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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9 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6년 1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일지

○ 릮09. 4월 :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서 체결

▷부산광역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두산중공업(주)

○ 릮10. 5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부고제174호)

○ 릮10. 12월 : 해수담수화 어업관련 영향성조사 약정서 체결 및 공사착공

○ 릮14. 12월 : 공사준공 및 해수담수화 플랜트 상업 시운전 완료, 해

수담수화 방사성 안전성 관련 민원 발생

○ 릮15. 8월 : 부산 기장 해양정수센터 수질검증연합위원회 구성

○ 릮15. 11월 : 송정동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 릮14. 12 ~ 15. 12 : 해수공급관련 민원사항 및 우리군 입장 제출(6회)

(기장군 환경 위생과 → 상수도본부)

▷의견 : 주민동의 없는 공급 절대반대, 모든 사태는 상수도본부 책임

○ 릮15. 12. 7 : 해수담수화 관련 주민투표 가능여부 행정자치부 질의

릲주민동의없는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은받아들일수없습니다릳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총 사

업비가 1,954억원(국비 823억,

시비 425억, 민자 706억)으로,

2009년에 착공되어 2014년에 완

공됐다.

하루 11만톤을 취수해서 4만 5

천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역삼

투압방식으로 세계 최대 규모지만

취수원이 고리원전과 직선거리 11

km에 불과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기장군은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

서 최초로 기장지역에 해수담수를

공급하려 했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릲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절대 반대한다릳는 입장을 밝혔고

12월 7일 해수담수화 공급과 관련

해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행정자

치부에 질의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은 릫주

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의 주요한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릮고 되어 있으나, 동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릫국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

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릫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여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기장

군의 권한과 사무에 속하지 않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권한 또는 사무를 가지고 있는 부

산시(동법 제7조 제1항)나 국토

교통부(동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에, 기장군은 12월 21일 해수

담수화 공급 권한 또는 수돗물 공

급 사무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계

기관(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부

산광역시)에 발송했다.

우리 모두가 물의 중요성을 인

식하는 것이 물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

이 뜻을 모아야 그 뜻을 펼칠 수

있으리라 본다.

릫좌광천 30리길 완공릮

자전거로 즐겨요
기장군 정관읍 병산저수지에서

장안읍 임랑 해수욕장까지 11.7㎞

의 하천을 연결하는 릫좌광천 30리

길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

업릮이 지난 11월 30일 준공 후 12

월 10일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좌광천 30리길 완공으로 해운대

에서 임랑까지 조성된 해안절경

갈맷길이 정관읍까지 확장됐다.

해뜨는 임랑 바다에서 정관 신

도시 생태하천을 지나 병산 저수

지에 이르는 이 길은 자전거 라이

딩은 물론 볼거리가 많아 천천히

걸어도 좋다.

아직 추운 날씨지만, 주말이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들

과 가족단위 산책객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특히, 모전교에서 달음교에 이

르는 3.8km 구간에는 엉겅퀴굛익모

초굛창포 등의 야생화를 포함, 90여

종의 식물을 심어 자연 학습장으

로 꾸며져 있어 봄이 되면 도심속

생태학습 체험장이 될 뿐만 아니

라 심신을 달래는 건강명소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릫좌광천 30리길릮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곳곳에 화장실과 쉼터, 데

크로드 등을 설치해 군민들의 소

중한 여가공간과 함께 많은 관광

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사 장소로

도 사용될 예정이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굩 그리고 기장군 직원 여러분굩

희망찬 병신(丙申)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뛰

어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청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복군 20주년 성년이 된 우리군은 전국 최초로 릫대한민국 지

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릮 5년 연속 수상, 릫대한민국 도시대상릮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조성을 위한 릫100억원 장학기금 조성릮

을 달성 하였고, 군민들의 소중한 문화공간인 정관도서관과 안데르센

극장 개관, 군민 건강을 위한 명품 좌광천 30리길이 완성되는 결실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15만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600여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문화굛관광, 의굛과학을 비롯한 첨단산업을 육성하

여 일자리와 쉴자리가 조화되는 꿈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장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인구 15만의 부산의 중심

지로 우뚝 섰습니다. 천혜의 자연절경을 바탕으로 기장을 찾는 관광객

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좋은 생태환경으로 사람

들이 몰려드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복군 후 20년 동안 우리군은 도시발전의 큰 기틀을 다졌다면, 2016년

새해에는 기장이 품격 있고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명품도시로 확고히 자

리 잡는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 여자 야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

최하여 세계 속에 기장을 알리고, 기장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배우며 행

복할 수 있는 교육도시 기장을 만드는데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고, 특성화된 영

어 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뜻하지 않은 난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기장발전 이

라는 큰 틀을 생각하며 손을 맞잡읍시다. 릫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도시 기장릮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다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기장 발전의 열정과 각오, 그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기장

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저도 새해에는 운동화 끈을 더 조여

매고, 민생 현장을 돌며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도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기장군수

기장발전을위해

함께나아갑시다

2016년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군민과함께힘차게도약하겠습니다.

기장군 직원 일동

사진 : 김희곤 사진작가

故 도봉 김윤태 사기장의 대를 잇고 있는 부산요(구 상주요, 일광면) 김

영길(50) 씨가 2015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3호 사기장으

로 지정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12월 25일 전통 망댕이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고(塑性)

있다. 가마에는 달항아리, 사발 등 800여점이 들어있다. 김영길 010-3889-1874.

첫 불

정관읍 병산에서 장안읍 임랑을 잇는 좌광천 30리길을 12월 27일, 기장MTB동호회(회장 손기태) 회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월 17일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2014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이하 재정분석) 결과

를 발표, 기장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기장군은 6년 연속 재

정분석 우수기간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기장군은 매년 시행하는 재정

분석 결과 2010년 우수기관,

2011년과 2012년은 우수기관 선

정 및 장관 표창, 2013년, 2014

년 우수기관에 이어 2015년에도

선정돼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

적인 예산 활용 등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운용 모범사례로 꼽히

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행자부가 전

국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로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살림살

이를 얼마나 건전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했는지를 3개 분야 24개

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굛평

가한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평소에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

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 같

다릳며 릲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

획 수립과 투자심사 등을 통해 계

획성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

선을 다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기장군, 재정운영 우수지자체 선정돼

기업들, 기장군 릫기업하기 좋은 도시릮로 평가

부산 2곳(기장군, 사상구)만 릫우수릮 등급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28일 릫2015년 전국규제지도릮를

공개했다. 전국 8천600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기업체

감도와 규제 관련 각종 객관적

지표를 분석한 릫경제활동 친화성릮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

으며, 각 부문별로 순위를 매긴

뒤 S-A-B-C-D 5단계로 등급화

했는데 부산에서는 기장군과 사

상구만 우수 지역으로 분류됐다.

기업체감도는 인허가 규제 등

규제합리성과 행정시스템, 민원

해결 적극성, 공무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기업 애로 해소 의지 등

에 대한 해당 지역 기업의 만족

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릲부산의

경우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와

친화성이 기초단체별로 차이가

컸다릳며 릲기장군은 최상위원이

었다릳고 말했다.



02

제 239호 2016년 1월 4일(월요일)

1월은등록면허세납부의달

○ 납세의무자 : 2016.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지방세법 제 35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

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정기

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간 : 2016. 1. 16 ~ 2. 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Cyber지방세청),

지방세납부계좌이체, 스마트폰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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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etax.go.kr (위택스)

○ 납부시간 : 7:00~ 22: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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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은행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나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릲지방세 납부 메

뉴릳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

체 납부

○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 전자고지 신청 및 계좌 자동이체 신청 납부 시 건당 500원

세액 공제

□ ARS 지방세납부 : 유굛무선 전화를 이용한 지방세 통합

납부 : 1544-1414

공정조세과(709-2461)

자동차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

원입니다.

□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시면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

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① 1월 중에 신고굛납부하는 경우 : 2016. 1. 16 ~ 2. 1

② 제 1기분 납기 중에 신고굛납부하는 경우 : 2016. 6. 16 ~ 6.

30

③ 분할납부기간에 신고굛납부하는 경우: 2016. 3. 16 ~ 3. 31 또

는 2016. 9. 16 ~ 9. 30

※ 2015년도에연납하신분은별도신청하지않아도됩니다.

□ 연납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구청에 방문 및 전화 신청 후 납부

서를 수령하여 납부

○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후 즉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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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에 접속 후 자동차세연납신청 → 신청서작성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연납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으로 부

과됩니다.

□ 연납시 공제범위

○ 1월 연납 시 1년분 세액의 10％

○ 3월 연납 시 9개월분 세액의 10％

○ 6월 연납 시 6개월분 세액의 10％

○ 9월 연납 시 3개월분 세액의 10％

공정조세과(709-2462)

자동차세연세액신고납부안내

지난 한 해 동안 펼쳐온 농촌지도

사업 성과보고회<사진>가 12월 10

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농업기술

센터 농업아카데미관에서 개최됐

다.

릫작지만 강한 도시근교농업 육성릮

이란 비전을 내걸고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과 농업

인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농업인들과 관심

있는 군민 등 300여명이 참관했다.

먼저 첫날 개최된 농촌자원분야

실적발표회에는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고 지역농촌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생활개선회가 주축이 되어 기

장식문화연구회, 차성규방공예연구

회와 함께 한 해 동안 활동한 우수

회원에 대한 표창과 활동성과 보고

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생활개선연합회 김윤옥 회장

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생활개

선연합회는 매년 연초 실시하는 전

통장 담그기 교육을 시작으로 제13

회 차성문화제 향토음식시식행사,

다문화 멘토링사업, 임원역량강화

교육, 연합회굛지구회별 과제활동

전개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펼쳤다.

뿐 만 아니라 전통음식 전수교육을

통한 전통장과 전통고추장은 읍굛면

에 기탁해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기장식문화연구회(회장 김귀옥)

는 지역의 향토음식문화의 발굴굛보

전굛전수를 목적으로 한 연구회로

2015년도에는 릫전통식초릮를 주제로

초급굛심화 교육과 현장교육 등을

실시했다. 차성문화제에서는 식초

를 이용한 음료 시식을 통해 전통음

식의 대중화에도 노력했다.

차성규방공예연구회(회장 김일

영)는 전통생활문화자원을 활용 보

급하는 학습조직체로 천연염색, 규

방공예 교육, 현장학습, 차성문화제

참가 등을 통해 작품 전시 등 다양

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실적발표회에는 생활개선회

의 과제활동 성과물인 한지공예품,

생활퀼트작품, 가정용 원예작품 등

을 전시했다. 기장식문화연구회는

기장특산물 토마토로 만든 다양한

요리와 교육과정을 통해 성과물인

다양한 전통식초를전시하고새콤달

콤한 전통식초음료를참관인들에게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차성규

방공예연구회는 농업아카데미관 세

미나실 한가득 천연염색을 활용한

규방공예 작품들로 전시했다. 손수

건, 의류, 장신구 등의 소품에서 이

불, 카펫 등 대작에 이르기까지 회

원들의 수고로움과정성이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들로전시돼참관인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둘째 날 개최된 2015 농촌지도사

업 종합평가회에는 지역 농업인들

과 강소농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인단체 활동사항, 신기술보급

사업 성과, 도시농업사업 보고, 농

촌자원사업 보고 및 농업기술센터

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지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그 성과물을 전시 홍보했다.

또한 오후에 실시한 강소농 모델사

업 평가에는 농가별 정밀컨설팅 보

고를 통해 농가별 가려운 부분을 찾

아내 해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릲이번 성

과보고회를 통해 지역농업인과 군

민들에게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홍

보해 새로운 농업기술의 파급에 힘

쓰고자 하였으며 2016년도 병신년

새해 풍년농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했다릳고 말했다.

작지만강한도시근교농업육성
농촌지도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벽화따라기장군둘러보기
벽화 안내책자 제작

신년 특별기고

丙申年첫새벽의타오르는여명처럼세상을밝혀주는포부를품자

릲보훈명예수당 신청하세요릳

릲참전명예수당 신청하세요릳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지급 대상자가 사망

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이 1

회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대상자는 릫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릮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 및 유

족으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

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한

다. 단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릮 제3조에 의한

참전 유공자 수당을 지급 받는

자와 릫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릮 제9조에 의거 국

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

한 사람은 제외한다. 자세한 문

의는 기장군 복지정책과

(709-4314)로 하면 된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기

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

주한 참전유공자다.

단 참전 유공자일지라도 국가

보훈처장이 릫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릮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된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은

6.25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월

남 참전유공자 월 10만원으로 참

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

로금 20만원이 1회에 한해 지급

된다.

기장군 복지정책과 또는 읍굛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

비서류는 참전유공자증 사본1

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

본 1부다.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14)로 하면

된다.

기장군은 벽화를 통해 기장의

역사와 미래의 꿈을 대변할 수 있

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또

한 벽화 작업은 장애인과 비장애

인,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전문가

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체

예술문화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

노후하고 평범했던 거리가 쾌적

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작품

으로 변신하고 있다.

기장군은 릫벽화따라 기장 둘러

보기릮란 책으로 제작해 보존성이

약한 벽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

보지 못하는 거리문화를 책을 통

해 볼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글

과 사진으로 엮어 영구 보관될 기

록물로 만든다.

책자를 통하여 기장을 찾는 외

부방문객들에게 기장의 문화를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재생 벽화 제작 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릫벽화따라 기장

둘러보기릮 책자는 1월 중 제작되

어 군청, 읍굛면사무소 등 공공기

관에 비치 될 계획이다.

