 김장을

지원하게 됐다릳며 릲주변의 어려

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더불어 사

는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큰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

장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가겠

다릳 라고 밝혔다.

한편, 비가 내리는 11월 16일

오전, 11개 기장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영애) 회원들이 기장종

합사회복지관 광장에 모였다. 어

려운 생활에 처해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독거노인, 장애인 가

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80여명의 회원이 모여 릫사랑의

김장담그기릮 행사를 펼쳤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1천포기의 배추를 다듬고 소금에

절여 마지막 날에는 만들어 놓은

갖은 양념을 정성의 손길로 버무

렸다. 담근 김치는 상자에 차곡

차곡 채워져 관내 취약계층 400

여 세대에 전달됐다.

여성단체협의회 최영애 회장

은 릲정성껏 담근 김치로 지역의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

와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어 행

복하다릳며 릲앞으로도 회원모두가

함께 따뜻한 나눔을 통한 이웃사

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릳고 말했다.

국비지원요리훈련생모집
-진학 및 취업유망직종-

■직장인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한식개강일 : 12.08~(저녁7시 1일2시간).

(죽굛면요리/비빕밥, 콩나물밥/찌개굛찜요리/구이굛볶음요리/

김치류.후식 외)

◈양식굛중식개강일 : 2015.12.16.~(저녁7시 1일2시간)

(샐러드/드래싱굛소스/치킨커틀렛/바베큐폭찹/샌드위치/스

테이크 외 탕수육)

＊일반-한식굛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자격증반굛창업반굛특별요리반.

＊학생-6개월/1년 자격증책임지도반굛진학반우대굛대회반.

＊중굛고굛대학생 우선 접수

＊밑반찬굛생활요리굛창업요리특강

[내일배움카드(실업자)국비지원교육과정]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월~금) 12.28~16.1.30(09:50~13:25)

◈양식조리기능사자격증취득과정(화.금) 12.14~16.01.26(10:00~13:00)

◈한식취업준비반(한식)(월.수.목) 12.21~16.02.22(13:50~17:00)

◈찬모조리사취업과정(출장요리.밑반찬)(월~목)11.30~(14:00~17:25)

[국비지원특전]

◈특전:훈련기간훈련수당지급약매월28만원(교통비.식대별도지급)

◈교육대상:①주부굛남굛여(요리에관심있는누구나가능)(64세미만)

②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모두가능굩

③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자취업준비생누구나가능굩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

꼬마시인들의보석같은동시가바다에퍼져
대변초 세번째 동시집 릫빨간 등대 지휘자릮 출판

여명을 헤치고 드넓은 동해앞바다 어영

차 멸치잡이 나가는 뱃길, 한가로이 선회

하는 갈매기 날개 짓에 꿈과 희망 실어 나

르는 대변항굩 그곳에 아이들의 배움터 대

변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사철녹음

의 연화강산이 봉곳한 어머니 젖무덤처럼

포근히 곁을 지켜주고, 비단결 같은 푸른

바다는 순수의 봇물 솟구치게 한다.

천고마비의 계절, 10월 30일 은빛햇살

이 가득히 반짝이는 오후 교정에서 릫대변

가을 시화전시회 및 문학콘서트릮가 열렸

다. 운동장을 감싼 곱게 물든 낙엽수 사이

로 알알이 구슬로 엮은 꼬마시인들의 보

석 같은 동시가 바람에 살랑거린다. 바쁜

시간에도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한 마

을 주민과 학부모님 앞에서 아이들은 갈

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작시를 낭송하고 몸

짓 하나하나의 천진스러움이 파란 하늘을

닮았다. 대변초등학교는 올해로 세권의

동시집을 발간했다. 팝콘이 팡팡

(2013), 하얀 꽃밥(2014)에 이어 릫빨간 등

대 지휘자릮(2015)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날은 세번째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학

생 스스로가 시인임을 자축하는 축제의

날이었다. 반짝이는 초록물빛, 해맑은 도

화지에 찍힌 동심의 시어들이 두둥실 구

름 위에 그려낸 꽃들의 향연이었다.

대변 꼬마시인학교의 깃발이 오늘에 이

른 것은 교장 김승태 선생님의 숨은 노력

덕분이다. 부산아동문학협회에 소속을 둔

선생은 동시 작가이며 두 권의 동시집과

부산아동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연혁이

화려하다. 3년 전 본교로 부임하면서부터

아이들의 동심의 텃밭에 창작열의를 쏟았

다. 모든 생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따스

한 감성의 씨앗을 꽃피우기 위해 동시를

쓰고 또 동시를 쓰게 한다는 선생은, 그

일념으로 릫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릮사업을

지원받아 부산아동문학인 협회와 교육기

부협약을 체결하였다.

매주 세분의 동시작가 선생님을 초빙하

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초석을 다

져 왔으며 시심(詩心)을 일깨웠다. 그로

인해 50명에 불과했던 학생수가 이제 70명

에 이르렀다. 하지만 얼마 전 기장군 관내

학생수가 100명 미달의 학교가 여럿 있음

에도불구하고 대변초등학교만 폐교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사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본교출신

총동창회가의기투합하여 스쿨버스를 운영

하는 등 거듭나고 있다. 아담한 교정에는

철철이 꽃을 피우는 화단 속에 시와 그림

이 어우러지고 전교생이 바이올린을 배우

는 아이들의 산교육장이다.

소박하게 살아가는 주민은 물론, 긴 세

월 마음의 고향으로 뿌리 내려온 대변초등

학교는 삶의 문화적 공간이자 상징이다.

동심은 무색찬연하다. 무한한 꿈을 키워가

는 감성교육의 산실, 소중한 어린이의 맑

은 심성을 사랑하고 함께 노력하는 선생님

들이 계시는 곳, 대변초등학교는 꼬마시인

들의 행복한 동시가 영글고 있다.

박말애 수필가(대변거주, 해녀)

어려운이웃겨울나기돕겠다 릫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릮개최

총 8000포기 김장김치 사회취약계층 1800세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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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삼색대구완자탕

재료 및 분량 (2인분)

대구살 150g, 단호박 15g, 당근(또는 비트)

15g, 시금치(또는 케일) 15g, 양배추 30g, 표

고버섯 1개, 계란 1개, 육수용 멸치 소량, 다시

마 소량, 계란흰자 15g, 감자전분 30g, 후추

약간, 소금 약간, 참기름약간, 다진마늘 1g, 국

간장 5g

만드는 방법

1. 대구살은 다진다. (더 쫀득한 식감을 위해

새우살을 보태어 넣기도 함.)

2. 단호박은 쪄서 익혀주고 당근, 시금치는 곱

게 갈아 채에 걸러주어 물기를 제거한다.

3. 다진 대구살을 소금, 후추가루, 참기름을 약

간씩 넣어 간을 한 후 각각 3등분하여 계

란흰자, 감자전분, 단호박, 당근, 시금치를

섞어 지름 3cm로 동그랗게 빚는다.

4. 김 오른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10분정도

쪄준다.

5. 표고버섯과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낸다.

6. 양배추의 심지부분은 제거하고 대구볼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 놓는다.

7. 대구볼과 양배추를 넣고 한소끔 끓이고, 국

간장, 소금, 다진마늘을 넣어 간 한 후 불

끈다.

영양팁

대구는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A와 E가 풍부하므로 안정피로 개선과

감기예방에 도움이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하므로 숙취 해소에도 좋다. 그리

고 뼈를 튼튼히 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비타민

D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흰살생선인 대

구는 붉은 생선에 비해 칼로리도 적고 살이 부

드러워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동부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박승영

생선구이로저렴하고푸짐한한끼식사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나누리 생선구이 전문점(기장읍)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약속

나누리 생선구이 전문점(차성동로 87번길 16) 약도

나누리 생선구이 전문점의 대표 메뉴인 모듬구이 식단.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먹기 좋게 살이 오른 두툼

한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밥 한 공기는 금

방 뚝딱 하게 만드는 훌륭한 밥도둑이 된다. 특히

저마다의 맛과 향이 모두 다른 생선구이는 그 종류

도 다양해 언제 먹어도 지루함이 없는 데다, 음식을

만드는 이의 정성과 넉넉함까지 더불어 맛 볼 수 있

어 점심식사 메뉴로는 제격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부터 직장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몰려드는 기장시장 인근에는

이들의 허기진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 줄 생선구이

가 맛있는 집이 자리 잡고 있다. 릫나누리 생선구이

전문점(대표 고명숙.56)릮의 이야기이다.

배가 고픈 점심시간만 되면 다른 메뉴를 떠올릴

틈도 없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 오랜 단

골손님이 된 이들이 넘쳐나는 이곳은 특별하진 않

지만 소박하고 푸짐한 생선구이로 입맛은 물론 마

음까지 한 번에 사로잡는 맛집이다.

가게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이미 초벌구이를

마친 생선들의 구수한 향이 군침을 돋게 한다. 먹기

좋게 살이 오른 두툼한 고등어구이를 비롯해 가자

미구이, 이 식당의 자랑인 제주 옥돔구이 등 생선구

이가 푸짐한 곳이다.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약속하

는 만큼 국내산 등 생선들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

고 있어 걱정 없이 든든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감자조림, 나물류, 쌈, 김치, 멸치 볶음, 도라지 무

침, 미역줄기, 호박 등 모든 밑반찬을 직접 만들고

무치고, 지지고 볶는 것은 물론 기장의 산과 바다에

서 나는 싱싱한 재료로만 상에 올린다.

가자미는 일광면 학리에서 직송해와 싱싱한 육질

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조림은 각종야채와 보리새우

등으로 만든 천연육수를 사용해 깔끔한 맛을 자랑

한다.

옥돔은 제주도에서 공수해와 싱싱하면서도 비린

내가 적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접대용 메뉴로 인

기가 높다.

고 대표는 릲단골손님들 대부분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고 중년이상의 분들이 많아 늘 새로운 밑반

찬을 만드는데 신경이 쓰이지만 잘 먹고 간다는 말

을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릳고 말했다.