기획청렴실(709-4013)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지역사회중심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1명
기장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업무 및 지역사회중심 통합
건강증진사업 업무 수행

1. 채용내용

2. 응시자격

○ 기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위배되

지않는자로서간호사또는영양사또는임상병리사자격증소지자

3. 근무조건

○ 채용신분 :기간제 근로자

○ 계약(채용)기간 : 2016. 2. 1 ~ 2016. 11월 (예산범위 내)

○ 보수 : 67,000원 / 1일 ▶ 유급휴가(주굛연차)부여, 5대보험 가입

○ 근무장소 :기장군보건소

○ 근무시간 : 월요일~금요일(주5일근무) 09:00~18:00(휴게시간 : 12:00~13:00)

※ 휴무일 :토굛일요일

4. 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12. 23(수) ~ 2016. 1. 15(금)

○ 접수방법 :보건소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방문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기장군보건소건강증진팀 (담당자송나리☎709-4827)

- 응시원서는 기장군청 및 기장군보건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다운로

드 후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5.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 2016. 1. 18(월) ▶합격여부 개별 유선통보

○ 면접심사 : 2016. 1. 20(수)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서류심사점수기준표에의거자격여부자격증소지여부등

※ 면접시험시서류전형합격자에한하여당해직무수행필요한능력및적격성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 21(목) 예정 ▶합격여부 개별 유선통보

6. 제출서류 및 문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자격증 사본 1통,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에 한함)

○ 문 의 :건강증진팀(709-4827)

보건소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정 해 문

前 한국굛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굩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기장군 청소년 여러분!

병신년 첫 새벽을 알리는 여명

이 밝아 왔습니다. 가슴 벅찬 새해

첫날 아침의 꿈과 희망이 가을날

들판을 수놓는 듯 영근 오곡백과

처럼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올해가 기장군

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쓰는 원

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

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유

엔 창설 70주년으로 우리 민족사

에 특별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그 중차대한 의미를 되새

기며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였습

니다. 우리의 선열이 목숨 바쳐 쟁

취한 광복은 분단으로 여전히 미

완의 광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

정한 광복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

일 시대를 열어야 이룰 수 있습니

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70년 발

자취는 우리에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지

난 70년 한국인이 지구촌에 남긴

삶의 궤적은 감동적 성공 스토리

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 많은 우리의 형제들은 보다 나

은 내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의

성공신화에 목 말라하고 있습니

다. 꿈은 실현되기 위해 존재합니

다. 꿈은 소명의식, 열정 그리고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우리 앞에

국경이 따로 없음을 믿게 하고 미

지의 세계를 향해 계속 항해하도

록 독려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긍

정의 힘이 한민족의 DNA를 바꾸

기 시작했습니다. 물려받은 물질

적 유산보다 내일을 꿈꾸게 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의 유산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속

깊숙이 베어들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는 릫세상은 꿈꾸는 사람에

게 도전을 허용한다릮고 꿈의 위력

을 설파하였습니다. 기장은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현

대판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기

장은 자연의 풍요로움 못지않게

정신적 지성의 윤택함과 풍성함

을 보여 왔습니다. 기장의 남다른

자산은 우리 모두에게 진취적 기

상과 기백을 심어주고 열린 세상

의 무한한 가능성을 일찌감치 간

파하도록 해주는 매력이라고 하

겠습니다. 기장 앞에 펼쳐지는 동

해 바다는 우리 민족이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 역

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기장은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출중하게 해왔습니

다. 기장 사람들은 이와 같이 소중

한 무한도전의 혼을 잉태하고 태

어났습니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저서 릲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릳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를 활동무대로 삼아 종횡무진 하

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기장 청소

년들의 활동 공간 역시 나라 안이

아니라 지구촌 방방곡곡이 되어

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세계와 경쟁

해야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인재가 되어

야 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

지 말고 부단히 자신을 연마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회와 함께 오는

도전을 용감히 마주서서 극복하

는 의지를 불태워야 합니다.

전 세계인과 경쟁하면서 글로벌

시대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열

린 문화,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사

회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

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언어, 문

화,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 것을 알

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

니다. 동시에 바깥세상에 대한 호

기심,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

식, 열린 세계관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에

게나 찾아오는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꿈을 찾아 불굴의 정신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

게 극복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옵

니다. 릫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릮또

는 릫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

무지를 택하라릮는 권장은 무한 도

전정신을 잘 일깨워 줍니다. 글로

벌 시대 청소년 교육은 이러한 목

표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되어야 합니다.

기장이 일구어온 지난 70년간

발전의 역사는 해방이후 우리나

라 전체가 성취한 경이적 발전의

흐름과 괘를 같이 하며 기장의 변

화는 가히 상전벽해라 할 수 있습

니다. 이제 기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

에 주안점을 두면서 자녀들과 손

자. 손녀들이 세계 속에서 당당하

게 경쟁하면서 꿈을 실현할 수 있

도록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굛사회 발전의 질적 수준을 높

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나눔과 돌봄의 포용적 사회를 건

설하는데 주력하면서 환경과 개

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속가능

성장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

니다.

▶ 정해문 사무총장은 1952년 철

마 고촌 출생 1976년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1977년 외무고

시(10회) 합격 2004년 주(駐)

그리스 대사, 2008년 주(駐)

태국 대사, 2012.02~2015.03

한국굛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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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 예산안에 신고리원

전 5굛6호기 특별지원금 65억 원이

통과돼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

을 겪었던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

이 추진되게 됐다. 이는 릲지역구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나성린 국회

의원(새누리굛부산 부산진구갑)의

큰 노력 덕분이다릳라고 기장군 관

계자는 밝혔다.

기장군은 2014년부터 정부 예산

안에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

산업단지 조성비 명목으로 신고리

원전 5굛6호기 특별지원금을 신청

했지만 정부는 발전소 미착공 등

의 사유로 계속해서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에, 나성린 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

전 유치에 따른 주민 기대감과 기

장의 낙후된 지역발전 등의 필요

성을 내세우며 동 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주장해 65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다.

나성린 의원은 릲기장은 제 지역

구가 아니지만 원전으로 오랜 기

간 고통받아온 기장군민의 목소

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특별지원금을 시작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

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

질 없이 추진되어 부산의 경제 발

전에도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릳

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관계자는 릲신고리

5굛6호기 특별지원금 중 이번에 미

반영된 386억 원에 대해서도 나성

린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전력기반조성기금

변경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릳라고 밝혔다.

의굛과학단지조성사업차질없이추진

신고리원전 5굛6호기 특별지원금 65억원 예산반영

기장군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릫2016년도 적

십자회비 모금릮 집중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회비모금대상은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다.

세대주는 1만원이상,개인사업자

는 3만원 이상, 법인은 5만원에서

70만원 이상까지 차등 고지된다.

그동안 고지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

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지로

용지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 의사

에 따라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

다. 행정지원과(709-4111)

전시굛공연굛체험이어우러진축제한마당

릫빛물꿈축제한마당릮방과후학교성과발표회성황리개최

12월 18일 차성아트홀에서 빛물꿈 축제한마당 공연 부문 중 월평초등학교 월평오케스트라 단원과 3세대 우쿨렐레 연주단

원이 함께 공연을 펼치고 있다.

기장군은 관내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 성과발표회인 릫기장 빛물꿈

축제 한마당릮을 지난 1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차성아트홀에서 개최

했다.

기장군은 군정목표인 릫대한민국

교육1번지 기장릮 조성을 위해 세 살

부터 여든까지 모든 군민을 아우르

는 교육사업으로 380프로젝트를 추

진했다.

380프로젝트란 3세부터 80세까

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지원

프로젝트로서, 0세부터 미취학 아

동의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안심보육 프로젝트, 지역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이퇴

계 프로젝트,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

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율곡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이퇴계 프로젝트는 릲지방관

리의 큰 책무는 인재양성에 있다릳라

는 퇴계 이황선생의 신조를 받들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퇴계 프로젝

트 사업중 하나인 빛물꿈 문화학교

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유기적 협

력을 통해 심화된 문굛예굛체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기장지역 학생들에

게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교육 실

현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빛물꿈 문화학교 프

로그램을 통해 1년 동안 배우고 익

힌 솜씨를 자랑하는 작품전시회와

틈틈이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펼

치는 공연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가 참여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이 됐다.

군청 1,2층 로비에는 시화, 클레

이, DIY, 도자공예, 염색공예, 종이

공예 등 10개교, 2단체, 300여점의

전시물들과 오케스트라 악기체험,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등 체

험행사도 마련됐다.

또 차성아트홀에서는 오케스트

라, 밴드, 국악, 뮤지컬, 무용, 연극,

합창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

이 펼쳐졌다.

행여 실수라도 할까 상기된 얼굴

로 열정을 다해 연주하고 몸짓 하

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한 팀 한 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

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릲무대

위 아이들의 벅찬 표정, 즐거운 목

소리와 사랑스러운 몸짓이 무척 인

상적 이었다릳며 릲앞으로도 방과후학

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릳고 말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우리 지역 학생

들과 주민들이 성과발표회를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

견하고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릳고

말했다.

한편, 빛물꿈 문화학교를 비롯

한 기장군 방과후 지원사업은 삼

성꿈장학재단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관한 릫제7회 방과후학교 대상릮에

서 전국2위인 우수상을 수상하기

도 했다.

2016년 1월 4일(월요일) 제 239호

적십자

회비로사랑을

릲군민창작시다함께감상해요릳

제1회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창작시 공모전 당선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버스정류장, 인문학공간으로변신

기장군 버스장류장이 인문학 공

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지난 11월 30일 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릫제1회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창작詩 공모전릮 입상자

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창작시 공모에는 총 103건

(청소년부 34건, 일반부 69건)의

작품이 접수됐고, 기장군 인문학

창작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20

건이 입상됐다. 일반부에서는 정진

실(59세, 일광면)씨의 릫여름 이야

기릮, 청소년부에서는 안채린(신정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릫새로운

나를 만나다릮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장문인협회 작가 15명도 재능

기부에 동참했다.

기장군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버스정류장을 소통하는

인문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민

이 직접 쓴 인문학 시와 관광명소

스토리텔링 작업 등을 거쳐 군민들

이 가꾸고 만드는 거리 인문학 명소

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당선작품은 2016년 3월부터 버스

정류장에 글판으로 제작해 군민들

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를 읽고

함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등을 통해 약

100여개의 버스정류장이 인문학 글

판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버스정류장 인

문학 글판을 통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군민들이 직접 쓴 시와 함께

하면서 넉넉하고 따뜻한 기장이 되

기를 바란다릳며 릲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문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릳고 밝혔다.

릫기장시장릮새해벽두힘차게시작합니다

겨울추위가 살을 에이지만 기장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

는다.

쉼터조성, 시설현대화로쾌적하고행복한시장으로거듭날계획

릲어서 오이소릳, 릲이것 좀 보고가이

소릳 추운 겨울 기장시장 상인들은

하얀 입김을 뿜으며 지나가는 사람

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넨다. 겨울

추위가 살을 에지만 기장시장 상인

들은 활력이 넘친다. 시장 방문객은

열심히 사는 상인들을 통해 에너지

를 얻고 상인들은 방문객들의 발길

에 하루라도 장사를 멈출 수 없다.

기장시장은 인근 부산 시내나 울

산에서까지 장을 보러오고, 최근엔

중국 관광객들까지 다녀간다고 한

다. 1944년 전통 5일장으로 개장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예 상설시

장으로 바뀌어 동남권 최고의 해산

물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 기장 인근 바

다에서 나는 제철 해산물과 해풍을

맞고 자란 싱싱하고 맛난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

히, 겨울에 만나는 기장시장은 바다

향 물씬나는 생미역, 까시리, 톳 등

겨울바다의 별미인 해초들을 빼 놓

을 수 없다. 기장시장 단골손님인 이

혜경(43세, 정관읍)씨는 릲기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미역입니

다. 소금치고 거품이 날 정도로 손으

로 문질러 빤 미역을 초고추장에 찍

어 먹으면 고급 생선회 부럽지 않습

니다릳라고 말한다. 시장 입구에서부

터 넘쳐나는 미역들을 보면 왜 기장

하면 미역인지 알 수 있을 듯하다.

또 경상도말로 릫까시리릮라 불리는

해초는 추운 겨울 한철 청정해역의

갯바위에서 자라 채취가 힘들지만

그 맛이 일품이다. 생생하고 살이

꽉찬 대게와 직접 만들어 파는 어묵

가게, 뻥튀기, 쫀득쫀득한 찹쌀 반죽

으로 만든 찹쌀호떡 가게 등 기장시

장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다.

기장군은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

광객이 즐겨 찾는 기장시장에 2016

년 새해를 맞이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된 기장시장

건물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또한,

기장시장의 랜드마크인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구 문화원이 있던 부지

(61.5㎡)를 리모델링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

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2016년 새해

에는 고객들을 위한 쉼터개설로 편

의와 소통공간이 있는 쾌적하고 행

복한 시장으로 거듭날 계획이니, 새

해에도 기장시장을 많이 방문해 주

시기 바란다릳고 말했다.

뢾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뢿

기장군, 재선충병방제 릫최우수기관표창릮받아

산림청은 2015년 12월 18일 정

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릫2015년

산림병해충방제 유공 정부포상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우수기관 시

상식릮을 개최했다.

이날 기장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의 전략적 방제와 효율적인 감리시

행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산

림청으로부터 재선충병 방제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사진>을 받았다.

기장군은 한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전국에서 제일 극심한 지역

이었으나 전담조직의 신설과 자체

예산 추가 확보 등 그간의 노력과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선

충방제에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으

로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

생지라는 부산의 불명예를 일부 씻

어내는 전환점을 마련했을 뿐만 아

니라 기장군을 비롯한 부산 산림환

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간의 노력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앞으로도 소나

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목표로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릳고 밝혔다.

가화만사성작은도서관개관

기장군은 정관읍 가화만사성

정관타운 아파트 내 건물연면적

61.96㎡의 작은 도서관을 준공하

고 12월 29일 개관식을 가졌다.

가화만사성 작은 도서관은 군비 4

천224만원을 들여 도서 1천673권

비치와 함께 유아공간, 정독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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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운영안내

구 분 부산 지역상담실 비 고

1월 20일(수) ~ 22일(금)

※상담시간수요일: 14:00 ∼ 17:00

목굛금요일: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2월 17일(수) ~ 19일(금)

3월 16일(수) ~ 18일(금)

4월 20일(수) ~ 22일(금)

5월 18일(수) ~ 20일(금)

6월 15일(수) ~ 17일(금)

부산시립미술관무료영화상영개최안내

일자 영화제목 미술다큐멘터리
1. 6 (수) 하울의 움직이는 성 죽음과 사후의 세계
1. 9 (토) 님아 그강을 건너지 마우 옛날 옛적에
1. 13 (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설득의 기술
1. 16 (토) 박스트롤 그림이 태어난 날
1. 20 (수) 두근두근 내인생 사람다움보다 더 사람다운것
1. 23 (토) 슈펍[드 2 소박한 질감위에 꽃핀 한국미-박수근
1. 27 (수) 꾸뻬씨의 행복여행 꺼지지 않은 신화 이중섭
1. 30 (토) 팅커벨(해적요정) 정조와 단원 김홍도
2. 13 (토) 고녀석 맛나겠다 진경문화를 마감한 혜윤 신윤복
2. 17 (수) 쥬라기 월드 실사구시의 시대 추사 김정희
2. 20 (토) 미녀와 야수 팔만대장경
2. 24 (수) 해적 : 바다로간 산적 고려청자 이야기
2. 27 (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아굩 석굴암

농지보전부담금사전납부제도입

굛

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이사장 성세환)은 연말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및 사랑의 복꾸러미(생필품세트)

등 875만원 상당의 성품을 12월 22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황윤호)은 릫사랑의 김장나누기릮 봉

사활동으로 김장김치 100박스(환가 260만원 상당)를 12월1일 기장군

에 기탁했다.

(주)현대물류(대표 이상민)는 릫희망2016나눔캠페인릮 일환으로 일광

면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12월 9일 일광면

에 기탁했다.

바르게살기운동철마면위원회(위원장 송문기)는 철마 옥수수, 찰토

마토를 판매한 수익금 100만원을 저소득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2월

17일 철마면에 전달했다.

레인보우희망재단(이사장 박정태)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온수매트, 찜질기, 족욕기 등 이웃돕기 성품(환가 1천만원)을 12월 16

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소방서 본대여성대(대장 윤정미) 대원 20여명은 12월 12일 대경

기술복지관에서 소외된 계층과 독거어르신을 위해 300포기의 김장을

담궈 전달했다.

기장읍 연화리(신암마을) 해물촌 일동은 12월 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15만원을 기장읍에 전달했다.

㈜ 메가마트 기장점(점장 김영준)은 연말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

기 위해 라면 160박스(환가 180만원상당)를 12월 24일 기장군에 기탁

했다.

백두사 룸비니 봉사단(회장 강병원)은 프리마켓 수익금으로 마련한

백미10kg 60포(환가 120만원상당)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

며 12월 24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동일3차 부녀회(회장 이경애)는 바자회 수익금으로 경로당에 김장

을 해드리고 주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0만8천원을 정관읍에

전달했다.

주식회사 엔에프(산소공급시스템전문기업, 대표 이상곤)는 연말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60박스(70만원상당)를 12월

24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서원유통 탑마트(기장점＆기장서부점＆정관점)는 2015년 행복나

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10kg 100

포, 이불 100개(환가 400만원)를 12월 28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 운영목적 :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

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 운영내용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으로 상담팀

구성, 헌법재판 제도굛절차 등 안내굛상담 및 사건접수

□ 상담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 상담일정 : 부산 지역상담실(매월 셋째 주)

※ 7월 이후는 추후 결정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 부산 지역상담실(888-6696)

□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릫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2016년 1월 2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허가 전까지 납부하도록 변경굛시행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의 보전굛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를 전

용하려는 자에게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부담금

□ 지금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2015년 1월 20일 룗농지법룘이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 납부 대상

확대 및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

를 허용하였으나,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부담금이 일정액 이상

인 경우 개인, 단체 등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

며, 납부방법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현금과 계좌이체방

식에서 신용카드까지 추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2)

극장에서 아쉽게 놓친 가족영화 13편 및 미술에 관한 상식을

높여줄 미술교양 다큐멘터리를 상영합니다.

□ 무료영화상영

○ 기 간 : 2016.1. 6 ~ 1. 31 / 2. 13 ~ 2. 28

▷ 매주 수굛토요일 14:00~

○ 장 소 : 부산시립미술관 지하1층 강당

▷ 13:30분부터 선착순 입장, 좌석 수 160석

○ 상영영화

부산시립미술관 홍보운영팀(740-4261)

보건소소식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

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 1 ~ 6

○ 장 소 :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 대 상 : 관내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

강보험전환자

○ 내 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 및 사

후관리비 지원

※ 대상자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방 법 : 건강증진팀(709-4856, 4807, 4854), 직접방문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우식

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년 연중

○ 대 상 : 기장군 지역주민

○ 방 법 : 보건소 방문

○ 내 용

- 구강보건교육

- 불소용액양치방법지도 및 불소용액배부

○ 문 의 : 건강증진팀(709-4856, 4807)

○ 룗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룘가 개

정 공포(릮15.12.14)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이 완

화 변경되었으니 아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들은 출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하고 계신 해당 읍굛면 자치센터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내용 및 대상

- 지원금(50만원) :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일 이전 30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

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군이어야 함.(당초 산모 1

년 이상 기장군 계속 거주)

- 출산축하물품(미역) : 출산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의 주

민등록이 군이어야 함.(당초 산모

1년 이상 기장군 계속 거주)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출생신고시산후조리비용신청(읍굛면자치센터,출산후60일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서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 지급(보건소)

○ 문 의 : 건강도시팀(709-5373)

■ 특별신고굛조사기간 : 릮15. 12월 ~ 릮16. 2월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

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발굴된 분들께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기장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민

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굩 알려주세요굩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하는 분들에

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찾으시면 기장군

또는 가까운 읍굛면사무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실 곳 : 보건복지콜센터(☏129), 기장군(709-4321~7),

기장읍(709-5142) , 장안읍(709-5177) , 정관읍

(709-5152), 일광면(709-5217), 철마면(709-5274)

복지사각지대일제조사실시
찾아주세요굩알려주세요굩소외된우리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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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남정원)은 12월 11

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민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가족

들이 함께하는 릫2015 가족대축제 기장하모니릮를

개최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2015년 프로그램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의 결실을 선

보이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민들에게는 또 하

나의 가능성을 펼치는 도전의 장의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마련했다.

행사는 전시와 공연으로 구성되었으며 작품

전시와 함께 ▲하이하이굩 태권도굛리코더 시범

▲릫용감한 아이돌릮기타공연 ▲사할린고전무용

▲다문화센터 필리핀댄스 등 총 17개 분야 100

여명 이용자의 결과물로 채워졌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키즈연극반 아동들은 릫개

미와 베짱이릮이야기를 사랑스럽게 연기해 관객

들을 미소 짓게 하였고 키즈벨리의 경우 프로

못지않은 실력으로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복지

관 프로그램 릫하이하이굩 태권도굛리코더 시범릮과

릫용감한 아이돌릮기타공연은 그동안 아동과 청소

년들이 쌓아온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나 감동을

선사했다.

정미숙무용단의 지도로 1년간 운영된 사할린

동포의 난타 및 고전무용은 관객과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잘 적응

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

들의 필리핀댄스와 다문화소개(우즈베키스탄,

중국)는관객들에게 생소한 문화를 알려 친근함

을 전달하여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은 함

께 통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

다.

남정원 관장은 릲개관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을 돕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12월 17일 종강식

을 마지막으로 릫정관실버아카데미릮를 성공적으

로 마쳤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

릫정관실버아카데미릮는 노인복지관 이용에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관읍 거주 노

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관읍 60세 이상의

인구수는 7천740명(릮15년 10월 기준)인데 반

해 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정관읍 노

인복지수요에 비해 그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

이다. 이에 노인복지관은 정관읍사무소 2층 강

당에서 릫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굛정관실버아카데

미릮를 진행했다.

정관실버아카데미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에 대처하는 다양한 교양강좌와 여가, 취미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인구의 자기계발의 기

회를 제공하고 즐거운 노후생활과 건강한 실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관읍 거주 노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15년 누적이용인원 2천160명으로 성공적으

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건강체조, 한국무

용, 기체조, 노래교실 등 노인복지관 인기 프로

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조사 결과 수강자의 대다수가 2016년에도

프로그램을 재수강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관실버아카데미를 수강한 한 수강생은 릲정

관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

게 정관실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

하다릳고 전했다.

2016년 정관실버아카데미는 올해 10월부터

정관읍사무소 2층 강당에서 다시 개강하여 진

행될 예정이며, 정관읍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

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인성함양가족캠프운영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청소년을 포함한 9가족(28명)이 참

가하여 릫청소년 인성함양 가족캠프릮를 가졌다.

문화예절학교는 관내 청소년들이 우리 선조

들의 충효사상을 배우고 놀이문화를 체험함으

로써 올바른 놀이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긍심과 애향

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번 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캠프는 ▲기장 역사와 전통문화배우기

▲민속놀이체험(윷놀이, 굴렁쇠, 투호, 제기차

기) ▲따뜻한 밤(栗)-밤 구워먹기 체험 ▲똑똑

한 천가방(캘리그라피, 에코백 만들기)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만족 이상으로 답변

한 참가자가 91％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코백 만들기와 겨

울철 음식문화와 놀이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릫따뜻한 밤(밤 고구마 구워먹기 체험)릮은 온 가

족이 함께 놀이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 가족 간

친목도모와 올바른 가족문화형성에 도움을 주

었다고 평가했다.

캠프 참가 가족은 릲이번 캠프를 통해 자녀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아주 좋았다릳며, 릲다

양한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하며 서로를 이해

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릳고 말했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2009년 9월 개관하여,

관내굛외 아동굛청소년의 충효예락(忠孝醴酪)인

성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 예절

굛다도굛공예굛국악교육, 방과후아카데미, 특별 캠

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2014

년 연평균 5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기장군

내 대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

고 있다.

노인복지관,정관실버아카데미성황리종료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해

사회복지관,도전과꿈의무대 릫기장하모니릮개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시설대관, 강습, 시설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영)은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굛강화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공단 모바일 홈페이지(http://m.

gijangcmc.or.kr)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통합 모바일 홈

페이지를 구축하여 군민 중심의 서비스 공단을

만들고 운영 활성화와 고객만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정부 3.0서비스를 실천코자 한다.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공단 소개, 운영시설

및 이용안내, 채용정보 등 공단 운영 전반에 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 SNS 바로가

기, 직원 전화 바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외에도 통합 웹예약시스템,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향후 이용시설 예약 모바

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굛도입하는 등 정부 3.0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고객과의 소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박문영 이사장은 릲군민들이 좀 더 쉽게 공단의

정보에 접근하고 공단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공단 통합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했

다릳며 릲앞으로도 항상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공단이 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2009년 7월 기장군 공

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1실 3팀 2관으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2개

소, 복지관 3개소, 체육시설 6개소를 비롯해 재

활용선별장, 공영주차장, 정관신도시 내 공원,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관리까지 기장군내 복

지굛위생굛환경 관련 공공시설물 16개 시설을 총

체적으로 관리굛운영해오고 있다.

공단 운영 시설물의 연간 이용객수는 130만

명(릮15. 10월 말 기준)으로 연말까지 157만 명

을 목표로 매년 이용객수 증가를 통한 공공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4년

과 2015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

가에서 2년 연속 릫우수릮등급을 획득하여 운영 효

율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실

시되는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2014

년 90점, 2015년 85점을 획득하는 등 좋은 실적

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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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모바일 웹 구축으로소통굛개방채널마련해

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통(通) 신규위원모집안내

사회복지관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모집

청소년수련관 릫청소년활동지도릮강사모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안내

□ 센터 이용절차 안내

○ 이용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 이용절차

1) 센터 내방

2) 필수서류 제출(이민자 등재된 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1통, 외국인등록증)

3) 회원등록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명

4) 회원 등록 완료

5) 센터 이용

□ 센터 프로그램 안내

○ 집합 한국어교육 : 정규과정(1단계∼4단계), 심화과정(Topik대비반)

○ 방문교육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

○ 기본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부교육, 요리교실, 운동회, 상담 등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자녀 언어평가, 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서비스사업(중국어) : 일상생활 통번역지원 등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비정기적 운영 형태의 청소년수련활동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청소년수련활동 강사 운영을 위해 릫청소년수련 강사풀릮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모집영역은 천문지도자, 도자기공예 지도자, 수영지도자, 숲해설가 등 청소년들에

게 의미 있고 체험활동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청소년지도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분

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개요

○ 모집분야 : 제한 없음(담당자 협의)

○ 활동기간 : 계약일 ∼ 2016. 12. 31(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연장가능)

○ 활동장소 : 청소년수련관(타 시설 강사 추천 및 파견 교육 가능)

○ 강 사 료 : 릫청소년수련관 강사료 지급 기준릮에 따라 시간단위 강사료 지급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로 지

도 분야 자격소지자,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자, 분야별 전문대학이상 전공자

○ 선발절차 : (1차) 서류 적격 심사, (2차) 면접 후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활동지도(안) 각 1부, 개인정보 수집굛이용 동의서 1부, 주

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사본

※ 제출서류 다운로드 : 공단 홈페이지 https://www.gijangcmc.or.kr

※ 추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됨

○ 지원문의 : 기장군청소년수련관 792-4710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 활동개요

○ 활동기간 : 2016년 2월 ∼ 12월 / 월 2회 실시

○ 대 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15명 내외

○ 장 소 : 기장군청소년수련관(기장군 정관읍 달음산길 106)

○ 내 용 : 운영위원 기획활동 및 정기회의, 시설운영 모니터링, 간담회, 운영위

원회 연합캠프 등

□ 활동혜택

○ 운영위원회 활동 후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시간 부여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발급

○ 기관 내 구비 물품 및 시설이용 지원

○ 활동 우수청소년 표창 추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 1. 4(월) ∼ 1. 15(금)

○ 대 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15명 내외

○ 선발기준 : 청소년 자치활동에 관심이 있고 성실하게 참여 가능한 청소년

○ 신청방법 : 팩스, 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통한 서류 제출 → 서류심사 → 최종 합

격자 발표 ※ 다수의 신청자 발생 시 서류 제출 후 면접심사 실시

□ 접수문의

○ 접수문의 : 담당자 유윤정 ○ 전 화 : 792-4735 / 팩스 : 728-4506

○ E-mail : windy7979@naver.com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장애인활동대상자 모집

○ 자 격 : 만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2급 중증 장애인

○ 내 용 :신체활동도움(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등) / 가사활동도움(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도움(등굛하교 및 출퇴근지원, 외출동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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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관할 읍굛면사무소로 신청(복지관에서 대리신청가능)

□ 장애인활동보조인 모집

○ 자 격 : 활동보조양성교육(신규40시간, 유사20시간)을 이수하고 10시간의

실습을 받은 자

○ 내 용 : 만6세 ∼ 64세까지의 1굛2급 중증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 및 기타

활동의 영역지원

○ 기타문의 : 792-4787 / 담당자 : 사회복지사 이성숙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재가노인

김장지원사업 릫사랑의 김장나누기릮 행사를 12월 9일에 실시했

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장군 관내 재가복지 대상 노인 70여명

에게 김장김치 약 500kg을 제공했다.