모듬구이는 작은 것은 3만원, 큰 것은 5만원이다.

기본 생선이 고등어와 가자미, 옥돔이 나오며 큰 것

을 주문하면 갈치와 빨간고기라 불리는 열기가 추

가된다.

보통 식사로 간단히 즐기는 식단은 생선정식으로

고등어 1마리가 올라온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주

문하면 1천원을 추가로 받는다. 고 대표는 릲많은 분

들이 국내산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고등어만큼은 노

르웨이산을 따라갈 수 없다릳고 말했다. 나머지 밑반

찬은 동일하다.

그 외 갈치구이 1만원, 옥돔구이 1만5천원, 고등

어조림, 7천원, 생가자미조림 1만원, 갈치조림 8천

원, 대구탕 8천원이다.

3년째 변하지 않는 맛과 정성으로 생선구이 전문

점으로 튼튼히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설과 추석명

절을 제외하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언제

든 방문해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가정집에서 특히 아파트 등에서 냄새로 인해 생

선구이를 선뜻 반찬으로 장만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럴 때 저렴하고 푸짐한 밥 한 끼로 기장읍 영일탕

인근 통일공원 앞에 자리 잡은 릫나누리 생선구이 전

문점릮에서 가족의 오붓한 식사를 즐겨 보는 것은 어

떨까.

예약문의 721-2003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와 함께하는 영양상식

식물성아미노산 종류 제한 아미노산

쌀 라이신

대두 메티오닌

밀 라이신, 메티오닌, 트립토판

옥수수 트립토판, 라이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및 양에 따

라 식품 단백질의 질이 결정되며 완전단백질과 불

완전 단백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성장과 유지에 필

요한 필수아미노산이 종류별로 모두 들어 있고 양

적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완전단백질이라고 하며,

젤라틴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한 가지 이상의 필수아미노산 종류가 결

여되어 있거나, 성장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양에

비해 불충분하게 들어있는 경우에 불완전단백질이

라고 한다.

＊식물성단백질의 제한아미노산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로만 단백질영양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올바른 식

품선택을 통하여 단백질 영양의 질적 문제를 잘 대

처할 수 있다. 즉 질이 낮은 단백질에 부족한 아미

노산을 보충해 주거나, 제한아미노산이 다른 두 가

지 이상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섞어서 섭취함으

로써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어 질이 낮은 식물

성단백질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동불성단백질

을 섭취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릫단백질의 보완효과릮 라고 한다.

육류, 어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동물성식

품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 경우에도 릫단백질

의 보완효과릮를 이용하면 질 높은 단백질 영양 공급

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쌀에 콩을 같이 섞어서

밥을 지으면 쌀에는 라이신이 부족하지만 콩에는

라이신이 풍부하므로 부족한 제한아미노산을 서로

보충할 수 있다. 또 라이신이 부족한 쌀밥과 라이신

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같이 먹어도 부

족한 제한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다. 그 밖에 메티

오닌이 부족한 대두와 메티오닌이 풍부한 참깨를

섞어서 음식을 만들면 멋진 단백질 보완효과를 발

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불완전단백질 식품과 완전단백질 식품을 섞

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침식사로 릫라이신

이 부족한 시리얼릮에 릫라이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우유릮를 부어서 먹는다면 아주 멋진 단백질 보완효

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강현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제 238호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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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6호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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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비젼교육센터
퀴즈협찬광고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굛장례지도사과정개강안내굩 / 거동불편어르신(가족포함)상담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굛
장례지도사과정개강안내굩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제일프라자304호
(휴먼시아1단지앞)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12월 1일부터각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신청접수받습니다.＊

바우처대상선정되면센터로

방문, 전화연락주세요 .

기장점:723-9700/ 정관점:727-9950

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유료광고

기장풀잎문화센터 11월 시간표

(구, 마마스아뜰리에)

기장풀잎문화센터 010-9397-3492

유료광고

월

10:00 ~ 21:00

가죽공예/쿠키클레이/슈가크레프트/홈패션/

스텐실/톨페인팅/종이접기

화

10:00 ~ 21:00

캘리그라피/천연비누/천연화장품/폼아트/

점핑클레이/폴리머클레이/팰트공예/석고방향제/

손뜨게/컨추리인형/클레이/캐리커처

수

10:00 ~ 21:00

손뜨게인형/홈패션/스텐실/톨페인팅/포크아트/

쉐비로즈/앙금떡케잌/천아트/목공DIY/아크릴풍경화

목

10:00 ~ 21:00

커피바리스타/목공DIY/천아트/포크아트/

쉐비로즈/비누꽃/플로리스트/캔들플라워/내추럴/

초크아트/아크릴풍경화

금

10:00 ~ 21:00

양말인형/양말 태교반/POP/냅킨아트/리본아트/

리본코사지/틸다인형/선물포장

연회비 5만원

(광고 오려서 가져오시는 분에 한해 40％할인)

자격증반, 취미반, 토탈공예자격증

수시등록가능

치매예방지도자과정 모집중 : 8주과정 (3기 수업중)

위치 : 기장시장 우리은행 뒤(용한의원1층)

문의 : 724-5579

국가자격증 과정 개강일 실버캐슬 노인복지센터

1

미래대비자격증

요양보호사
2016년3월 시험반 개강굩

오전반(09:00~15:20) 2015년12월07일

야간반(18:30~22:20) 마감완료굩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지원 합니다굩

주간반(09:00~17:20) 2016년01월16일

뢿17회시험결과굩 25명 응시 100％ 전원합격굩(부산시 평균85％)뢾

2

고소득자격증

장례지도사 '

현 무시험 기간굩

주간반(09:00~17:20) 2015년12월1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야간반(18:30~22:20) 마감완료굩

3
사회복지사굛보육교사굛한국어교사 과정 신굛편입생 모집

화신사이버대학교 동부산 학습관 (부산 제 해69호 평생교육원)

본 교육센터의 장점 및 진로
문의 051)722-0169

(기장군 본인부담금30％ 지원센터)1
장점 - 구)기장요양교육원(부산시지정6호) / 2천9백여명 배출 / 전국최고
합격＆취업률/ 검증된 교육기관/ 진로 - 요양시설, 재가센터 취업 / 내
가족 요양도 급여지급 / 급여 1일4시간 70만/ 시설취업 170만 전후

2
장점 - 구)현대장례교육원(부산시제4호)/ 200여명 배출/ 미래의 불루오션
(일본 등 각광직업) / 취업연계 / 진로 - 상조, 장례식장 등 취업(250만 전
후) 및 창업

www.sccare.kr

장소: 가화테라스 건너편

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 임마누엘 정관 지교회 실시- 매주 월요일 오후1시 본

원 802호 강의실)

3 MOU체결에 의한 30％ 장학 혜택

동부산최고의교육기관 굩

평생비젼교육센터
문의) 대표번호 724-5651

기장야화 30

기장민요명맥을이어가자

계급사회와 봉건시대를 거치며 짓눌

리고 천대받고 굶주림 속에서 끈질기게

삶을 이어 오며 그 원한과 탄식을 노래

로 달래 온 민요, 더러는 진흙탕에서 가

시밭길에서 지주들의 노예가 되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피눈물을 머금고 목숨

을 이어온 천민의 갈구가 민요였다.

민요는 민족적 집단의 노래로서 그들

전체의 심음(心音)의 공명(共鳴)된 소

박한 민중의 노래인데 크게 보면 민족

또는 국민의 노래요 작게 보면 향토의

노래가 될 것이다. 누구나 민요 속에서

향수를 느끼게 된다. 전승민요는 작자

가 없는 백성의 합작품이다. 백성의 소

박한 정서를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민요는 권력과 압박에 구애되지 않고

도리어 대항하고 부정하고 비판하며 풍

자하기도 한다. 민요는 권력층이나 선

비들의 음영(吟詠)이 아니다. 2천년의

역사를 가진 기장에 민요가 없을 리 없

다. 서기 757년 들어 이 고을에 베틀을

많이 놓고 베 짜는 집이 많다고 하여 종

전 갑화양곡에서 베틀기(機)와 차려 놓

을장(張)을 합친 기장이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는가.

이상은 예부터 기장에 전승되어오는

베틀가의 일절이다. 전승돼 오고 있는

민요는 베틀가를 비롯해 모심기 상여노

래 등 25종류나 됐다. 이 가운데 40여곡

은 민요분야의 학자인 이소라 선생이 지

난 1987년부터 5년간에 걸쳐 기장군내

나이 든 어른들로부터 채록하여 악보로

작성해 남겨둔 것을 필자가 기장의 민요

와 민속책에 옮겨두었다.

앞서 모심기 노래는 보릿고개 시절

허기진 배를 안고 농부들이 물논에서

일하는데 지주되는 양반이 일하는 곳

을 찾아서 참(간식)이나 좀 주지 않고

물길만 내는 척하다가 문어나 전복을

사들고서 기생첩 집을 찾아간다는 비

양하는 소리다. 두 번째 소리는 사랑하

는 임이 죽어 제비가 되어 자기 집 추

녀 밑에 동아리를 틀고 사는데도 그 제

비가 그리운 당신인줄 몰랐다는 연모

의 노래이다.

위는 삼을 삶는 노래이고 다음은 길쌈

노래인데 모두가 기장이란 베틀과 연관

되는데 합쳐 수 십 절이나 전승돼 오고

있다.

다음 글은 밭매기 노래로서 기장군내

알려져 기록된 것은 4종에 19절이 된다.

뢾도리깨질 소리뢿

뢾망깨소리뢿

이 망깨 소리는 옛날 집을 지을때 주

춧돌 놓는 자리가 집의 무게에 의해 지

반이 내려(침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해 땅을 다질 때 부르던 소리다.

뢾나물캐는 노래뢿

뢾지심밟기뢿

이 같은 기장지역의 지신밟기는 정월

보름을 기해 각 마을에서 예년행사처럼

있었는데 집집마다 잡귀를 쫓고 마을의

터를 안정시키는 주술적 의례였다.

뢾상여소리뢿

이 같은 상여관계소리는 지역에 따

라서 수없이 많다. 특히 각설이 타령과

쾌지나 칭칭은 세계문화 유산에 올라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즐겁고 흥겨

운 것이다. 이밖에 기장의 자장가 이거

리 저거리와 널뛰는 소리 후리소리 노

젓는 소리 멸치 터는 소리 등 다양하

다. 철마면지 편찬위원장을 지낸 안대

영 선생은 이 같은 기장의 중요민요가

소멸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모심기 노래는 기장사람들만이 불렀

다는 것도 있다. 딴 지역과는 달리 악보

로 정리된 것이 40여 곡이나 있어 이를

갖고 명맥을 이어야만 한다.

기장으로 어제 또는 오늘 이사 와서

살면 우리 모두가 기장사람들이다. 비록

어설프고 초라할지라도 우리가 살피고

간직하는 것이 전승시켜온 조상들에 대

한 예의이고 후손들에게 남길 의무이며

나아가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얼마 전 KTX를 타고 멀리 광명역까지

가서 강아지 두 마리를 분양받았다. 아파트

인 필자의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센터가 있는 기장에 주택지 땅을 구입하고

조만간 집을 지을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강아지는 어릴수록 자신을 양

육한 주인을 잘 따른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

해 미리 분양해 두자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강아지 두 마리와 필자의 관계

가 시작되었다. 이제 겨우 어미젖을 뗀 강

아지들은 밤새 어미를 찾아 낑낑거리며 필

자의 집안 이 곳 저 곳을 두리번거렸다. 어

미 개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안정적이었던

강아지들은 지금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듯하였다. 아린 마음에

필자가 아예 거실에 이불을 깔고 같이 누

워 안아주면 필자가 제 어미인 양 필자의

품에 안겨 곤히 잠을 들곤 하였다. 아침에

센터에 나올 때면 강아지들을 놔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어깨가 무거울 정도의 강아지

짐들과 함께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왔다.

어미 개를 대신 해 필자가 강아지들을 보

살피는 것은 강아지의 내면에 좋은 대상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페어베언은 유아가

초기에 맺은 대상과의 관계는 그 후 모든

관계 경험의 전형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아동은 부모의 반응적인 측면들(좋은 대

상)과 반응 없는 축면들(불만스런 대상)

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서도 대상과의 관

계가 내면화가 된다고 하였다. 독자들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 어릴 적 우리의 부모

에 대해서 좋고 나쁘다는 것을 구별해 본

적 없이 부모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부분

이 있을 것이다. 페어베언에 따르면 아이

는 부모의 반응 없는 측면 즉, 부정적이거

나 불만스런 측면들과 교류가 이뤄지지 않

을 때는 이러한 측면을 아이의 마음속에

담아 놓고 그것이 아이 자신의 존재의 일

부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아이의 성격은 그의 부모의 성격과 유

사하게 형성된다는 말이다.

최근 상담하는 내담자로부터 밤 11시에

전화가 왔다. 너무 늦은 전화라 잠시 머뭇

거리다 무슨 급한 일인가 하는 궁금함에

통화를 하였다. 내용은 아버지의 폭력 때

문에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다. 내담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엄마가 아빠에게 내담자

의 성적표를 보여주며 내담자를 혼내달라

고 부탁을 하였고, 성적표를 본 아빠는 내

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었다. 맞

는 것이 겁이 난 내담자는 내담자의 친구

집에 피신을 한 뒤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

구하고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면 그들 역

시 어릴 적 그들의 부모로부터 폭력에 노

출된 상태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 왜

냐하면 과거 부모와의 관계 유형대로 지금

의 자녀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 역시 성인이 되었을 때

내담자자신의 자녀에게 지금과 같은 폭력

적인 행동을 하기 쉬울 수가 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내면화된 초기 관

계의 유형에 따라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초기 대상들과의 관계양식은 후에 새로운

대상들과의 관계 양식을 결정짓는데 사람

들은 과거의 나쁜 대상들과 비슷한 사람을

새로운 대상으로 선택을 한다. 따라서 새

로운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사람의 성격이나 대상관

계 장애가 반복되며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과거의 관계 유형들이 계속해서 투사되고

다시 내면화되기 때문이다.

대상관계이론은 인간개인과 그 개인의

성장을 도모한 양육자를 중시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대상을 끊임없

이 추구하며 이러한 대상이란 살아가는 힘

의 저장소로서 에너지가 투자되는 사람 혹

은 사물들을 말한다. 이러한 힘의 에너지

인 대상의 첫째가 자녀에게는 우리의 부모

이며 특히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이다.

이러한 대상관계이론을 통해서 볼 때 필

자의 아파트에서 밤낮으로 함께 한 말 못

하는 강아지 두 마리는 나를 통해 어떤 대

상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성격으로 자랄 것

인지 많이 궁금하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자녀들

과 어떤 대상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한 관계양식을 결

정지어 어떠한 성격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자신의 자녀

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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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윤 이장이 부인 김순희 씨와 배수확을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릫제28회 부

산농업인대회릮가 11월 4일 강서체육공원 양

궁경기장에서 열렸다.

릫인재양성굛기술혁신굛문화확산릮이라는 주

제로 열린 부산농업인대회에서는 과학영농

과 창의적 경영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한 농업인에게 릫제23회 부산농업인대상릮을

수여했다.

남자부문에 기장군 장안읍 신리마을 양희

윤(65) 이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양 이장은 농촌지도자 장안지구회장을 25

년간 역임했고 농업경영인 장안읍 회장을

28년간 역임했다. 이 외에도 흑미작목반장,

장안우렁이쌀작목반 총무 등 농업관련 단체

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지역농업발

전에 앞장서 왔다.

현재는 장안배작목반 활동을 21년째, 농

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위원회 위원, 장안읍

주민자치위원, 신리마을이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양 이장은 직장생활을 하던 1981년 30세

의 나이에 귀농을 결심. 부모로부터 물려받

은 80주의 배 과수원과 빌린 논 5마지기로

그의 귀농이 시작됐다.

현재는 600주의 배 과수원과 논 4만㎡, 고

추, 깨 배추 등 밭작물 4천300㎡의 영농규모

를 자랑하고 있다. 부인 김순희(64)씨와 3

남을 두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가까이 있

는 장남의 도움을 받아 돼지 사육을 시작했

다. 현재는 200두에서 100두 사이를 오간다.

2004년에는 액비제조 시범사업을 전개해

지역 농가의 소득창출에 이바지 한 공로가

있다.

양 이장은 장안흑미작목반장 역임 시에

유색미 생산과 보급에 앞장선 공로로 오늘

날 장안흑미가 기장의 특산물이 되게 한 인

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 한식을 세계

에 알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그 중

양 이장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웰빙잡

곡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잡곡 산업의 발

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공헌했다.

찹쌀, 콩, 팥, 수수, 차조, 쌀 등의 곡식을

넣고 만든 오곡밥은 같은 양의 흰 쌀밥과 비

교했을 때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분은 고

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이다. 또한 잡곡

이 쌀에 부족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어 변비와 다이어트에 좋으며, 성

인병을 예방해준다.

양 이장은 2012년도 장안읍 농촌지도자회

(현) 회장으로 장안읍 하장안 연꽃단지(1만

9천361㎡)에서 7월 28일, 29일 양일간 릫자

연과 역사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장안연꽃단

지 홍보릮를 위한 릫한여름 밤의 음악회가 있

는 연꽃축제릮를 열어 관광객과 주민 등 5천

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안읍 농촌지도자회는 천혜의 자연환경

인 불광산 도시자연공원과 천년고찰 장안사

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연꽃단지

를 조성,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농촌전경 체

험의 장을 만들고 연잎차 만들기 등 체험행

사를 열었다.

또 연잎차, 연잎떡, 연잎막걸리 등 연을

이용한 무료 시음굛시식행사도 다채롭게 열

려 새로운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는 등 연꽃축제를 성황리에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90년도 농업경영인 장안읍 회장으로 역

임 시에는 휴경지를 경작해 관내 결식아동

과 무의탁노인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성금

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

장섰다.

1988년 양산군수 표창장을 시작으로 1990

년 경상남도지사 표창장, 2008년 부산광역

시장 표창장, 2014년 기장군수 표창장에 이

르기까지 무수한 표창장이 그의 봉사활동의

업적을 대변하고 있다.

양 이장은 릲저보다 오랫동안 농촌을 지키

며 봉사해 온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더욱

농촌을 사랑하고 봉사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새기겠다릳고 말했다.

새벽을 여는 기장농민 - 신리마을 양희윤 이장

릲수많은공적, 직함 가졌지만난농부가천직릳

제23회 부산농업인대상수상

국립수산과학원

정부 3.0우수사례경진대회최우수상수상

참다랑어 완전양식기술 개발 및

산업화 구축 호평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책임운영기관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립

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의 릫산학연

연구 클러스터 구성 및 협력을 통한

참다랑어 양식기술개발 및 산업화릮가

최우수상을 수상<사진>했다.

지난 11월 11일 열린 경진대회에서

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공유를

위해 40개 기관이 제출한 61개 과제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의 우수과

제가 발표되었으며 최우수 1, 우수 2,

장려 4개 기관이 선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국립수산과학원

은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국내외 19

개의 산굛학굛연 기관이 클러스터를 구

성해 정보, 기술 공유와 인프라 구축

으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부가 지향

하는정부3.0정책의개방굛공유굛소통굛

협력을 통해 세계 2번째로 참다랑어

완전양식 기반을 조기에 구축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책임

운영기관 운영과 정부 3.0 추진 성과

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참다랑어 양식연구는 정책고객 및 청

중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

터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영예의 최

우수상을 차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제적인 참다랑

어 자원규제 강화와 국민들의 참다랑

어 회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참다랑어 양식기술개발

을 추진해 왔다.