공단행사이모저모

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 전 직원 워크숍을

12월 21일에 개최했다. 하반기 직원 표창, 직원 우수제안 발표,

고객친절 우수부서 선정, 2016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발표를 주

요 내용으로 금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공유굛목표

의식 확립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봉사모임 릫다솜누리봉사단릮에서는 2015년

도 연말 지역사회 환경정비 및 2016년도 봉사계획 간담회를 12

월19일에 실시했다. 공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관 좌광천 주

변 환경굛시설물 정비 및 내년도 봉사활동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그 동안 열심히 갈

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릫문화 발표회릮를 12월 23일에 실시했

다. 1년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배운 개별장기자랑, 4학년과

5학년의 콜라보 국악 공연 등으로 발표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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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는 군민대학 작품 약 200여점이 전시돼 그동안 배움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2기 평생학습강좌의 종료를 기념하여

열린 릫기장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릮가 수료생

과 가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

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기장군민대학굛어학당굛인문

대학 총 60개 강좌에서 개설된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습자들과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들이 참여해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자 마련됐다.

기장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

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해 릫사람이 보배로운 평생학습

도시릮를 만들고자 기장군민대학을 비롯해

기장군민어학당, 인문대학, 우리동네 배달

강좌 등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활발히 운

영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 수료식에는 기장군수, 기장군의

원, 부경대 이수용 부총장, 부산외국어대 정

용각 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생활체육회

의 방송 댄스와 우쿨렐레 평생학습동아리

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수료식에서 인문학 글판 창작시 공모전

시상에 정진실 씨, 안채린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제12기 기장군민대학굛어학당, 제

2기 인문대학 수료생을 대표하여 릫환경관리

지도사 1급(자격증 과정)릮 김덕선 씨, 릫실용

영어회화릮 한홍선 씨, 릫영미소설과 영화로

만나는 여성릮구귀순 씨가 수료증을 받았다.

기장군민대학 수기공모에는 릫실용영어회화릮

구자경 씨가 최우수상을 받아 많은 이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수료식에 참석한 부경대 이수용 부총장

은 릲군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은 놀라울 정도다. 기장군민대학이 대한민

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릳라고 말하며 수료

생을 축하했다.

이어 기장인문대학에서는 시골의사 박경

철 원장을 초청해 릫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릮라는 주제로 군민과 함께 우

리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 많은 관심과 호

응을 얻었다.

또한 군청 1층 로비에는 군민대학 수강생

의 수채화, 도자기, 디지털사진, 캘리그라피,

연필 정밀, 화장품, 자연비누 등 약 200여점

이 전시돼 그동안의 배움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수강생의 합동 오카리나굛기타 공연을 끝

으로 축제는 성황리 막을 내렸다.

어느덧 12기 수료생을 배출한 기장군민

대학과 기장군민어학당은 릫평생교육도시 기

장만들기릮의 첨병 역할을 해오고 있다. 수강

생 연령은 주로 5~60대로, 배움을 통해 기

쁨을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

히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자기 경쟁

력을 높이기도 한다.

기장군은 2016년도에 개설할 제13기 기

장군민대학굛어학당, 제3기 기장인문대학,

우리동네 배달강좌 등 평생학습강좌 수강

생을 2월 중에 모집할 예정이다.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주요 요인 중 하나

가 릫평생학습릮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움

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진로교육이해법이다

구자현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장

지금까지 필자는 7회에 걸쳐 진로 칼럼을 기장

군보에 게재해 왔다. 지난 4월말 센터가 개소하기

까지의 준비와 과정,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참여방법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다. 교육의 패러

다임을 바꾸는 데 조그만 역할을 담당하게 된 첫

출발인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개소로 학교 진로교

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보

람이 크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능을 하

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장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센터 꿈너울은 릲청소년이여굩 꿈꾸고 도전하고 성장하라릳란

비전하에 5개영역 총 11개 사업 1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말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사업장 164곳을 체험처로 개발굛확보하

고 있으며, 4개 대학교와 1개 공공기관 3개 기업 및 사업장과 MOU를 체결하

여 군내 중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굛적성과 관심영역에 따라 견학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험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견학과

체험으로 학생들이 만족하고 행복해 할 것을 생각하면 뿌듯한 느낌을 갖게 된

다. 그리고 관내 기업을 비롯한 사업장 즉, 체험처를 제공 해 주신 기관의 대표

님들도 적극 호응해 주시어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2015년 우리센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횟수와 참여 인원 및 만족도를 살펴

보면 초중고 학생 166회 5천375명, 학부모 6회 648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선택체험이 89회 2천319명 94.8％의 만족도, 특화사업 20회 2천425명, 91.2％

의 만족도, 상담 및 교육사업 59회 761명, 각종협의회체 운영이 4회 58명으로

나타났다. 12월에는 군내 중학교 3학년을 위한 릫중3 대상 특설진로캠프릮를 개설

운영 중에 있다. 학사일정과 기존 신청학교와의 중복 등 사정으로 4개교만 참

여하였지만 학생들에겐 진로와 관련한 유용한 활동이라 하겠다.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진로검사와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20명 이내 학생을

4∼5개 소집단으로 나뉘어 10여명의 상담전문가로부터 개별 심층상담을 받고

있다. 나머지 학생들은 기존의 선택체험활동을 한다. 오전 오후로 나뉘어 번갈

아 실시되는 활동 경험이 장차 진로학과나 직업선택에서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해 본다.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보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센터직원의 잦은 교체로

학교와 센터간의 소통상 애로, 더 좋은 강사확보를 통한 질 높은 강의 진행 등

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은 향후 네트워크 협의회를 통해 학

교현장의 의견을 수렴, 새해에는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거듭 날 것이다.

따라서 2016년도 센터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학교현장으로 알려주어

야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진로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확보,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작년에 선택체험 활동에 참여한 초등학교 5, 6학년이 초6, 중1로 진급하여

내년도에 참가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희망별로 받아 수준별로 편성굛운영함으로

써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또한 개인 상담활동 지역을 기장읍 지역으로도 확

대굛운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담의 브랜치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보다

많은 상담자원봉사자와 상담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센

터의 교통 및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2016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현장직업체험에 앞서 학생들을 충분한 사전교육

통해 체험처 제공기관에 피해를 덜 주고 오히려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는 교사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가 뢾진로서포터

즈, 진로코치뢿로 나서는 일이 필수적이다. 릫한 아이가 온전히 자라라면 온 마을

이 함께 나서야 한다릮는 명제를 실감하게 된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에

따른 비용도 부담할 생각을 하여야 더 질 높은 체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직업/학과)에서 학생 각자의 꿈과 미래를 찾

는 것이 진로교육의 핵심이다.

그동안 졸고를 접한 기장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확대를 통한 발전과 더불어 교육과 보육이 잘되는 지역, 민주시민의식면에서

최고의 군민이 되길 기대해 본다.

배우는기쁨함께하는평생학습
군민대학굛어학당굛인문대학 1039명 수료

동의대학교 부설 온전한 소통 연구소

(소장 김일철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12월

19일 대변초등학교 뒤에 위치한 하가빈 커

피숍에서 릫스토리두잉 랠리릮라는 이름하에

세 번째 인문학과 예술 등이 어우러진 문

화 행사를 펼쳤다. 2014년 이후 미래창조

과학부가 후원하는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한 행사는 창조경제 활성화

를 위한 대 국민 창의 계몽 운동으로 세미

나와 좌담회 등 다양하게 운영됐다.

특히 올해는 기장학 연구회(회장 황구)

와 공동으로 기장을 중심으로 한 세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한의학

과 양의학 의사의 대담에 의한 릫창조 생태

계 어떻게 장수 할 것인가?릮라는 주제의 토

크쇼가 펼쳐졌다. 또한 대금과 단소 그리고

플루트 등 동서양 악기에 의한 공연도 마

련돼 참석한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동의대학교 부설 아트페어융합예술 연구

소(소장 김형률 미술학과 교수)는 지난 12

월 16일 대변항 커피공장 릫하가빈릮에서 <타

블라 라사의 힐링 콘서트 - 마음으로 보는

공간을 열다>라는 기치 하에 감성테마강연

을 펼쳤다. 문화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를 선

사하고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술과 인

문학의 특별한 만남이 돋보였다.

먼저 동의대학교 교양교육원의 안장혁

교수는 릫행복한 삶, 배려하는 삶릮이라는 주

제로 우리시대의 진정한 웰빙 문화와 배려

의 가치가 무엇인지 환기시켜주었다.

동의대학교 미술학과 김형률 교수는 릫자

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사색의 시간이

란릮 주제로 중국의 산수화가 품고 있는 원

초적 자연관과 힐링 에너지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기장에서펼치는인문학잔치
제3회 스토리두잉랠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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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룗카드플러스룘 프리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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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릫희망 2016 나눔캠페인릮성금모금동참
릲나의기부, 가장착한선물릳

2016년 군민정보화교육세부일정

연번 월 과정명 기간 시간 요일 일수 인원 비고

1

2

컴퓨터기초(기초) 2.1-2.17 10:00~12:00 월~금 10 25

2 ITQ엑셀(초급) 2.15-2.26 14:00~16:00 월~금 10 25

3 스마트폰활용(기초) 2.22-2.26 10:00~12:00 월~금 5 25

4

3

사진꾸미기+미니홈페

이지제작(초급)
3.7-3.18 10:00~12:00 월~금 10 25

5 ITQ엑셀(중,고급) 3.7-4.1 14:00~16:00 월~금 20 25
시험

4.9

6 인터넷활용(기초) 3.21-3.25 10:00~12:00 월~금 5 25

7

4

스마트폰활용(기초) 4.4-4.8 10:00~12:00 월~금 5 25

8 ITQ이지포토(초급) 4.11-4.22 14:00~16:00 월~금 9 25

9 한글(초급) 4.18-4.29 10:00~12:00 월~금 10 25

10

5

ITQ이지포토

(중,고급)
5.2-5.27 14:00~16:00 월~금 19 25

시험

5.28

11 컴퓨터기초(기초) 5.9-5.20 10:00~12:00 월~금 10 25

12 인터넷활용(기초) 5.23-5.27 10:00~12:00 월~금 5 25

13

6

스마트폰활용(기초) 5.30-6.3 10:00~12:00 월~금 5 25

14 ITQ한글 (초급) 5.30-6.3 14:00~16:00 월~금 5 25

15 ITQ한글(중,고급) 6.7-7.1 14:00~16:00 월~금 19 25
시험

7.9

16
사진꾸미기+미니홈페

이지제작(초급)
6.13-6.24 10:00~12:00 월~금 10 25

17
7

파워포인트(초급) 7.4-7.15 10:00~12:00 월~금 10 25

18 ITQ파워포인트(초급) 7.25-8.5 14:00~16:00 월~금 10 25

19

8

스마트폰활용(기초) 8.8-8.12 10:00~12:00 월~금 5 25

20
ITQ파워포인트

(중,고급)
8.8-8.29 14:00~16:00 월~금 15 25

시험

9.10

21 컴퓨터기초(기초) 8.22-9.2 10:00~12:00 월~금 10 25

22
9

인터넷활용(기초) 9.5-9.9 10:00~12:00 월~금 5 25

23 엑셀 (초급) 9.19-9.30 10:00~12:00 월~금 10 25

24

10

스마트폰활용(기초) 10.10-10.14 10:00~12:00 월~금 5 25

25 ITQ엑셀(중,고급) 10.10-11.4 14:00~16:00 월~금 20 25
시험

11.12

26 파워포인트(초급) 10.17-10.28 10:00~12:00 월~금 10 25

27

11

컴퓨터기초(기초) 10.31-11.11 10:00~12:00 월~금 10 25

28
ITQ파워포인트

(중,고급)
11.7-11.25 14:00~16:00 월~금 15 25

시험

12.10

29
사진꾸미기+미니홈페

이지제작(초급)
11.14-11.25 10:00~12:00 월~금 10 25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과(709-4306)

위로와치유의감성무대
힐링콘서트를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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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제211회 임시회 개회

중앙정부및부산광역시에

해수담수화주민투표실시촉구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2015년 12월

18일 군수 및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

석한 가운데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해

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

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결의안은 최근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강행에 따른 일부 주

민들의 반발 및 해수담수화 수돗물에 대한 안

전성 논란, 찬반 주민들간 혼란과 갈등이 심

화됨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차원에

서 군민의 불안감 불식, 민민 갈등 해소를 위

하여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를 주민 투

표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투

표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여부 주민투표 실

시 촉구 결의안 최종 확정 후 권상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11회 임시회의 모

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해수담수화수돗물공급여부

주민투표실시촉구결의안

1.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

성 없는 일방적인 수돗물 공급은 군민

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

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

력히 요구한다.