향후 자연산과 인공 종자의 안정적

인 생산과 보급을 통한 조기 산업화를

위해 참다랑어 완전양식 고도화 연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준석국립수산과학원장은 릲독립성

과 자율성을 가진 책임운영기관으로

서 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 정부 3.0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릳고 말

했다.

제 238호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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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724-7131

위치 : 기장중학교 정문. 롯데리아 맞은편

유료광고

010-7648-7567

청정지역 기장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 인증 룙마법의 열매 블랙베리룚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자연이 선사한 최고의 컬러푸드인 블랙베리의

효능을 체험하시고 함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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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굛면역력 부족 :감기 등 잔병치레가 많은 어린이 및 노약자

굛간기능 저하 :항상 피로하고 시력(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

신장, 방광 전립선, 요실금 등 비뇨기과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

현재 암 질환과 싸우고 있는 분

유료광고 퀴즈협찬광고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양식

창업기술지원센터(부산 소재)는 지난

11월 12일 릫2015년도 양식창업기술교

육릮을 수료한 185명을 대상으로 수료

식<사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패류, 갑각류, 해조

류 및 내수면 어류 등 9개 품종 교육

수료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선배

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한 유익한 정

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창업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친환

경양식기술(Biofloc)을 이용한 새우

양식 △관상어 양식의 6차 산업화 △

미꾸리 양식 현황 및 전망 △큰징거

미새우 양식산업 및 전망 등을 소개

해 예비창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

았다.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는 2005년부

터 양식기술 교육을 시작해 2015년까

지 24품종 92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

다. 교육기간은 품종별로 2∼8개월이

소요된다.

2014년까지 199명이 창업했으며

올해 교육 수료자 중 5명이 창업을

준비 중, 15명이 품종을 변경해 재창

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에서

는 창업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

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

기 위해 다양한 새로운 품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업 활성

화를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

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

이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릲본 교

육 수료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의역할을강화

해 나갈 것릳이라고 말했다.

양식창업기술교육수료식개최

창업사례 발표 및 수료자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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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경북대 인문학술원)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

릲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 자손만대에 경

계한다. 병인년에 만들어 신미년에 세우다릳

흥선대원군이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와 1871년(고종

8) 신미양요의 외침을 격퇴한 뒤 전승을 기념하고 일반 백

성들에게 서양 배척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천명하기 위해

1871년 4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요충지에 세웠던 척화비

의 명문(銘文)이다. 흔히 이 척화비를 들어 대원군의 정치

적 노선을 쇄국(鎖國)정치로 일컫는다. 그러나 대원군은 정

말 쇄국론자였을까? 대원군 집권기의 정치적 움직임 자체를

보지않고 릫쇄국릮-릫개국릮의대립구도속에서만판단한다면이

척화비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1860년(철종 11) 북경함락 소식이 들리고 북경을 공격한

서양세력으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라는 보고가 조선

정부에올라왔다. 이는청나라를함락시킨서양세력이그여

세를 몰아 조선을 곧바로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을노정하기에충분한것이었다.이러한국제상황그리고하

릴없이 짓밟힘을 당하는 청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 들으

면서 대원군이 구사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그리 선택의 폭

이 넓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프랑스, 러시아

와 미국 등의 열강들과 물밑 외교를 모색하고 강온양면을

겸장했던 노회함에는 조선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들어 앉아

일신의 안위에만 집착한 쇄국주의자라 속단하기 어려운 측

면 또한 있는 것이다.

실상 쇄국이란 용어는 독일인 박물학자 겸 의사 캠퍼

(Engelbert Kaempfer)가 그의 저서 릫일본지릮(日本誌

Geschichte und Beschreibung von Japan)에서 당시 일본

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단어로 채택한 것을 일본인 시즈키

타다(志筑忠雄)가 일본어로 번역

한 것이었다. 이러한 쇄국 이미지

를 동원하여 대원군 집권기의 대외

정책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도 일본

인들이었다.

이는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조선

정체와 망국을 쇄국의 탓으로 묶어

두는 한편 한일병합을 정당화하고

일본에 의한 문명화 논리를 선전하

기 위해 전근대적 쇄국 이미지를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나아가 1876년의 릫조일수호조규릮 즉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 곧 릫조선의 개국릮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 시기를 릫쇄국릮이라고 규정한 것

을 무비판적으로 차용한 개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이는 결국 조선의 릫개국릮시점을일본에의한강제개항에

두는 것으로 우리의 내재적 발전 가능성에 엇갈리는 역사해

석을 용인하게 되어 역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조선정부와 서양 각국의 관계는 이미 대원군 집권기 이래

계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었고, 조일수호조규 자체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조선은 청나

라를 통해 유입되는 서양 면직물(西洋木)을 매개로 1830년

대 후반 이후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점진적으로 편입되고 있

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는 조선이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다양한 계기 중 하나였을 뿐이다.

개국 이후 척화비는 뽑혀져 바다에 버려지기도 하고 근본

을 알 수 없는 돌덩이로 굴러다니다 하수구 뚜껑으로 쓰이

기도 했다. 심지어는 6.25 전쟁 때에는 사람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맞기도 했으니 역사의 뒤안길을 고스란히 그 몸에

짐 지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묵묵히 기념하고 있다 하겠다.

기장군보와 함께하는 인문학

척화비에대한단상

철마면 문연정 아래 홍연폭포가 흐른다. 작은사진은 홍류동천 금석문.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꽃이라 불러진 원림경

영(園林經營)의 구곡가(九曲歌)가 있다. 성

리학을 집대성한 송나라 주자(朱子)가 인생

과 학문을 성취한 과정을 굽이굽이 험난한 무

이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

라가는 과정을 10단으로 구성한 칠언절구 10

수가 구곡가이다. 조선조에 와서 유학자나 선

비들이 각 지방마다 산세 험난한 물굽이의 특

성을 살려 차운(次韻)하여 지은 글이 우리의

구곡가로 글에서 중심은 중간의 5곡이며, 종

착지는 계곡의 물이 발원하는 곳이다. 기장에

서는 조선시대 철마면을 가로질러 흘러서 지

금의 오륜동 수원지로 합류되는 철마천을 소

재로 1800년 중반에 추파(秋波) 오기영(吳璣

泳)선생이 지은 릫장전구곡가(長田九曲歌)릮가

있다. 이 가사의 마지막 10단의 무대가 되는

곳은 지금의 철마면 웅천리 거문산과 문래봉

사이의 소산마을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기장팔

경 중에 하나인 홍류폭포(虹流瀑布)에서 낙

하되어 중리마을 저수지를 거쳐 미동마을 앞

내까지흘러가는홍류동천(虹流洞天)이다.홍

류동천을 낀 산자락에는 기장 누정문화 중에

하나인 문연정이 있는데 가을비경을 지닌 철

마 홍류동천과 문연정에 녹아있는 자연과 사

람의 옛 정취에서 정자문화의 역사와 문화가

치를 살펴본다.

기장팔경 홍류동천과 폭포 관련 문헌자료

기장군 철마면 웅천 출신 가산( 山) 정인

준(鄭寅準:1858~1933)선생의 문집인 릫가산집

( 山集)릮은 19세기 철마지역은 물론 기장과

관련된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있다. 특히 홍류

동천과 폭포에 대하여는 다수의 작품이 있다.

그의 작품은 칠언율시 3수와 홍류동 골 골 마

다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오언절구 12수로 된

홍동십영(虹洞十詠)과 약 320여자의 홍류동

기(虹流洞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산집에

실려 있는 시문 중에 홍류동천과 폭포의 빼어

난 경관 10곳을 세분화하여 잘 표현하고 있

다. 물에서 노는 고기, 숲속의 새, 바위 굴, 폭

포 가운데 있는 못, 물이 떨어지는 곳의 반석,

못 위에 있는 돌로 된 누대, 그리고 홍류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의 경치를 아름

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1년

전에 지은 홍류동기(虹流洞記)는 철마산

(604ｍ)과 거문산(543.3ｍ)의 두 산 사이에

있다고 적고 있지만 실은 거문산과 망월산

(520.2ｍ) 자락인 옥녀봉 사이를 흐르고 있

다. 작자는 이곳 출신으로 자기고장의 빼어난

경관을 가진 홍류동천과 폭포를 자연승경으로

삼고 이글을 지었다.

일제강점기 1934년 충남 공주의 유학자인

이병연이 편찬한 전국규모의 지리지인 릫조선

환여승람(朝鮮 輿勝覽)릮의 기장편에서 홍류

동천과 폭포와 관련된 시문은 책의 명소조에

시랑대, 삼성대와 더불어 릫홍류동릮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릲군의 서쪽 25리에 골짜

기 깊은 산의 깊숙한 곳에 빼어난 곳이 있는

일대로 폭포가 있는데 날라 흐르는 물줄기가

천장이나 되며, 이곳은 무지개의 운무가 구천

에 떨어지는 것처럼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다

운 곳이다릳(在群西二十五里邃壑窕窈巒秀麗其

有一帶瀑布飛流千丈疑是虹霓落九天此眞奇絶

處)라는 글로써 홍류동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홍류동에 대한 시가 모두 4수가 있

는데 이 글들은 동래의 릫동래제영총람(東萊題

詠總輯)릮에 실려 있는 현감 손경현과 문규노,

문용로, 박현필 등의 글이다.

기장군 정관 출신의 삼사당(三思堂) 송덕

영(宋悳永:1887~1942)선생의 시문집인 릫三

思堂集릮이 있는데, 그는 선비로서 덕목을 잘

갖추었고 일생동안 약 100여수의 시를 남겼

으나 이 책에서 홍류동천과 폭포와 관련 된

시는 칠언율시 1수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릲은하수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

면 여산의 폭포만이 온전한 폭포만은 아니라

네. 층층이 징검다리 뒤흔들며 뇌성과 번개

가 싸우는 듯 양쪽의 암벽사이에 눈과 비가

엉겨서 날아다니네. 기석천손은 은하수 위에

서있고 홍교도사는 폭포소리 가운데 앉아 있

네. 주인 늙은이는 원래부터 청복을 타고 났

건만 흘러가는 세상살이 시끄러워 저절로 귀

먹었네릳(直看銀河落下空 廬山瀑布未全功 層

喧動雷霆鬪 兩壁飛來雨雪 石天孫臨漢

上 虹橋道士坐聲中 主翁淸福元如許 浮世 塵

耳自聾)라고 작자는 홍연폭포의 비경을 여산

폭포와 비교하였고 하늘 천황의 손자인 기석

천손( 石天孫)과 땅인 홍류폭포(虹流瀑布)

에서 도를 닦는 선비를 비교하였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시대에

청운의 꿈을 펼치지 못하였던 작자의 심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문집 중의 릫증농암

문장용호재거(曾農庵文丈龍鎬齋居)릮라는 시

에서도 릲무지개 폭포 우뢰 같은 소리 듣고 다

시안정을찾고릳(虹瀑聽雷心更定)라고홍류폭

포를 문연정과 대를 이루어 작시하기도 하였

다. 1937년에 간행된 릫동래군지릮의 형승고적편

에는 장산폭포(군지1)만 소개되어 있고 군지

2의 절의편에는 남평인 문여욱(文汝郁)이 소

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릲홍류동 폭포의

물줄기가 절경이라 그 사이에서 세상살이 걱

정을 날려 보낸다릳(虹流洞飛瀑之間以絶 塵

除)라고 적고 있다.

홍류동천과 폭포에 대한 글은 릫장전구곡가릮

에서도 볼 수 있다. 오륜대를 서가로, 일곡은

선동을 시작하여 이곡의 이끼 낀 바위(畵巖)

와 삼곡의 뜬 배 같은 불매바위(冶岩), 사곡

의 고양이 바위에 떨어

지는 포화(猫岩), 오곡

은 멀리 보이는 평림,

육곡의 서산에 지는 붉

은 노을(落照)을 맞으

며 칠곡은 잔잔하게 흐

르는 푸른 물결(碧

灘), 팔곡은 물속에 잠

긴 베틀바위(機岩) 그

리고 마지막 구곡에서

는 동천골에 울려 퍼지

는 물결소리(虹流洞

天)로 결말을 맺고 있

다. 장전구곡가에서 홍

연폭포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구곡의 곡곡명

파문동천(九曲興來心

自然遊魚啼鳥樂長川碧

溪山下雲深處曲曲鳴波

聞洞天)으로 굽이굽이

물결소리가 동천고을

에 울려 퍼지는 절경인

홍류동천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만산홍엽 가을비경의 홍류동천과 문연정

(文淵亭)

홍류동천의 폭포로 들어가는 입구의 오른

쪽에 자리한 문연정은 그동안 살 깊은 홍류동

천과 세월을 함께 해온 정자로 처음에는 지금

의 문연정 자리 건너편 자락에 동향으로 자리

해 있다. 1927년에 후손 문용호 등 지역유림

이처음 수계를 하였다. 문연정은 남평문씨 부

사공파의 파조로 원종삼등훈 중추공 문택룡의

아들인 문여욱(文汝郁)의 장수지소(藏修之

所)이다.

그는 벼슬이 예빈시참봉과 증통훈대부 장악

원정에 추서된 인물로 병자호란의 소문을 듣

고 전쟁에 참전코저 동래부사 정량필을 찾아

갔으나 결과가 좋지 못함을 알고 성 아래서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하였다. 나라에서 벼슬

을 주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고 웅천리 미동

마을에 은거하고 홍류동천의 절경과 더불어

어려운 세상을 덜고 자기 자신의 드러냄을 끊

었던인물이다. 정자는 공의 학덕을 기리기 위

해 기장유림의 추모행사와 시회(詩會) 등을

개최하여 선현의 얼을 기리고 있다. 문연정에

는 1926년에 장석영이 쓴 릫문연정기릮가 있어

정자에 대한 내력을 잘 알 수 있다.

홍류동천 자락의 누정문화를 인문학의 사랑

방으로 문화관광자원화하자

조선조 16~19세기 명리를 버리고 초야에 은

거한 사림 또는 선비들의 누정문화는 그들의

인문자연과 정자건립 등의 문화형성과정에서

축적된 배경으로 지역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할수 있었다. 정자의 입지는 풍수상으로는 배

산임수의 자연예찬(自然禮讚)으로 승경(勝

景) 및 사시경물(四時景物)에 추구함이 있고,

유가사상(儒家思想)에서 비롯된 선현칭송(先

賢稱頌)이 빠질 수 없었다. 문연정은 오랜 세

월동안 주인과 객이 더불어 유유자적 안빈낙

도의 전형적 자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으로 누구든지 찾아들 수 있었던

문화공간 즉 사랑방 이었다.

현재 문연정이 있는 홍류동천의 자락에는

1689년에 이곳으로 유배 온 지호(芝湖) 이선

(李選)공의 수리정(愁離亭)이 자리하여 기장

의 유배문화(流配文化)를 접할 수 있으며, 문

연정과 수리정 사이에는 임란공신인 정언룡

(鄭彦龍)장군을 모신 사당인 상현당(尙賢堂)

에서 나라사랑의 충효정신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넓게 조성된 연밭과 인구 8만

의 정관신도시를 진입하는 곰내재는 하루에도

수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왕래하고 있다. 철

마한우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천혜의 자연경관

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홍류동천 자락의 누

정문화를 기장 인문학의 사랑방으로 삼고 이

를 기장 문화관광의 자원화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기장의 누정문화 문화관광 자원화해야

2015년 12월 1일(화요일) 제 238호

향토사학자 공태도 선생이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

에 20년간 투고한 릫역사의 현장릮, 릫기장의 민간신앙릮

과 현재 연재 중인 릫기장야화릮에 이르기까지 총 58편

의 주옥같은 글과 단행본으로 여러 번 냈던 릫기장이

바구릮에서 35편을 추려서 릫위대한 불멸의 고장 기장

사람들릮<사진>을 펴냈다.

287페이지에 이르는 이 책은 기장군 복군 20주년

기념특집으로 기장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됐으며 공

선생이 보관 중인 기장의 옛 모습을 담은 17장의 사

진도 함께 공개했다.

제1장 릫바로 잡아야할 기장의 역사릮가운데는 송정동은 옛 기장의 관할인데

1963년 부산시에서 강제로 편입시켜가서 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과 상징

물이라고 정한 군내의 갈매기는 이미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딴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등 10가지의 글이 실려 있다.

제2장 릫기장의 민간신앙릮에서 릫삼신할머니와 목신의 저주릮등은 당사자와 관

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등 공 선생이 직접 발로 뛰어 가급적 사실에 입각해

엮었다. 또 1618년 기장으로 유배되어와 6년간이나 귀양살이 한 고산 윤선도

와 세칭 장희빈사건으로 1689년 군내 철마면에서 귀양살이 하다 적소에서 죽

은 예조참의 이선, 그리고 1733년 이조참의(정3품)였던 권적이 종6품자리인

기장현감으로 좌천되어와 시랑대에서 남긴 금석문 등을 제3장 릫기장야화릮로

엮어 이번 특집 발행을 돋보이게 했다.

공 선생은 1995년이전 우리군이 동래 양산군에 편입되어 있을 때 기장군을

부활시키기 위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한 결과 복군과 동시에 부산시에

편입시키는데 성공시켰다. 이어 향토문화 발굴과 알리기에 힘쓰면서 펴낸 책

들과 글도 수없이 많다. 릫기장향토문화연구지릮, 릫향토문화릮, 릫내고장 이바구릮,

릫내고장 필적릮, 릫남기고 싶은 글릮, 릫남기고 싶은 사진릮등을 냈다.

특히 기장군의 족보격인 릫기장군지릮를 만들고 이어 릫기장읍지릮와 릫기장의 민

요와 민속릮을 펴냈으며 기장의 자랑인 릫기장의 독립운동사릮를 내고 이번 릫기장

사람들릮이란 책을 냄으로서 기장의 역사와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할

수 있게 됐다.

저자 공태도, 릲기장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릳

릫위대한 불멸의 고장 기장사람들릮 발간

김차웅 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이 기장

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른 릫동부산향토기(세종출판

사)<사진>릮를 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700년 숙종실록과 같이 궁중에

진상되어온 기장 인삼, 척반암의 유래가 된 송고승전

(제3집)의 원효전기, 기장산에 숨어 있는 독룡을 불

살계로 단속한 신라 효소왕 때의 혜통국사, 1801년

기장 만화리에 차씨 성을 가진 신라 때의 각간묘가

전해온다고 한 유배자 심노숭, 조선 숙종 때 미역 등

의 진상으로 인해 궁중에 속한 고리마을, 1596년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변사

순의 서찰을 선조에게 올린 기장 일광사 경륜스님, 좌천장터에서 일어난 고종

31년(1894)의 동학 농민운동, 효행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중종

때의 효자 옥종손, 곽암(돌미역)면허제도의 시초가 된 1909년도의 학리곽암

도 등인데 이 중에는 국사교과서에 반영되어야할 자료들도 있어 관심사가 되

고 있다. 이외 보부상 배상기, 기장의 자존심 차성가, 일제 강점기의 기장어업

조합, 심노승의 유배일기, 마고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대변마을, 옥녀당이 있

는 죽도, 아리랑의 유래가 되고 있는 아이포, 기포의 바둑돌이야기, 국내 다시

마양식의 선구자, 고양이 양밥, 앙장구의 유래 등은 읽어볼만한 소재들이다.