2. 정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

의 정당한 권한인 행복추구권과 건강

권에 기초한 지역민의 물 선택권을

존중하라.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건강과 안전성을 위하여 공급찬

반의 문제는 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민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

자발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

하라.

3. 기장군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

본부)가 강행하려는 해수담수화 공급

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함을 정부와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적극

적으로 천명하고, 주민의 자발적 선택

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라.

4. 부산시(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현

재 진행 중인 릲해수 담수화 사업릳을 추

진함에 있어서 두산과 관련된 협약이

나 약속이행에 대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라.

2015년 12월 18일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장 외 6명

존경하는 15만 군민 여러분. 희망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군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

과 행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

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우리군 의회에 보내주신 과분하고 넘

치는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군에 있어 지난 을미년은 복군20주년의 기념비적인 한 해였음은

물론 우리 군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상반기에는 2014년 8.25 호우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이 유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위기에 빠트렸지만, 우

리 군민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

초의 원전폐쇄 결정인 고리1호기 폐쇄를 이끌어낸 것 역시 군민들의 하

나된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군 초기

부산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과거를 넘어 2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

으로 인구 15만 돌파, 정관면의 읍(邑) 승격이라는 경사가 있었음은 물

론, 우리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회의원 단독선거구 쟁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을미년이 복군20년 우리군의 성과를 확인하고 대외에 알리는 해였다

면, 다가오는 병신년은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20년 전 복군이라는 행정적 독립에 이어 이제 단독선거구라는

정치적 독립 아래 처음 치러지는 총선에서 진정으로 지역의 민의를 대변

하고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

리군의 가장 큰 이슈이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군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의회 역시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7대 기장군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군민 여러분이 맡겨주신 신성한 책무를 다하는 과

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이제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그동안의 미

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더 내실 있고 더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사는 도시, 행복한

기장을 건설한다는 큰 목표 아래 15만여 군민의 뜨거운 성원을 반석삼아

강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외풍(外風)에 흔들리지

않고, 분권화와 특성화를 이루어내는 모범적인 지방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개원 당시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룗소

통하는 의회룘, 룗정책의회룘, 룗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의회룘, 그리

고 룗지역안정과 군민통합룘이라는 목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굩

우리의 가슴 속에는 기장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뜨겁게 고동치고 있습

니다. 우리의 역량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장을 만들

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책임 있게 해나갑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

러분이 주신 권능과 책무를 가슴에 새기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차근차

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2016. 1. 1.

기장군의회 의장 김정우

지역안정과

군민통합위해

2016년 1월 4일(월요일) 제 239호

기장군의회(의장 김정우)는 2015년 11월

20일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

데 18일간의 회기로 제210회 정례회 본회의

를 개회했다.

이번 210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2016년도 본예산

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직결

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각종 동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

했다.

11월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4천861

억848만3천원 규모의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4일까지는 2016년도

본예산을 심사, 2016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

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9％가 증가한 4천

674억2천738만2천원(일반회계 3천809억4천

504만4천원, 특별회계 864억8천233만8천원)

이다.

기장군의회는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예산

편성 관련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하여

총 107건, 191억4천72만9천원의 예산을 삭감

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

안 및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확정하며 18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기장군의회제210회 정례회 개회

추가경정예산안및조례안처리
의원 5분 자유발언

해수담수화문제군민의지혜모아야

권상섭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또한 무척이나 어려운 가운데, 엎친 데 덮

친 격으로 찾아온 한파가 우리의 몸을 더

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룙해수 담

수화 수돗물 공급룚이라는 반갑지 않는 불

청객이 기장을 찾아와 우리 모두의 가슴

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청객으로 인하여 우리

군민을 둘로 쪼개어 놓은 부산시(상수도

사업본부)의 먼 산 불구경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처사 또한

무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정부기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둘의 마음을 함께 보듬어 주는 것

이 도리이건만, 40년 전부터 경제발전을

구실로 삼아 우리 주민이 무엇이 옳고 그

른 것 인지 분간을 못하는 틈을 타서 원자

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의 가슴에 상

처를 남겨놓더니, 그 상처가 이제 조금씩

추스러지는가 싶었는데, 해수담수화 공급

이라는 불청객이 또다시 찾아와 기장군민

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군민의 가슴을 양

갈래로 찢어놓은 처사에 본의원은 너무나

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의원은 찬성과 반

대로 갈라진 군민

들 모두에게, 또한

부산시(상수도사

업본부)에게 제안

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첫째, 현재 해수

담수화 수돗물 취

수원은 가까운 표

층수로 하는 것을 멀리 심층수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해수담수화 수돗물이 안전하다

면, 기장군민에게만 먼저 공급하지 말고

부산시민 전체에 공급되도록 조치하기 바

랍니다.

셋째, 확실한 증거 없이 기장 앞바다에

방사능이 있다는 등의 예민한 용어를 함

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권상섭은 찬성과 반대로 나누

어진 군민의 마음이 모아지도록 지혜롭게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의 고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여러

분 모두 매서운 추위에 몸조심하시고 건

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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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그 맑음에물들어가다

한시 사랑이야기

오석환 평설/한가람서원

서실을 막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씨를 쓰는 서우(書友) 몇

명이 모여 한문을 공부한 적이 있

었다.

명심보감이나 소학에서 경서에

이르기까지 뒷자리를 차지하고 앉

아 시간을 보냈지만 공부에 뜻이 없

었던지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용은

별로 없다. 아마도 글씨를 쓰는 것

이 직업이었던지라 그 분위기에만

빠졌던 것 같다. 감히 어깨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자리를 했던

분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한학을 지

도하는 분도 계시고 평생을 한학의

한길을 걷는 분들도 계시다. 부질없

는 생각이지만 그 때 공부에 매진하

지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늘 후

회스럽다.

금정산 자락에 기거하셨던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 댁에서 강독을 할

때다. 맹자를 읽었는데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읽고 뜻을 새기면 선생님께

서 다시 짚어 속뜻을 새겨주시곤 했

었다. 방문과 창문이 차지하는 공간

을 빼고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고서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어 그 곳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글 잘하는 선비가 되어있

었다. 우리가 보던 책은 대개가 영

인본이거나 활자본이고 선생님 서

안에 놓인 책은 그야말로 고색창연

한 목판본이었다. 게다가 그 책들의

이곳저곳에 메모되어 있는 작은 글

씨들은 모두가 작은 붓으로 쓴 것들

이었다.

실제로도 평소에 서안에는 오묵

(烏墨)과 주묵(朱墨)이 담긴 작은

벼루가 놓여 있고 곁에는 세필 두

자루가 항상 함께 했었다. 돋보기

너머로 움직이던 세필의 움직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다. 생

각해보면 언감생심 말석에도 끼일

수 없었던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귀한 경험이 되

었다.

요일을 바꿔서는 시내 번화가 빌

딩 속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학(詩

學)을 공부했다. 물론 이 과목도 내

게는 능력 밖의 일이었다. 매주 칠

언절구 한 편씩을 지어가야 했는데

얼마나 큰 부담으로 와 닿았겠는가.

오죽했으면 릲이 내 마음을 누가 알

아주랴(誰能知道我心情)릳라는 글을

시에 넣었을까. 한 구절씩 짚어가면

서 첨삭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릲詩는 意也라릳 하시며

격려해 주시던 것이 지금도 새롭다.

벌써 30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명

심보감 한 구절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니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실용화 되면

서 SNS가 보편화 되었다. 그 가운

데 하나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 있

다. 동서로 보아서 반대편에 살고

있는 분인데 올리는 글을 실시간으

로 보고 소통을 하니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한문학과 문학을 전공하며 한시와

경서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강의하

는 분이다. 어느 SNS에 매 주 두세

편의 시를 올리고 재미있는 풀이를

곁들였는데 이 번에 단행본으로 묶

어 세상에 내놓았다.

제목이 릫사랑이야기릮이니 만큼 주

로 사랑과 그리움, 기다림을 소제로

한 시들이다. 그 위에 고금에 전해

내려오는 명시들을 함께 실었다. 의

례 한시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다

고 여기기 쉽다. 대구(對句)니 압운

(押韻)이니 해서 형식에서 풀이까

지 그 감상이 만만찮게 어려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는 시 가운데 나오는 단어 설명에서

부터 전체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주

어 마치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한

편씩을 듣는 듯하다.

가인막문낭연세 오십년전이십삼

(佳人莫問郞年歲 五十年前二十三)

릫아리따운 낭자여 나이는 묻지 마시

게 오십년 전에는 스물 셋이었다

네.릮 룗신위 증변승애(申緯 贈卞僧

愛) 중에서룘 나이가 이만하니 건드

리지 말라는 것인지, 아직도 오십년

전 그 마음이니 나이에 괘념치 말라

는 말인지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

도 멋지다. 그렇다, 시는 뜻이다.

박태만 서예가

2015 EDEN MASTERS 대회를 통해 더욱 성장해

백정민 양이 EDENMASTERS 대회 수상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계여자스누커협회에서 주관한 2015

EDEN MASTERS(21세 이하) 챔피언십에

서 한국인 최초로 박정민 학생(신정고)이 우

승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10개국 이상에서 참여하며 시니어와 주니

어를 총 망라한 이번 경기는 스누커 종목의

성지인 영국에서 열렸다.

일반인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스

누커라는 경기는 당구 종목 중 하나다. 흔히

한국에서 즐기는 4구, 3구를 캐롬이라 하고

김가영, 차유람 등 유명세를 떨치는 선수들

이 플레이하는 것은 9구, 10구로 포켓이라고

한다.

현재 스누커는 유럽에서 동경 올림픽에 정

식종목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붉은공

15개, 다양한 색의 공6개, 수구 흰색 공을 이

용해서 테이블에서 하는 당구 경기로 붉은

공과 여러 색상의 공을 번갈아 포켓에 넣으

면 득점하는 방식이다.

박정민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캐롬

과 포켓볼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스

누커로 종목을 바꾸게 되면서 다른 경기와

다르게 많은 볼을 다양한 스토리로 풀어가는

매력에 빠졌다.

하지만 부산에는 스누커 테이블이 없다보

니 포켓볼 테이블에서 연습을 했고 실제 경

기와 많은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박정민 양은 릲아버지가 부산시 당구연맹의

스누커 테이블 지원을 요청했어요. 설치장소

만 있으면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군 체육회

및 주변 시설, 학교 등등을 찾아다녀도 설치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지요릳라며 안타깝다

고 말했다.

현재는 아일랜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현재 아일랜드 Dublin Mount Sack-

ville Secandary School에서 1년간 유학 중

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운동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연습 시간이 부족한 점, 경기력 향

상을 위해 여러 지역 경기를 찾아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릲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면서 기술을 배

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여러

대회를 거치면서 기술적인 보완연습을 해온

것과 옆에서 늘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힘

을 낼 수 있었어요릳라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박정민 양의 장래희망은 프로스누커 선수

와 영어선생님이다. 두 가지 꿈을 이루기 위

해 아일랜드의 초등학교에서 교생실습과 봉

사활동을 하고 스누커 대회에도 적극 참여하

는 등 노력하고 있다. 박정민 양은 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스누커는 남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이며 기장에도 널리 알려져 한

국 스누커의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정고박정민학생, 스누커챔피언십한국인최초로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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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 릮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 이충호(하늘아래)

성장하는 10대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꿈

을 위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야하는지를 가슴으로 고민하고 있을까? 입시준

비에 바쁜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저자는 미래의 꿈과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와 도전으로 그 꿈을 이룬 사람

들의 스토리를 모아 청소년들이 롤 모델로 삼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다.

박철범의 방학공부법 - 박철범(다산에듀)

학생들에게 방학은 양날의 검과도 같다. 학기 중과는 달리 진도와

시험 스케줄에서 벗어나 좀 더 수월하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집중해 스스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 늘어난 시간만큼 더 나태해

질 위험도 있다. 이 책은 방학을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시간관

리와 공부, 두 측면에서 학생들이 꼭 실천해야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

으로 담았다. 이 방법들은 모두 저자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직접 경험

해 그 성과를 증명한 것들이다.

이번만큼은 달라진 방학을 보내고자 하는 학생들, 다음 학기에 달라

진 성적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학공부법은

새로운 출발점이자 실천 가능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 - 애나김(평단)

흔히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보다 더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릫감사릮라고 한다. 이것은 릫감사파

워릮에 대한 다양한 논문과 과학적 실험 등을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 릫감

사효과릮에 대한 입증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책은 저자 애나 김이 16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일어난 기적과

도 같은 체험 사례를 통해 감사파워의 위대함을 알리고, 그로 인해 경

험한 많은 행복한 일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펴낸

책이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 사사키후미오(비즈니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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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애플에서 쫓겨났던 잡스가 복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케케묵은 서

류와 오래된 장비를 모두 없애는 일이었다. 불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덜어낼수록 나다운 삶,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는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스스로 묻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어졌다.

릫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릮, 릫이런 집에 살아야 해릮 같은 생각으로

불필요하게 소비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자연스

럽게 마음이 편해지며 자신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한 줄어

들었다.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 - 박완서(한길사)

먹는 얘기로 떠들썩한 세상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먹는 것도 아니다.