김 선생은 책머리에서 릲역사와 문화는 톱니바퀴와 같아 맞물려 돌아갈 때

빛을 발휘한다. 역사 없는 문화나 문화 없는 역사는 무의미하다. 민초들의 삶

이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역사와 문화

는 언제나 찾고 보고 느끼는 만큼 얻어진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모름지기 역

사와 문화를 사랑하고 이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릳라고 밝히고 있다. 김차웅 010-3889-4989

민초의 삶이 녹아있는 역사와 문화

김차웅 저, 동부산향토기 출간

차성(車城)의 가을 비경 홍류동천(虹流洞天)과 문연정(文淵亭)

<樓亭文化>

고리의 향토이야기 책으로 나와

릫고리향토사와 스토리텔링릮 출간

고리원자력본부가 자리 잡은 고리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됐

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우중본)는 10월 28일 고리스포츠센터 멀티공연장

에서 고리이주민을 초청해 릫고리향토사와 스토리텔

링릮<사진>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릫고리향토사와 스토리텔링릮에는 과거부터 현재까

지 고리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록했고 고

리지역의 옛 풍습, 언어, 문화 등을 담아 지역변천

사를 한눈에 알기 쉽게 풀어냈다. 특히 한국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지역

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 원자력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고리향토사와 스토리텔링발간

추진위원회 위원들과 정경수 기장문인협회 회장, 정종복 전 기장군의회 의

장을 비롯한 외빈과 우중본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식에서는 고리향토사발간추진위원회를 이끌었던 이

해웅 부산교육대학 명예교수가 출판기념식을 며칠 앞두고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고인에 대한 추모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우중본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릲고리향토사의 탄생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아주신 故 이해웅 위원장님의 안식과 명복을 빈다릳면서 릲향토사에 담긴

고리이주민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고리지역 역사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릳고 밝혔다.

릫고리향토사와 스토리텔링릮은 고리원자력본부의 2014년도 사업자지원사

업 중 지역문화진흥사업에 선정되어 약 1년 6개월 만에 발간됐으며, 고리이

주민회 김영관 대표는 이주민을 대표해 고리본부 우중본 본부장에게 감사

패를 전달했다.

※ 명리(命理)학은 사주팔자(四柱八

字)의 운명적(運命的) 미래를 예언

(豫言)하는 철학입니다.

※ 선천적 직업을 예시(例示)하며 직업

운의 시기(時期)에 따르면 흉사(凶

事)는 피하고 길사(吉事)가 됩니다.

※ 예언은 불행(不幸)을 막거나 최소화

하는 기회입니다.

※ 병(病) 들고 수술하는 것이나 재물운(財物運)과 손재운

(損財運), 진학과 합격 및 승진운 등을 예언합니다.

※ 명리학은 사람의 모든 길흉사(吉凶事)를 예언합니다.

※ 작명/개명과 궁합은 오래도 있으나 중요하고 결혼운은 시

기를 놓치면 망망대해 같이 허무하게 됩니다.

※ 감정 예약 :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음/양 구분)

시간(오전굛오후) (4)전화번호를 카톡/문자로 보내면 면

담 일정을 상담하여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줄 수도 있으

니 적어 주세요.(농협 162-12-272710 정용환)

※ 명리학을 전수(專修) 받을 소수의 희망자에게 일반 교과

서 강의가 아닌 실감정 경력의 전부를 전수하고, 일정 전

수기간 후 상당기간 연수할 기회를 주어서 실력이 완성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장군정관읍정관4로 23, 113동 102호 (휴먼시아아파트 1차)

010-3893-7385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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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이태호(철마면 철마로 513 거주) 작가

가 대구미술관(관장 김선희)의 이인성미술상 심사

위원회(위원장 성완경, 미술평론가) 개최결과 릫제

16회 이인성 미술상릮 수상자로 선정됐다.

릫이인성 미술상릮은 한국근대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서양화가 이인성(대구, 1912-1950)의 작품세

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미술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2000년 대구시가 제정한 상이다.

2014년부터 이인성 미술상을 주관한 대구미술관

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한국현대미술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

장/성완경, 미술평론가)의 심사를 통해 이태호 작

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태호 작가는 1990년대 이후 시대 상황 속에 놓

인 인간을 다큐적이고 은유적인 현대적 서사회화의

연출을 통하여 형상화해 왔다. 또한 오랜 시간 평면

작업에 천착하여 우리 시대 일상의 삶, 인간에 대해

밀도 있게 작업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의

지평을 넓혀 온 작가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심사위원장 성완경 미술평론가는 릲이태호 작가는

릫사람릮(2004년부터)과 릫억새릮(2007-2009년), 릫물-

결릮(2010년 이후)로 이어지는 먹그림을 10여 년째

계속해오며 내공의 깊이를 더해 왔다. 시류를 벗어

난 결기와 고독과 막막함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업

들 속에서 중요한 성취를 돋우어냈다. 작품 속엔 집

중력과 엄격함이 있고 화면과 맞서는 치열한 작가

정신이 있다릳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태호 작가는 1950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중앙

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서울, 부산, 일본 등

주요 갤러리굛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전

업 작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11월 4일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이인성 미술상 트로피가 수여되고 이

듬해 대구미술관의 초대전 개최, 도록 및 온굛오프

라인 다양한 홍보지원을 포함해 창작활동을 대폭적

으로 지원한다.

다음은 이태호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간추렸

다.

-작가로서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특

별한 사명 없이 교사를 하는 것은 범죄일 수 있겠

다는 생각에 30세에 교사를 그만두고 작업을 시작

하게 됐습니다. 작가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겠지요. 릫저 것이 내 캔버스에 담길 자격이

있는가, 왜 그리는가, 어떤 확신에서 나는 여기에

초록색을 칠하는가릮 등을 자문하던 중 어느 날 단지

도로를 내기 위해 아름드리 소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베어진 소나무를 그리게 되었지요.

각종 사회 사건들이 나무를 베는 것과 무관하지 않

고 우리의 삶 자체가 허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림에 하나씩 이야깃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스스로 만족하고 즐길 정도라면

발표를 안 하면 되고 만약 발표를 한다면 작가로서

의 책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즐겼으

니 그냥 즐기라가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그게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인

간 중심주의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에서

인간만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상생,

연민, 배려 이런 단어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때

키워드가 되는 것들이고, 지금의 시스템에 맞서는

대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구성요소로 넣

어 두고 우리가 사는 모습인 일상을 기록하거나 신

문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렸습니다.

-유채색에서 무채색으로의 전환, 특히 먹을 사용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작가는 재료와의 만남이 중요한데, 먹이 나에게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먹을

동양화의 기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료

로서의 먹이고, 장지(狀紙)이지 동양의 정신이니

뭐니 이런 것도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유화작업을

하면서도 윤기를 없애는 작업을 했고, 기름기 있는

작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먹이 좋았

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지금

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결 그림을 그리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던 30대 때 밤낚시를 갔는

데, 혼자 물결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여

행을 끝냈을 때, 그래도 안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릫-주의(ism)릮

나 가치가 아니고 저런 풍경이겠다는 생각이 들었

고, 언젠가는 저 물결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오

다가 2009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것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내 속에서 석연찮은 기운이 용솟

음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듯한데,

지금은 어쨌든 물결 그림을 그리나 그 중층에 흐르

는 힘을 놓치고 그냥 일렁임에만 급급하고 있어 스

스로 많이 못마땅합니다. 무언가를 그리긴 그렸으

나 그것이 처음에 나를 이끌던 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작업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혹은 작가로 산다는 것은

나는 그림을 볼 때 먹먹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

니다. 아주 가끔 난 괜찮은 작가다 싶지만 거의 대

부분은 졌다하는 생각, 이런 면에서 내가 작가될 자

질이 없는가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작가가 되고 싶다, 작

가라는 직업군으로 불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죠. 대

충 작가 같은 폼은 갖추었으나 스스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허술한데 기초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엉성하기 짝이 없고 그 위에 대충 집을 짓고 품만

내는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에게 그림은 독백입

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비밀을 안고 가는 작업이라

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누구한테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는 작업입니다.

-작가로서 현재 고민하시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철마에 처음 작업실을 구하고 들어오면서 한 10

년만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유명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공부를 하게 됩

니다. 그것이 목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리 될 수도

없고, 유명하다는 것이 조금은 천한 부분이 있어서

죠. 70퍼센트의 입맛을 맞추어야 릫맛집릮이 되는데,

나는 그런 식의 삶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 작품의 호당가격을 떠나서, 농사짓는 사람에게

내 작품과 농작물을 바꾸자고 했을 때, 내가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성공한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림이 내 의지대로 되기를 바랐지

만 돌이켜보니 내 의지대로 된 것은 대부분 졸작이

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은 스스로 가려고 하는 방향

이 있어서, 화면과 색감이 맞닥뜨려지면서 가려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때로

는 거기에 몸을 맡겨야 되는데 늘 잡아두려 하지

않았나, 실수로 그림이 버려지면 낯선 국면을 만나

게 되고 거기에서 신이 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인생은 여행인데 고통자체가 낯선 겁니다. 내 안의

질서를 흔들고 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다

면 여행은 가능할까, 낮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

로부터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늘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갈등하고 흔들리지만 지금은 내

가 제대로 흔들리고 온전히 고통 받고 온전하게 그

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

리 일이 그런 일인 듯합니다.

릲예술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을 대신해주는 사

람이니 존경한다릳던 러시아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작가라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을 그렇게 이

야기 하거나 그렇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서, 다른 지경이 만들

어 지고 우리 삶을 좀 더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여

행 아니겠느냐, 지금 나의 단계는 그 단계입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음전해질 수 있는 태도, 그런

게 제가 진단하는 우리 시대가 잃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있다면 그 점을 감당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괜찮은 작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갤러리 李 전화 721-9571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부는 정치 바람은 우리 마음을 참 식상하게

만들지만,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와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 빛나

는 가을 들판에 서보라고 재촉하는 이 자연산 바람은 그나마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

이때쯤 되면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서로에게 전화를 건다.

릫곰장어 한 접시 어때?릮 우리들 만남의 암호명은 늘 릫곰장어 한 접시릮

였다.

선배인 듯 후배 같은, 후배인 듯 선배 같은 친구들과의 만남은 항

상 축제였다. 이연실의 릫목로주점릮의 노래 가사에서처럼 삼십 촉 백

열등이 그네를 타는 목로주점에서 소주에 곰장어 한 접시 달랑 올려

놓고 얼토당토않은 세상사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비록 초라한 월급

봉투일망정 월말이면 로프 사서 산에 가고 싶어 했던 젊은 시절의 우

리들…….

대학 시절에는 자갈치 곰장어 골목을 자주 다녔다. 눅눅한 바다 냄

새, 어두침침한 가로등, 온갖 낙서로 홈이 파여진 나무 탁자, 그 위에

질펀한 고추장 양념 속에서 헤매는 곰장어와 소주 한 병까지 다 갖춰

지면 무대는 완벽해진다. 탁자 위에 소주병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마

음은 점점 하늘 길로 들어섰고, 이 세상이 우리들 것인 양 의기양양

해졌었다.

며칠 전 갑자기 바람이 선선해지기 시작한 날, 우리는 기장에 있는

조그만 곰장어 집에서 오붓한 축제를 벌였다. 이제는 추억이 서린 자

갈치 곰장어의 낭만은 없어진 지 오래고, 대신 우리는 동래나 기장

쪽, 늙은 분들(?)이 주로 모이는 곰장어 집을 택한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순(耳順)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때때로 이

렇게 그리워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소

주 몇 잔의 행복에 취해, 우리의 횡설수설은 시작되었다. 우리의 모

습은 불 위에 올려져 가지각색의 포즈를 취하는 곰장어와 같았다. 이

러나저러나 마지막에는 인간의 입 속으로 얌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

이 자신들의 운명이건만, 곰장어 중에는 석쇠 위에 놓이자마자 살고

싶어 세차게 버둥대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불 위에 놓이자

마자 몸을 사린다.

온갖 양념이 버무려진 채로 서로 꿈틀대고 있는 곰장어는 때가 되

면 자신의 몸부림을 포기하건만, 친구들은 아직도 각자의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낙타를 사도 건너갈 수 없는 사막에 대해서, 그 사막 위에

불어 닥칠 모래 바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 한 발

짝이나마 내딛고 싶은 몸부림에 대해서 친구들의 이야기는 끝도 없

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쟁취하는 것보다는 포용하고, 품속에 들여놓는 것보다는

내어놓아야 할 것이 많은 친구들이건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그들만의

상처와 외로움과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이 나이에 사랑하는 가

족을 잃은 친구, 이 불경기에 자영업을 하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친구, 입. 퇴원을 반복하며 병마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문득 한 친구가 촉촉이 젖은 눈

으로 내게 물어왔다. 릫아직도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것이 남아 있을

까?릮……늘 따스한 저녁노을처럼 다른 친구들을 감싸주던 친구. 그

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던 것이다. 그가 평소 즐겨 낭송했

던 시를 나는 다시 그에게 들려주었다.

이제는 지는 꽃이 아름답구나 / 언제나 너는 오지 않고 가고 / 눈

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 /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시구나.……(중략).

그동안 나를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고 /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고 / 물 깊은 밤 차가운 땅에서 /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꽃이여 (가

을꽃 정호승)

뢾약력뢿

1994 문예시대 등단.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기장문인협회 회원.

기장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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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예술가를찾아서 -서양화가 이태호

곰장어한접시

서양화가 이태호 국내최고권위의 릫이인성미술상릮 수상

이태호 화가가 철마면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허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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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경(실용영어회화)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

다. 수강신청 후 첫 실용영어 수업시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수강생들이 계셔서 많이 놀랐던 기억도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첫날에 알파벳발음

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수업 듣고 나서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

었던 발음은 다 가짜였던 겁니다. 그런 가

짜발음 가지고 15년을 영어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열심히 필기를 한 후 속으로 계속

해서 발음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첫 수업은 신선한 충격

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영어이름을 만들고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멋지게 발

표할 생각에 준비해갔던 자기소개서였지

만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어서 발표를 잘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집에 돌아 온 후 수업시간에 필기했던

알파벳 발음을 소리 내어 연습, 또 연습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수업시간 전에

미리 예습도 하고 그날 배운 것을 남편에

게 앵무새처럼 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업이 중반정도 진행되었을 때 저에게

드디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릫앤트맨릮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발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팝송도 스스로 들으면서 발음을

듣고 써보고 그 후 가사보고 다시 듣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영어공부도 하고 멋진

팝송도 알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월요일 수업이 가장 기대됩

니다. 그날은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저

에게 특별한 시간이죠. 그 전날에 영어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연습장에 적었

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고 완성된 문장을

읽고 또 읽고 수정을 하고 또 읽고를 한

후 발표 준비를 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준비한 영어문장을 보고 읽

고 선생님께서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아

주시면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발표하려

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게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께서 수업을 잘 진행

해주시면서 잘 가르쳐 주셨고 또한 같이

수업 듣는 수강생들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수업이 저에게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

다. Janice선생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Janice선생님의 다음 강의를 또 듣고 싶습

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제 모

습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남은 이번 강의

를 열심히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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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순

(당시 만 5세, 남)

실종일자 : 1972. 5. 8(월)

실종장소 : 전남 여수시 여수진남제

행사장

신체특징 : 귀 위 머리 안쪽에 작은 종

기 흉터 2개, 얼굴이 하얀 편 점퍼착용

최상철

(당시 만 11세, 남)

실종일자 : 1980. 5. 10(토)

실종장소 :전남 함평군 함평읍

신체특징 : 키 165cm, 체중 55kg, 청각

장애 착의 불상

김용래

(당시 만 7세, 남)

실종일자 : 1980. 7. 25(금)

실종장소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

신체특징 : 콧등에 마마자국이 있음 착

의불상

김형조

(당시 만 16세, 남)

실종일자 : 2010. 8. 27(금)

실종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신체특징 :키 153cm, 체중 50kg, 스포츠 머

리, 쌍커풀 없는 눈, 오른쪽 귀 옆 수술자국

회색 가로줄무늬 반팔 티셔츠, 베이지

색 칠부바지, 신발 미착용

강수빈

(당시 만 14세, 여)

실종일자 : 2015. 6. 23(화)

실종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신평동)

신체특징 : 키 152cm, 체중 50kg, 검정

색 단발머리, 원형 탈모 흰색 반팔 티

셔츠, 검정색 반바지, 단화

강민준

(당시 만 14세, 남)

실종일자 : 2015. 8. 21(금)

실종장소 :충남 서산시 쌍연북3길

신체특징 : 지적장애, 키 155cm, 체중

40kg, 마른편임, 귀걸이, 슬리퍼, 데상

트 어깨에 매는 학생용 가방(검은색)

오영란

(당시 만 47세, 여)

실종일자 : 2015. 9. 1(화)

실종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병원

신체특징 : 키 148cm, 몸무게 53kg, 새

치가 있는 단발머리 분홍색 반팔티, 흰

색 줄무늬 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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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손목골절 같은 몸을 다치는 일이 잦기 때문에

항상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손목골절은 등산이나 체육대회, 스포츠, 일상생활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손

을 짚게 될 때 손목 부위에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골절로서 콜레 골절(Colles릮 frac-

ture)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다공증으로 인해 젊었을 때에 비해 중굛

장년층이 심한 충격이 아니더라도 손목의 뼈가 잘 부러져 기장병원 정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굛장년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 중의 하나가 손목 골절입

니다.

충격을 받은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며 붓고, 퍼렇게 명이 들기도 합니

다. 골절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이기 힘들지만 생각 외로 골절된 경우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해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타박상

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해 찜질이

나 파스부착 등 자가치료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

동으로 방치해 치료가 지연되면 만성통증이나, 불안정증, 관절염 등으로 발전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손의 사용을 자제하고 1~2주가 지

났음에도 계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 찾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대개 뼈를 조심스럽게 맞추고 석고 고정을 5~6주하는 것으로 비교적 잘 붙

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손으로 정확하게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잘 맞았다 하더라도 석고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시 어긋날 수도 있

습니다. 사실 뼈가 심하게 어긋나지 않고 붙는다면 손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큰 지

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각으로 심하게 부러졌거나 손목 관절 안으

로 골절되어 어긋난 경우에는 정확하게 뼈를 맞추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므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전문가에게 받아야 합니

다.

손목골절의 진단은 다친 쪽 손목의 통증이 가장 큰 증상이고, 순식간에 부기도 동

반됩니다. 방사선 진단(단순 X-ray)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대개 응급실이나 정형외과 외래에서 도수정복술(잡아 당겨서 배열을 맞

춤)과 석고 고정술로 일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배열이 만족할 만한 경우에는 6

주 내지 8주간의 석고고정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관절이 포함된 골절이나 불안정

골절인 경우(일차 정복술후 재전위가 발생한 경우도 불안정성 골절에 포함됩니다)

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적 방법으로는 경피적 핀 삽입 고정, 골

외고정 장치 등이 있습니다.

뢾수술전뢿 뢾수술후뢿

의학칼럼

손목접지른후통증있으면

골절을의심하라

기장병원병원장정형외과허성근

릫기장의 보호수, 노거수릮 책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좌광천 생태학습축제에서

저도 한 권 받았는데 해송, 느티나무 등 지역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아끼고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현진(정관읍 정관로)

한 아이의 엄마로써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를 읽고 혹여나 아이에게 엄마

의 이기심으로 상처를 주진 않았을지, 부모로써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재미있게 잘보고 있습니다.