음식은 있어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허

기를 채우지는 못한다. 이 배고픔을 달래고자 사람 얘기를 모았다. 음

식에 추억을 버무려 먹는 사람들. 그래서 강된장과 호박잎, 고구마 릫따

위릮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다. 그 아련한 맛, 그 음식과 함께한

그리운 사람. 릫그런릮 사람들의 릫그런릮 음식과 릫그런릮 얘기에는 힘이 있다.

배고픈 독자들의 허기와 마음을 채워주는 힘 말이다.

지금 이 순간 - 기욤 뮈소(밝은세상)

《지금 이 순간》은 기욤 뮈소가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시도를 통

해 지금까지와는 크게 달라진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다. 퍼즐조각이 하

나씩 맞춰질 때마다 곧바로 새로운 수수께끼가 등장하기 때문에 잠시

도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기욤

뮈소가 왜 반전의 대가로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제3회 릫기장역사문화골든벨릮 개최

릫기장역사문화골든벨릮참가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역사로골든벨울리고자긍심높인다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정관박물관 대강

당에서 우리 고장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릫기

장 역사문화 골든벨대회릮가 열렸다.

기장역사문화연구회에서 주관하고 기장군

문화관광과, 한수원(주) 고리원자력본부, 정

관박물관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했다.

2011년부터 청소년 및 일반 군민을 대상으

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연구하는 기장역

사문화연구회 회장 홍순미 씨는 릲어릴 때부

터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향토애를 심어 놓

지 않는다면 후에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구요.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어떤 역

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배워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해요릳라

며 대회 취지를 알렸다.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 대회

에는 학생 1명을 필수 포함한 팀들이 참여해

기장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뽐냈다.

올해는 특히 골든벨 행사를 부모와 함께 팀

을 구성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대회는 귀여운 우쿨렐레 연주로 시작됐다.

기장8경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개사한 노래

로 아이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본격적인 문제

에 앞서 몸풀기를 했다.

저마다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적을 칸을 제

외한 곳을 꾸미는 등 한껏 들뜬 모습으로 정

답을 맞추고자하는 의지를 보여줬다.

첫 번째로 기장8경 중 하나이며 소설가 오

영수의 원작인 영화 릫갯마을릮의 촬영지로 유

명한 곳을 맞히는 문제가 출제됐다. 참가한

팀 모두 자신 있게 정답을 써내려가며 시원

하게 출발했다.

그 외에도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 쿠로

다가 축성한 것으로 부산시 지정기념물 제

48호로 지정된 죽성리 왜성, 박영준 독립투

사 기념비와 척화비가 있는 곳의 위치, 1919

년 4월 8일 만세운동을 재현한 벽화가 그려

진 장소 등 기장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

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참가자들은 쉬운 문제가 나올 때는 자신감

넘치게 적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탄식과

함께 패자부활전을 외쳤다.

1번의 패자부활전을 거치고 골든벨 문제

를 풀 최후의 한 팀이 남을 때까지 대강당 안

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푸는 열기로 후끈

거렸다.

마지막 문제는 충렬사 위패 속 기장출신은

총 몇 명인지를 맞추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골든벨을 울리지는 못했지만 1

위는 송준혁(죽성초, 4학년)팀이 차지해 기

장군수상과 상금으로 20만원 상당의 선물과

함께 박수를 받았다.

송준혁 군은 릲평소 역사에 대해 흥미가 많

아요. 여러 책들을 통해 주로 역사공부를 하

고 있고요, 1등을 해서 너무 기뻐요. 내년에

도 또 참가할 생각이에요릳 라고 야무지게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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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I want to be a car designer in the fu-

ture. ②This is because I love car. ③There

are many type of car for example Sedan,

Coupe, Wagon, SUV, Truck etc. ④If I be-

come a car designer someday, I will de-

sign a car which is attractive all of the

people. ⑤So I have to study hard to

achieve my dream come true. ⑥I think I

need creativity to design a new car, and

several knowledgeabout car. ⑦I will over-

comedifficult situation with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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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o be a car designer in the future.

이것으로도 좋은 문장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Mydream is to become a car designer.

②This is because I love car.

역시 고칠 필요가 없는 문장이다.

③There are many type of car for example

Sedan, Coupe,Wagon, SUV, Truck etc.

There are many types of car, for example,

sedan, coupe, wagon, SUV, truck, and a lot

more.

릫예를 들어릮라고 할 때 for example 앞 뒤로

쉼표를 넣자. 차량 형식을 대문자로 할 필요가

없다. etc. 같은 어려운 표현 보다는 a lot more

를 추천한다.

④If I become a car designer someday, I will

design a car which is attractive all of the

people.

If I become a car designer someday, I hope

to design a car which is attractive to every-

one.

내가 언젠가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면 모두

에게 매력적인 차를 디자인하고 싶다라는 뜻

이므로 will 보다는 hope to를 쓰자. attract-

ive다음에는 to를 넣어서 누구에게 매력적인

지를 밝혔다.

⑤So I have to study hard to achieve my

dream come true.

So I have to study hard to make my dream

come true.

dreams come true는 릫꿈이 이루어진다릮라는

뜻이다. achieve를 쓰려면 뒤의 come true를

쓰지 말아야 한다.

⑥I think I need creativity to design a new

car, and several knowledge about car.

I think I need to be creative to design cars

and have a deep knowledge about car.

자동차디자이너가되려면창의력(creative)이

높아야 하겠다. knowledge는 불가산명사로서

several과 결합할 수 없다. 대신 깊은 이해력(a

deepknowledge about)이란말로바꾸어봤다.

⑦I will overcome difficult situation with

passion.

I know it is not an easy goal but I will try

my best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become

one.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고 해서 글쓴이는

overcome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했는데 그

보다는 일반적인 표현(goal)으로 바꿔 보았다.

become one에서 one은 부정대명사로 a car

designer를 뜻한다.

○ 드론 → 무인기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모양의 무인 항공기

(예) 신문, 방송업계에서도 무인기를 스포츠 중계부터 재해 현장

촬영, 탐사보도까지 드론을 활발히 쓰고 있다.

○ 리얼 버라이어티 → 생생예능

짜인 각본대로만 하지 않고 출연자들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대사나 행동이 진행되는 연예 오락 프로그

램의 한 장르.

(예) 연예인들의 생생한 감정과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생생

예능이 인기를 끌고 있다.

○ 리콜 → 결함보상제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여 보상해 주는 소비자 보호 행

위나 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예) 지난 9월~10월 결함보상제 문의로 가득했던 폭스바겐 전시

장은 대폭적인 할인으로 인해 차량 구매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굛 2016년 1월 4일(월요일) 제 239호

강좌명
운 영

교육내용
대상 기간 및 시간 준비물[재료비]

오감만족
리딩쿡

유아6~7세
20명

2016.1.5~1.26
(매주 화)
14:00~16:00

필기구
요리놀이와 함께
하는 독서체험

탈무드
창의놀이 수학

초등1~2학년
20명

2016.1.6~1.27
(매주 수)
14:00~16:00

필기구, 색연필,
싸인펜, 풀, 가위

[교구대여비 10,000원]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학을

배우는 활동수학

자신만만
글쓰기

초등3~4학년
20명

2016.1.8~1.29
(매주 금)
13:00~15:00

줄공책, 필기구,
색연필, 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쓸 수
있는 글쓰기

사회교과서로
떠나는
NIE여행

초등5~6학년
20명

2016.1.8~1.29
(매주 금)
16:00~18:00

필기구
[교재비 5000원]

신문활용교육을
통한 교과서에
대한 이해 및
탐구능력 향상

뭐든지 척척,
꿈을 찍어내는
3D 프린팅

초등4~6학년
20명

2016.1.19~1.22
(셋째주 화~금)

10:00~13:00

노트북
(지참 가능 시)

[교재비 10,000원]

미래 창조기술인
3D 프린팅의

기초이론과 실습

요일
시간

화(1/12) 수(1/13) 목(1/14) 금(1/15)

첫째시간
09:30-10:30

개교식도서관
미션놀이

선조들의 독서
-정약용
(고정택)

빛그림
독후활동

독서퀴즈
대마왕

둘째시간
10:30-11:30

북아트를 통한
팝업북 만들기

(이선미)

키즈파워
스피치
(이은정)

따뜻한 책세상
세계문화로
소곤소곤Ⅰ
(조윤솔)

따뜻한 책세상
세계문화로
소곤소곤Ⅱ
(조윤솔)

셋째시간
11:30-12:30
넷째시간
12:30-13:00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수료식

준비물 필기도구, 싸인펜필기도구, 싸인펜필기도구, 싸인펜필기도구, 싸인펜

일 자 제 목
1월 2일(토) 열두 띠 이야기
1월 9일(토) 날마다 말썽
1월 16일(토) 눈 오는 날
1월 23일(토) 장갑 나무
1월 30일(토) 떡보 먹보 호랑이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월2일(토) 카(CAR) 121분

1월3일(일) 사랑에 대한 모든 것 123분

1월9일(토) 스펀지밥 92분

1월10일(일) 위험한 상견례2 119분

1월16일(토) 일곱난쟁이 90분

1월17일(일) 위플래쉬 106분

1월23일(토) 피노키오의 모험 96분

1월24일(일) 조선명탐정:사라진 놉의 딸 125분

1월30일(토) 꼬마잠수함 올리2 72분

1월31일(일) 언브로큰 137분

강좌명
운 영

장소 교육내용
모집
인원기 간 시 간 모집대상

명화와 만나는
우리나라
인물 열전

1. 6 ~ 1. 27
(4차시)

매주 수요일
14:00-16:00

초등
3-4학년

봄

인물과 작품으로
배우는 조선시대
와 근대한국사

(교재비:5,000원)

20명

생각을 키우는
글쓰기

1. 8 ~ 1. 29
(4차시)

매주 금요일
10:00-12:00

초등
1-2학년

봄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
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20명

신문과
함께하는 세계

지리 여행

1. 8 ~ 1. 29
(4차시)

매주 금요일
10:00-12:00

초등
5-6학년

가을

지리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NIE를 활용한
탐구능력 향상

(교재비:5,000원)

20명

팝업북으로
익히는

세계 문화

1. 8 ~ 1. 29
(4차시)

매주 금요일
14:00-16:00

초등
3-4학년

봄

세계 각국의 문화
를 익히는 다양한
팝업북 만들기

체험학습
(교재비:20,000원)

20명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2월31일(목) ~ 1월 1일(금)
곰돌이 푸 : 즐거운 크리스마스굩

신나는 새해굩
64분

1월 2일(토) ~ 1월 3일(일) 쿵푸 팬더2 90분

1월 4일(월) ~ 1월 6일(수) 피노키오의 모험 97분

1월 7일(목) ~ 1월 8일(금) 몬스터 vs 에어리언(3D) 94분

1월 9일(토) ~ 1월10일(일) 고 녀석 맛나겠다굩 89분

1월11일(월) ~ 1월13일(수) 메리다와 마법의 숲 102분

1월14일(목) ~ 1월15일(금) 가필드 80분

1월16일(토) ~ 1월17일(일) 토이스토리3(3D) 102분

1월18일(월) ~ 1월20일(수) 테드 : 황금도시 파이티티를 찾아서 91분

1월21일(목) ~ 1월22일(금) 이웃집 토토로 87분

1월23일(토) ~ 1월24일(일) 도라에몽 극장판 : 진구의 인어 대해전 89분

1월25일(월) ~ 1월27일(수) 메가마인드(3D) 95분

1월28일(목) ~ 1월29일(금)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90분

1월30일(토) ~ 1월31일(일) 라푼젤 100분

요일
시간

화(01/12) 수(01/13) 목(01/14) 금(01/15)

09:30-10:30 오리엔테이션 책읽기 책읽기 책읽기

10:30-11:20
도서관 이용법
세계의 도서관

빛그림
옛이야기 극장

장서인 만들기

11:30-12:20

세계의 미술관
명화 커버

바인더 만들기
(북아트)

세계 음식 문화
축제동화책 마
들렌카와 떠나
는 세계문화체

험

세계여행 체험
영어그림책과

떠나는
세계여행

한국민속문화
조선의 천재들

12:30-13:00 독서록 쓰기 독서록 쓰기 독서록 쓰기
수료식

독서록 쓰기

준비물
필기도구, 가위,

풀, 색연필,사인펜
재료비 3000원

필기도구,
색연필, 사인펜

필기도구,
조각도

필기도구

1. 겨울방학특강안내

- 기간 : 2016. 1. 5(화) ~ 1. 29(금)

- 대상 : 관내 유아 6 ~ 7세, 초등학생 1 ~ 6학년

- 접수 : 2015. 12. 22(화) 10:00 ~ 선착순 마감시

▶기장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gijang.go.kr/)→평

생교육→온라인 수강신청

- 장소 : 기장도서관 어린이자료실 3층 평생교육실

- 문의처 : 기장도서관 어린이자료실(709-5321)

2. 겨울독서교실안내

- 기간 : 2016. 1. 12(화) ~ 1. 15(금), 초등학생(3학년 25명)

- 접수 : 2015. 12. 29(화) 10:00 ~ 선착순 마감시

- 장소 : 기장도서관 어린이자료실 1층 독서사랑방,

3층 평생교육실

- 수 강 료 : 무료 (재료비는 개인 부담)

- 문 의 처 : 기장도서관 어린이자료실(709-5321)

3. 그림책읽어주기안내

- 일시 :매주 토요일 11:00 ~ 12:00(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사랑방)

4. 주말가족극장

- 상영장소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14:00(1회 상영)

1. 겨울방학특강안내

- 기간 : 2016. 1. 6(수) ~ 1. 29(금)/초등학생 1 ~ 6학년

- 접수 : 2015. 12. 22(화) 10:00 ~ 선착순 마감시

▶정관도서관 홈페이지(http://jglib.gijang.go.kr)→평생교

육→온라인 수강신청

- 장소 : 정관도서관 2층 봄, 가을 강의실

- 문의처 : 정관도서관 어린이자료실(709-3916)

2. 겨울독서교실안내

- 기간 : 2016. 1. 12(화) ~ 1. 15(금), 초등학생(3, 4학년 24명)

- 접수 : 2015. 12. 23(수) 10:00 ~ 선착순 마감시

- 장소 : 정관도서관 2층 여름 강의실

- 수강료 : 무료 (재료비는 개인 부담)

- 문의처 : 정관도서관 어린이자료실(709-3916)

3. 어린이영화상영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 11:00/14:00/17:00 (3회 상영)

도서관 1월행사안내

릫 릮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사진은 바로 음식과 관련된 사

진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잡지에서나 볼 수

있을 음식사진이 올라오면 실시간으로 댓글

이 줄줄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이처럼 음식에 멋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음식 자체를 포함해 그릇

굛소품굛테이블 등 음식과 관련한 소품이나 공

간을 활용해 멋진 연출을 해내지요. 이들은

요리의 특징을 고려해 음식을 예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내고 함께 차려낸 음식이 전

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지 살핍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주된 활동 분야 중 하

나는 방송입니다. 영화굛드라마굛광고에 쓰이

는 음식 소품을 기획하고 등장 화면의 전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짧은 순간 소비자

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 촬영에서

푸드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집

니다.

조금이라도 더 릫맛깔스러운릮 장면을 연출하

기 위해 핀셋으로 음식에 통깨를 하나하나

릫심어릮 넣는가 하면, 즉석 조리밥에 윤기를 더

하기 위해 면봉을 이용해 밥알마다 베이비오

일을 바르기도 했다는군요굩 이밖에 잡지나

요리책 등에 실릴 요리장면이나 음식사진을

촬영할 때도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음

식이 카메라 앞에서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도

록 연출하기도 하지요.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조리 능력과 디자인

감각을 두루 갖춰야 합니다. 또 다양한 음식

에 대한 지식과 색채감각, 창의력, 공간 연출

력도 요구됩니다. 방송활동을 할 때는 촬영기

사굛프로듀서굛방송작가굛출판기획자 등 수많

은 사람과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는 만큼 원

만한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능력도 필요

하죠.

관련 전공으로는 미술학굛식품영양학굛외식

경영학 등이 꼽히고, 최근엔 전문대학을 중심

으로 푸드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는 학과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련 학교나 학

과를 졸업해야만 이 분야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설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

정을 이수할 수도 있어요. 조리굛색채굛화훼장

식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업무

에 도움이 된답니다.

한편, 업무의 특성상 오랜 기간 경력을 쌓

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의뢰가 많이

가는 편이고, 방송 등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

미지와는 달리 재료 준비에서부터 촬영 직후

음식 처리와 설거지 등 체력적으로 힘든 일

도 많다는 점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랑(한국고용정보원직업연구센터전임연구원)

달산벌축구전사들, 전국무대에서훨훨날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축구종목전국 3위

지난 9월말 을숙도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교

육감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둔 달산초등학

교(교장 지복수, 이하 달산초) 축구동아리가

부산시 대표로 출전한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

회 축구종목에서 3위를 차지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라

남도 강진군 종합운동장에서 전야제를 시작으

로 나흘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여든 초중고 대표선수

들과 가족 등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박문성

SBS축구해설위원이 진행을 맡고, 슈틸리케 월

드컵대표팀감독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예선리그 첫 경기부터 홈팀인 순천 봉화초

축구부와 맞붙어 3대 1 역전승을 거두며 승승

장구했다. 아쉽게도 수중전으로 치러진 준결

승에서 경북 대표팀인 김천 부곡초에 0대2로

패했지만 달산초는 가장 치열한 축구종목에서

부산지역 대표팀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입상

하는 성적을 내며 단숨에 학교 스포츠 교육의

귀감이 됐다.

달산초 축구부 이재천 감독은 릲타 학교에 비

해 선수층도 얕고 신체조건도 불리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에서 잘 싸워준 아이들

이 대견하다릳며 칭찬했다.

특히 이번이 전국대회 첫 출전이며, 방과

후 선수출신 강사들의 수업이 아닌 학교체육

교사의 무료지도로 즐겁게 축구를 시작해 완

벽한 팀워크를 보여준 바라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부산아이파크 선수들

이 달산초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기술을 알려

주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바나나, 낚싯바늘, 셔틀콕, 바늘, 당근, 실타래

※ 엽서에 숨은그림찾기 정답을 표시해 오려붙여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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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기장사람들 -짜장면 무료 봉사 김철수 씨

릲가족의사랑이있기에봉사가즐거워요릳

짜장면 있는 곳에 주민들

이야기꽃도 피워

릲릫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

게 하라릮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저는

저의 봉사활동을 널리 알리려 합니다.

저와 같은 봉사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뜻에서죠. 또 자식들과 손자 등

후손들에게 봉사 정신을 심어주기 위

해 본보기가 되고 싶은 것이죠릳

40년이 넘게 한식 식당을 운영해

온 정관읍 김철수(62세굛사진) 씨는

식당을 그만둔 3년 전부터는 아예 짜

장면 무료 봉사에만 전념하고 있다.

김 씨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도 늘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

며 남모르게 봉사를 펼쳐왔던 터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정관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들과 미취학 아

동을 대상으로 짜장면을 무료로 나눈

다. 봉사가 있는 날이면 오래된 그의

봉고차에 냄비며 접시 등을 가득 싣고

아파트 단지 내 널찍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 곧이어 주문한 식재료가 도착

하면 김 씨는 가스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인다. 그가 봉사하는 날에는 늘 정

관아파트부녀회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한다. 부녀회원들은 야채 다듬기에서

설거지까지 힘든 일을 도맡아 한다.

김 씨가 만들어 내는 짜장면은 적게

는 100인분에서 많게는 700인분까지

다. 얼마 전에는 장안읍 월내와 길천

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짜장면을 만들

어 달라는 요청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먼 거리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의 요청은 정중히

거절한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짜장면을 만들기도 힘든데 재료비

며 가스비 등 평균 130만원의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릲누군가

에게 기대다보면 초심을 잃을 수도 있

고, 뜻하지 않게 저와 주위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불미스

런 일을 미연에 막기 위함입니다릳라고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만 전

념하겠다는 김 씨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짜장면 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김

씨가 막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충당한

다. 릲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집사람이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니 할 수 있는

봉사인 것 같습니다릳라며 부인 정일태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릲짜장면 봉사를 하다 보니 끼니만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이다보니 서로 이야

기꽃도 피우게 되고 주민 화합의 장이

되는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

어요릳

김 씨의 아들도 정관읍에서 릫충향

우릮라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직

접 주방장을 맡고 있는 아들도 아버지

의 영향으로 식당을 찾는 60세 이상

노인에게는 짜장면 값을 2천원만 받

는다.

릲내가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

의 정신으로 생활해 나가면 자식에게

따로 가정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

니다. 나누는 만큼 세상은 다시 나에

게 보답한다는 진리를 스스로 깨우쳐

갑니다릳

광부에서 예식장, 식당사장에 이르

기까지 또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며

그가 얻은 것은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가족의 사랑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김 씨는

말했다. 김철수 010-9325-1472

기장군노인복지관 활기찬 노년 -남영자,지명숙 어르신

인생공부,봉사로합니다

우리 고장 기장에서 활기차게 노년

생활을 즐기는 남영자(69, 왼쪽), 지명

숙(68) 어르신을 만났다.

이 두 사람은 매일 아침 8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일광에 위치한 노인복

지관으로 향한다. 예쁘게 갖춘 복장

으로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노인복

지관 2층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아침을 하고 있었다.

릲우리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릫나랑

회릮라는 봉사회를 결성하고 지역에서

봉사한지 20년이 넘었어요릳라며 말하

는 표정에서 어르신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들은 기장에

같은 아파트 반상회에서 처음 만나

그들과 뜻이 맞는 20명이 넘는 이들

과 나랑회라는 봉사회를 결성하고 회

장,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지금까지 유지해오며 부산시내 자원

봉사단체에 등록되어 각종 후원 행사

및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

을 주고 있다.

그들은 듣는 것도 배움이라며 본인

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젊었

을 때는 청소년 상담봉사를 하기 위

해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취득해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했었다. 현재는 노인들을 위한 물리

치료실에서 봉사하기 위해 물리치료

에 관한 수업을 듣고 그에 관한 지식

을 배우고 있다.

남 어르신은 릲우리의 인생에서 봉

사활동을 시작한 것이 매우 잘한 일릳

이라며 릲서로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하

고 있다릳고 말했다. 지 어르신은 릲봉사

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

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

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릳 며

릲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 자체가 더 없이

뿌듯하고 기쁘다릳고 말했다.

고연화 명예기자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온정의손길펼쳐

쌀 44개 마을 2포 씩

장학금 31명 각 10만원 씩

(사)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이사

장 송재일, 이하 협의회)는 12월 22

일 백미 20Kg 88포대(약 400만원상

당)를 기장읍 44개마을(마을별 2포

대)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따뜻한 세

밑을 보내는데 동참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어려운 형편에

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기

장읍 학생 31명에게 든든한 기장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각 10만원

씩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송재일 이사장은 릲(사)기장읍사회

단체협의회가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

지역사회 공익과 화합을 도모하고 사

회적 약자를 지원해 나가겠다릳고 밝

혔다.

구광웅

새마을직전지회장

새마을포상수상

구광웅뢾사진뢿 새마을운동기

장군지회 직전지회장이 12월 9

일 부산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릫2015 부산새마을지도자 대회릮

에서 25년간의 새마을에 기여

한 공적으로 새마을포장을 수

상했다.

구 직전지회장은 1985년 명

례마을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돼

어르신한마당 전개, 범국민 폐

자원 모으기, APEC 자원봉사

활동과 최근 문화굛이웃굛경제굛

지구촌공동체운동 등 25년간

지역사회에 이바지 한 공로로

이날의 영광을 수상했다.

┃참여방법┃엽서에 정답과 이름, 도로명주소, 새 우편번

호, 연락처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

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40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됩니다. 1월 15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1월 15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 엽서에 이번호 가장 유익했던 기사제목과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문 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709-4071~4

기장군은 문화가 있는 거리와 골목 가꾸기, 범죄예방 목적으

로 담장 등을 활용해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외부방문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벽화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부하고 있

는데 이 책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 제

● 지난호 정답 : 국립부산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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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실 (문의 전화 709-4071~4)

※ 안전총괄과 하정훈 주무관이 추첨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릫기장사람들릮 238호 퀴즈당첨자┃

○ 영남컴퓨터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5명 등기발송)

▷ 장소라(기장읍 배산로) 함호진(기장읍 차성로) 박민지(기장

읍 차성서로) 김규랑(장안읍 천산로) 조현복(정관읍 정관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서성민(기장읍 대변로) 신보경(기장읍 차성로) 김수진(일광

면 이천10길) 한선주(정관읍 산단2로) 정상조(정관읍 정관2

로) 황윤경(정관읍 정관3로)

○ 평생비젼교육센터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12명 등기발송)

▷ 최명숙(기장읍 차성로) 손영욱(기장읍 차성동로) 배준(기장

읍 차성서로) 신영빈(기장읍 청강로) 김혜민(일광면 삼덕

길) 이건동(장안읍 대룡2길) 공소윤 전수민(정관읍 정관2

로) 이진우(정관읍 정관4로) 임병진 정종연(정관읍 정관5

로) 김문선(철마면 고촌로)

○ 풀잎문화센터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5명 등기발송)

▷ 김종현(기장읍 대변로) 송현주(기장읍 차성동로) 권경희(기

장읍 차성서로) 홍애순(정관읍 모전1길) 조지영(정관읍 정

관1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최진주(기장읍 차성서로)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7만원상당, 1명 미래전략과 방문

수령)

▷ 김민주(기장읍 기장대로)

○ 블랙베리영농조합 협찬 블랙베리즙(3만5천원상당(1박스-30

포), 4명 미래전략과 방문수령)

▷ 오원상(기장읍 차성동로) 최영진(일광면 이천4길) 김경은

(정관읍 정관4로) 민지예(철마면 고촌로)

행사이모저모

배달강좌 수강생들이 그림 전시회 릫수미퀸전(수채화의 아름다

움을 추구하는 여인들)릮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철마면 주

민자치센터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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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차문화 대학(학장 장안사 정오 스님)이 12월 29일 기

장경찰서 내에 개설됐다. 대상은 기장군민과 기장경찰서 소

속 직원들로 6개월 과정이다.

재기장호남향우회(총괄회장 박현문) 각 산하단체 합동송년

회와 봉사단체 함께사는세상 동행 후원의 밤 행사가 12월 11

일 기장소울메이트 웨딩뷔페에서 개최됐다.

고엽제 전우회(회장 박경수)는 12월 29일 관내식당에서 제

14주년 창립기념 및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에게 지원품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부산광역시기장군장애인협회(회장 진동식)가 주관한 장

애인복지증진대회가 11월 6일 기장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

족, 군민 등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기장군지회(회장 이태구)는

12월 15일 보훈회관에서 기장군 국가유공자와 가족 등과 함께

릫보훈가족 위안행사릮를 실시했다.

기장소방서 소방협의회 회장 이굛취임(이임 5대 백승화, 취임

6대 임영하)식이 12월 9일 정관읍 기장소방서 3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김주철목사) 성도 60여명은

12월 6일 정관읍 일대에 걸쳐 환경정화운동을 실시, 마대자루

10개, 쓰레기봉투 50리터 20여개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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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암식단전시, 암과영양정보나눔등다채

개원 5년

지역대표암센터자리매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양

광모)은 지난 12월 8일 본관 1층 로

비에서 릫제 4회 암과 영양릮 행사를 개

최했다.