김미정(기장읍 차성서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5년연속 수상과 특히 기장시장이 중기청

장상 수상을 축하드려요. 우리 기장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상품으로 손색없는

자랑거리임을 알려 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김예지(일광면 이천10길)

군청에서 여권과 같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니, 바쁜 시간을 쪼

개서 돌아다닐 필요 없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노재완(기장읍 차성로)

올해 릫차성문화제릮도 성황리에 끝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박명숙(철마면 고촌로)

글램핑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보를 통해 기장관내의 좋은 휴식공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문숙(기장읍 차성서로)

저희 집은 작두콩 꽃이 예뻐서 담장에 키우고 있답니다. 기사를 보고 작두콩이

비염완화와 면연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 차로 끓여먹어야겠어

요.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신효애(정관읍 정관5로)

기장으로 이사 온 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아 몰랐던 것이 많았는데 군보를 통

해 기장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챙겨봅니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개안수

술 무료소식을 듣고 주위분들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선화(철마면 고촌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정관신도시모전리위치(정관에요리학원개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재직자)국비지원

http:// gijangyory.com

상담전화☞ 727~8831~2

구분 과목 개강 일정

실업자

한식조리기능사
오전반 12/04~01/20

오후반 12/14~01/28

양식조리기능사 오전반 12/07~01/05

단체급식조리사 오후반 12/07~01/17

안주요리과정 오후반 모집중

재직자

한식조리기능사
저녁반:

12/02~01/29(월.수.금)

양식조리기능사
저녁반:

12/01~01/11(월~목)

중식조리기능사 저녁반 모집중

반찬. 전골. 찌개 요리반 저녁반: 12/01~01/14

일반과정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생활요리.

창업요리반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반

수시모집

학생반과정

(고교특별전

형조리사반)

중.고교생 대학 진학반.

조리대회반

(학기제도. 책임반과정)

수시모집

아들러는 릲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그리

는 화가라릳라는 말을 남겼다. 화가가 그림

을 그리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

게 또는 추하게 그릴 수 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

리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은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이미지

를 위해 릫좋은 사람 콤플렉스릮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또한 어렵게 만들며 자신

의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

다. 마치 그림에서 한 부분을 너무 아름답

게 그리려다가 전체의 그림을 망치는 모

습이라고 할까?

이 책은 정말로 좋은 사람에 대해서 다

시 생각할 여유를 권한다. 좋은 사람은 어

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

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싫

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건

강도 헤치면서까지 남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좋은 사람은 이러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만약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

각하면서 행동해 왔다면 당신은 고통스러

운 삶에, 피곤한 삶에 지쳐있을 것이다.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나무라고

있는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일 것이다. 그

런 당신은 좋은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

러나 쉬운 사람임에도 틀림없다.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조금은 얄미운 인간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저 타협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아들러의 심리학

에서는 목적 또는 목표를 기준으로 제시

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것이다.

릫좋은 사람 콤플렉스릮를 버리라고 한다.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20％는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반대한다. 그리고 아무리 모

두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도

20％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망상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먼

저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

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잘못된 습관을 버리자는 이 책의 주

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용화(기장읍 차성남로)

■어학당 수료 소감문

릲영어가늘면자존감도늘어요릳

조영란(기장읍 교리)

바야흐로 백세시대가 도래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생

각을 기울여 볼 때다. 나에게 있어 노후에

즐기며 살거리는 서예다. 롤 모델 이었던

언니가 서예동아리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입어 고등학교 서도부 생활을 하였고, 늦

깎이 대학생활과 더불어 주경야독 하면서

서예학원을 다녔다.

청남휘호대회에서 입선을 하면서 고인

이 되신 먼별 이상원 선생님께서 서예학

원 강사로 받아 주셔서 초등학생들 서예

기초를 지도하며 저녁에는 서예공부를 했

었다. 이태백시를 직역하여 읊고, 대추주

에 칠면조 훈제를 곁들여 술잔을 기울이

던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던 것 같다.

지금은 기장 묵우서숙(서실) 효원 박태

만 선생님께 서예를 배우고 있다. 한글(정

자, 흘림, 민체), 한자 예서(사신비), 해서

(장맹룡비) 등 아직 행서는 쓰지 못했지

만 바쁠 것이 없다. 요즈음 서예 입문하는

분들을 보면 서예 진도 나가고 싶은 욕심

에 마음이 바빠 보인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예를 즐겼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붓이

꼬여 중봉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오랜 시

간 쓰다보면 어떤 이의 말처럼 손맛을 느

끼게도 된다.

묵우서숙은 30년 된 기장지역 서예동호

회로 회원들 간의 결속력이 대단하다. 좋

은 이들과 함께 곡차도 함께하는 즐거움

은 더할 나위없다. 서예 회원전을 1년마다

혹은 2년마다 했었는데 전시할 장소가 없

어서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회원전을 하

게 되었다. 롯데몰 동부산 갤러리에서 올

해 11월 하순까지 3주간 전시하기로 했으

나 12월 초순까지 연장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하기 위해 서실회원들이 작품을 쓰면

서 실력이 향상됨을 느끼고, 지인 분들에

게서 격려도 받아 회원들의 사기가 높아

진 것 같다.

몇 년 뒤에 자녀들도 성인이 된다. 이럴

때 자기를 위한 취미생활이 있어 다행이

다. 노후에는 귀촌해서 10평 텃밭과 유실

수 키우고, 된장도 담고, 염색도 하며 서

예를 즐기고 싶다. 서예를 주축으로 서각,

전각,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도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시골에서 기회가 되면 재능

기부도 하고 싶다. 직장을 다니며 서예를

할 수 있어 감사해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옆지기에게 항

상 감사함을 전한다.

■독자 수필

서예를즐기며욕심을버리다

릫나는더이상착하게만살지않기로했다릮를읽고

■와글와글 독후감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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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에 전시된 수증기로 가는 기차 앞에 어린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학교육의 요람이 될 국립부산과학관

(관장 이영활)이 건물 준공과 과학시설물

설치, 전시인력 확보 등 모든 준비를 끝내

고 마침내 12월 11일 문을 연다. 2006년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한 100만 시민서명

운동이 펼쳐진 지 10년만이다.

릫아이들에게 과학관을릮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과학관은 11만3천107㎡부

지에 릫과학의 바다로 항해릮라는 주제에 맞

춰 거대한 삼각형 뱃머리를 형상화해 위

용을 자랑한다. 총 사업비 1천217억원이

투입된 국립부산과학관은 동남권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에너지굛

방사선의학을 주제로 한 지역거점형 과학

관이다. 전시물의 82％가 기초과학 원리

와 첨단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으로 꾸며져 있어 전국의 다른 과학관들

과 차별화를 이뤘다. 국립부산과학관 이

영활 관장은 릲과학 전문 해설사와 석굛박사

급 강사 170여 명의 지도로 청소년들이 직

접 소규모 실험도 할 수 있게 실험굛강의굛

토론실도 대거 마련했다릳고 설명했다

굛 놀면서 과학의 원리 익혀요

국립부산과학관을 들어서면 1층과 2층

을 연결하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원형 통

이 눈에 띤다. 사이포트 슬라이딩이라고

불리는 기구로 국내유일의 탑승형 상징

전시물이다. 관람객 스스로가 이동물체

가 되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곡

선값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

1관은 릫자동차굛항공우주관릮콘셉트로 꾸

몄다. 첨단과학과 수송기술의 결합인 자

동차와 항공우주관은 고대인들이 발명한

바퀴를 시작으로 엔진과 자동차의 진화,

항공,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도

전과 창조를 다양한 전시물로 보여준다.

다이내믹한 음향과 스크린 영상으로 자동

차의 발달과정과 다양한 기계 움직임을

보여주는 릫트랜스토피아릮 영상관, 실제로

발사되는 모형 제트엔진, 달의 중력 현상

을 체험하는 월면걷기 등의 전시물은 과

학의 원리부터 첨단과학기술의 미래를 직

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

2관 선박관은 과학과 기술, 수학과 해양

과학을 연계한 각종 체험전시물로 구성했

다. 입구에 들어서면 거대한 코끼리 모형

(무게 3.5t, 애칭 릫코니릮)이 관람객들의 시

선을 사로잡는다. 부력과 선박의 관계를

알려주는 상징 전시물이다. 아르키메데스

의 실험을 통해 부력의 원리를 익히고 무

게중심을 배우는 기초과학과 선박 설계,

조립 같은 조선공학, 선박의 운항과 항해

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

4D영상관에서는 미래 해양기술의 발달로

이루어낼 꿈의 도시도 만날 수 있다.

에너지굛방사선의학관으로 이뤄진 3관

은 햇빛과 물,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

해서 인류의 지혜가 미래 청정에너지의

발달과 활용기술로 발전하는 과정을 탐구

하는 전시관이다. 꿈의 암 치료기기로 불

리는 중입자가속기로 암을 치유하는 첨단

방사선의학의 원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굛 별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아요

빨강 노랑 알록달록한 색채로 단장한

어린이관은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

학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자

극되도록 100％ 놀이를 통한 체험 전시물

로 구성했다.

천체투영관에서는 120도로 편안히 누워

17m 대형스크린을 통해 밤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12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캠프관도 갖추고 있어 야간천체관측

활동을 포함한 1박2일간 체류형 과학체험

활동도 가능하다.

천문관측소에는 국내 과학관에서 가장

규모가 큰 360㎜ 굴절 천체망원경을 비롯

해 학생 50명이 동시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태양 관측장비와 반사 천체망원경

등도 갖추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이용되는

워터플레이그라운드, 대형 요요 등이 설

치된 사이언스 파크, 무선조종자동차를

직접 몰아보는 레이스장, 과학관 나무숲

사이 330m를 시원하게 달리는 꼬마증기

기관차 등이 야외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 가족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과학테마

파크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12월 1일∼9일 무료 개방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국

립부산과학관은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시

민에게 시설을 무료로 임시 개방한 뒤 12

월 11일 개관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돌입

한다.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관을 경유하는 185번 시내번스 노선

을 신설하고 동해남부산 동부산관광단지

역이 개통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과학교육

을 원하는 단체학생의 수송지원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관람료는 대구, 광주과

학관과 동일하게 일반인 3천원, 청소년 2

천원(단체 관람 2천원, 1천500원)이다.

문의는 국립부산과학관 전화 750-2300으

로 하면 된다.

과학의바다로항해할준비되셨나요
국립부산과학관 12월 11일 개관… 180여 전시물 중 82％ 체험시설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국립부산과학관의 외부전경.

학생들이 스프링의자에 앉아 달의 중력 현상을 체험하는 월면걷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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