릫암을 이기는 식탁릮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후원, 4

대 암 식단 전시, 암 치료 시 부작용

관리 식단전시, 암환자 열량보충 식

품 전시, 컬러푸드 식단전시, 암과 영

양 정보 나눔, 암환자 대상 멸균식품

전시, 무균환자식(두부 아이스크림

과 귀리죽) 시식회 등으로 나눠 풍성

하게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

자,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암 예

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했

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암

치료 부작용 관리 식단과 암환자 영

양 보충 음식에 대한 전시와 소개가

있었다.

양 원장은 릲암 환자분들은 암 진단

을 받은 후, 식생활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수집하

다가 간혹 잘못된 정보를 선택하기도

한다. 암 환자의 영양관리는 치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식단과

영양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

련했다릳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올해 개원

5주년을 맞았다. 2010년 7월 개원부

터 현재까지 등록된 암환자 수만 약

1만3천500명으로 암 전문 병원으로

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암 종류 별로 보면 유방암이 2천

83명, 갑상선암이 1천905명, 폐암이

1천661명, 위암이 1천539명, 대장암

이 1천166명, 간암이 1천41명, 전립

선암이 565명, 자궁암이 417명, 췌

장암이 358명, 방광암이 260명 쓸개

및 담도암이 253명, 난소암이 192명

등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강생공연및회원작품전개최

기장문화원

기장문화원(원장 송영우) 문화강좌의 활성화와 수강생들의 친선도모는 물

론 수강의욕을 북돋아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릫2015 기장문화원 수

강생 공연 및 회원작품전릮이 11월 3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과 군청 로비와 광

장에서 개최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컷팅식 이후 서예반, 수채화반, 서각, 다도 등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 80여점이 군청 로비에 전시돼 관람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작품전 오프닝을 시작으로 차성아트홀에서는 사물놀이, 고전무용, 난

타교실 등 문화원 수강생 100여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쳤다.

문화원 백종찬 사무국장은 릲새해에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보강으로 수강생들의 문화,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릳고 밝혔다.

유료광고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부설. 장애인운전재활센터는 장애

인의 독립적인 이동권 확보를 통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운전

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운전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부산 최초로 장애 특성에 맞는 운전재활을 위해 신체, 지

각, 인지 평가부터 알맞은 운전보조장치의 적용, 학과시험

안내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전반

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교육대상 : 운전면허 취득에 관심 있는 장애인(장애등급

1-6급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

○교육기간 :매주 3회(총7주/21회)(월-금)

○교 육 비 :무료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부설 장애인운전재활센

터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신 청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 전화 469-3250

장애인운전면허취득교육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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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를위한다양한행사열려

기장군 자원봉사센터 소식

기장경찰서와협약지역경제발전도모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상규)는 기장경찰서

(서장 정남권)와 12월 10일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협약을 맺

고 지역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우호증진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서비스 등 상호공유 ▷재직자 및 구

직자 교육을 상호협력하여 추진 ▷양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사원 상호지원등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를 지

원하기로 했다.

한상규 학장은 릲사회안정과 취업률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

길 바란다릳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정성이담긴김장김치로올겨울도따뜻하게
고리본부굛기장군 자원봉사단체, 릫사랑의 김치나눔릮 행사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와 지역봉사단체들이 팔을 걷어 붙였

다. 고리원자력본부는 8일 고리스포츠문화센

터 앞마당에서 기장지역 7개 봉사단체가 참가

한 가운데 김장김치를 담그고 발전소 인근지

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릫사랑의 김치나

눔릮 행사를 가졌다.

기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교승) 주관으

로 열린 이날 김장나눔 행사에는 장안읍새마

을부녀회, 길천부녀회, 월내부녀회, 기장나눔

회, 일광면새마을부녀회, (사)한국원자력여성

기장지회, 기장자원봉사센터 등 총 7개 단체

회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고리원자력본부에

서도 이용희 본부장과 김관열 대외협력처장,

최재석 노조위원장, 박영돈 고리1발전소장 등

주요간부와 고리봉사대 100여명이 동참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단체와 회원들은 이날

총 2천600포기의 김장을 담가 10kg들이 600

박스에 나눠 인근 경로당과 홀몸노인, 소년소

녀가장세대,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고리봉사대도 김장재료와 절임배추 등을 분

배하고 박스에 포장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

다. 또 기장지역자활센터는 김장봉사활동을

펼친 봉사자들을 위해 간단한 점심식사를 현

장에서 지원했다.

이용희 고리본부장은 릲오늘 담근 김장김치

는 봉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과 정성이 한데 버무려진 특별한 김치인만큼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릳이라면서 릲고리원자

력본부는 지역의 많은 분들과 함께 기쁨과 즐

거움을 나누는 따뜻한 벗이 되고 든든한 후원

자가 되어 상생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한편, 이날 릫사랑의 김치나눔릮 행사는 12월

27일 릫원자력의 날릮을 앞두고 원자력 관련 공

공기관이 지역상생의 나눔마당을 펼치는 것으

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지난 호에 이어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친권은 이혼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
하고, 양육권은 친권과 같은 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우선 부모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양육비는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다른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말하
는데, 양육비 또한 우선 상호간 합의를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릫양육비산정기준표릮에 의거 가정법원이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만약 배우자
중 일방이 이혼소송 이전부터 사실상 별거한 채 혼자힘으로 자
년을 계속하여 양육해왔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과거양육비로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음을 미리 일러둔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
자(유책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
배상의 일종이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
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및 그로 인
해 배우자가 겪었을 고통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된다. 재산분할
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며, 부부가 혼인계속 중에 협력
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
배우자도 권리는 가진다.

또한 부부중 일방이 가사활동에만 전념했다 하더라도 혼인기
간을 감안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재
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계속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이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중 일방이 혼인전
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특유재산)은 제외되고, 재산분할청
구권은 이혼 후 반드시 2년내에 청구해야만 하므로 위 기간(제
척기간)을 놓친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
하길 바란다.

변호사 함호진(법무법인 세원 055-242-5537)

누구나한번쯤생각해본이혼이야기Ⅱ

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덕숙)에서는 12월 5일 자원봉사

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누적

700시간 이상의 봉사를 실천한 49명의 우수봉사자를 초청해 릫우수

자원봉사자초청의 날릮행사를 롯데몰 동부산점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릫2015부산자원봉사자

격려의 날릮행사가 12월 9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됐으며 부산광

역시장 유공자 표창에 김두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부산지부기

장군지회(회장 박경수)가 수상했다. 또 기장읍청년회(회장 박재

현)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감사장을 받았으며 금배지는 김진수,

지화수가 수여받았다.

또한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봉사한 자

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릫2015 자원봉사자의 날릮 기념행사를 12월 11일 기장군청 9층 대회

의실에서 내빈과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장군수 표창에 서용택, 이상일, 한국원자력

여성모임 기장군지회(회장 임성희)가 수상했으며 총 7개 부분 19

명의 개인과 단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누적 및 당해연도 봉

사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은배지와 인증배지에 각 17명, 67명이 선

정됐다.

기장군의 모든 봉사활동 참여는 자원봉사 나눔포털( www.

1365.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724-1365

국립부산과학관,한달만에

누적관람객 10만명돌파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관장 이영활)의 관람객이

12월 27일 기준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2월 11일 개관식을 가진지 17일만이

며, 임시개관이 시작된 지난 1일을 포함해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 인파가

과학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성탄절 연휴인 25~27일

3일간 관람객 2만3천명을 포함해 누적관람

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시관별

로는 주전시관이 7만5천명, 어린이관 1만5천

명, 별극장인 천체투영관 1만7천명이다. 자유

학기제와 이공계 진로교육 등 학교별 맞춤형

교육도 6천170명에 이르고 있다. 국립부산과

학관은 지난 11일 개관식을 가졌으나 12월 1

일부터 무료로 임시 개관을 했다.

무료운영 10일간의 관람객은 3만8천명, 이

후 27일까지 17일간 관람객은 6만7천명으로

현재까지 10만5천명을 기록했다.

11월 시운전 2주간을 포함할 경우 총 관람

객은 11만2천명에 이른다.

이영활 부산과학관장은 릳새해 연휴와 겨울

방학 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천체투영관 등 부대시설의 운

영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과학특별강연과 매

직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릲이라고 말했다.



12

굛제 239호 2016년 1월 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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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선기술강한기업

고객의안전을먼저생각하는기업

제조,설치,유지보수까지책임지는기업

대기전력저감형엘리베이터

(특허제 10-1315827호)

출입문에스코트용점등시스템

(특허제 10-129309호)

전력회생유니트(PRU)

원격제어시스템의엘리베이터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산단5로 78

TEL:051)784-7043 FAX:784-7047

E-mail:yjcom2@hanmail.net www.yjelev.com

유료광고

기장에서쉼표하나찍다

대룡마을 작가촌 릫아트 인 오리릮의 중심인 셀프 커피숍 내부 모습.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대룡마을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농기구와 낡은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야야(爺爺)셀프 카페

대룡마을 입구에 전시돼 있는 조각 작품, 마을 곳곳에는 조각 작품들이 설치돼 있다. 릫아트 인 오리(Art in Ori)릮 예술촌의 터줏대감인 정동명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릫SPACE 223릮(왼쪽 사진에서부터)

기장군의 작은 농촌마을인 대룡마을.

부산과 울산을 잇는 14번 국도변에 자리

해 부산이나 울산에서 하루나 반나절 나

들이로 다녀오기 좋은 곳이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풍경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

진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이미 데이트 장

소, 출사 장소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

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마을처

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을 구

석구석 진한 예술의 향기가 넘쳐난다. 골

목 어귀마다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럽게

놓여 있는 갖가지 예술 작품들이 평화로

운 농촌의 일상과 조화롭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릫대룡마을릮이라

쓰인 큼직한 바위가 마치 터줏대감처럼

떡하니 들어앉아 있다. 작고 아담한 마을

에 비해 너무 거창한 이름인 듯싶다. 뭔가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겠지 싶었는데, 아

니나 다를까 옛날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에 큰 용이 살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용

이 살았다는 끝도 없이 깊은 소(沼)는 예

전에 메워져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또 용

이 변했다는 용바위도 흙에 묻혀 찾기 힘

들지만 마을을 둘러싼 신비스러운 전설은

고스란히 이름에 남아 현재까지 전해 내

려오고 있다.

바위 옆에 세워진 이정표를 따라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릫아트 인 오리

(Art in Ori)릮. 대룡마을에 둥지를 튼 예술

가들의 창작 실험 공간이자 사랑방 역할

을 하는 곳이다.

이 작은 농촌마을에 젊은 작가들이 모

여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1999년부터. 버려진 축사나 농가를

개조한 작업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

했고 그렇게 모여든 작가들이 지금은 13

명이 훌쩍 넘는다. 작가들이 점점 늘어나

면서 마을에도 예술이라는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 이들의 작품이 설

치되었으며, 재기발랄한 벽화며 집집마다

내걸린 예쁜 문패 등 마을 전체가 그 자체

로 예술 작품이 되었다. 거주하는 이들이

나 지나가는 이들 모두 행복한 미소가 절

로 떠오르는 대룡마을. 이른바 예술창작

촌, 예술마을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도 많

아졌다.

아트 인 오리는 마을을 방문한 여행객

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로 커피

와 주스 등 마실 거리들이 갖춰져 있다.

재미있게도 카페는 손님이 알아서 음료

등을 만들거나 꺼내서 마시고 깨끗이 뒷

정리를 한 뒤 계산도 알아서 하는 셀프 시

스템이다. 이른바 릫무인 카페릮인 셈. 따로

주인이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문제될 게

하나 없다. 모든 게 자신의 자유이고 책임

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양심을 한번 시험

해 봐도 좋을 일이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은 온통

투박스럽기 짝이 없지만, 그래서 더 살갑

고 정겹게 다가온다. 지금 20대라면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는 LP판들, 선반에 얹

힌 갖가지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꽤

나 쏠쏠하다. 조금은 낡고 조금은 어수선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곳이다. 손님

들이 남긴 메모가 여기저기 빼곡해서 더

이상 붙일 곳도 없건만, 이곳을 방문한 이

들은 여전히 쓰고, 남기고, 찍기에 바쁘다.

아마도 이곳의 분위기가 자신도 모르게

추억을 남기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마

음이 절로 들게 만드는 것 같다.

아트 인 오리 맞은편에 있는 릫SPACE

223릮에서는 직접 도자 체험도 해볼 수 있

다. 마을 언덕에 자리한 도자 체험장은 무

엇보다 시원스레 펼쳐진 전망이 일품이

다. 왠지 이곳에 있으면 깊숙이 잠재돼 있

던 창의력이 마구 솟구칠 것만 같다. 꼭

체험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러볼 만하

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후

련해지는 게 빡빡한 도시의 일상에 지쳤

던 심신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체험문의010-4548-2435, www.artinori.com

대룡마을은 곳곳이 작품 전시장이요,

예술의 거리다. 그저 마을을 한 바퀴 휘휘

둘러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

진 않는다. 하지만 숨은 보물을 찾듯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예술 작품들을 찾아다

니며 찬찬히 감상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필요하다. 사실 대룡마을을 산책하는

재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공방과 작업실이라 할지라

도 아무 때나 불쑥 들어가거나 작가들의

주거 공간까지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SPACE 223에서 위쪽으로 돌아 내려오

면 멋들어지게 지어진 한옥집이 눈에 들

어온다. 문간에 걸린 현판을 보니 마을복

합문화회관이다. 예술가들이 모인 마을이

라 그런지 아주 운치 있고 멋스러운 현판

이다.

문화회관에는 야야(爺爺)라는 특이한

이름의 셀프 카페가 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사투리 표현 같지만 여기서는 아

버지를 높여 부르는 옛말을 나타낸다.

특히 이 카페에는 옛날 대룡마을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농기구와 낡은 생활용

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

을 사로잡는다. 잠시 잊고 있었던 작은

농촌마을 대룡마을의 모습이 그려진다.

대룡마을은 농사철에 맞춰 감자 수확이

며 배밭, 농사 체험 등 여러 가지 농촌 체

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술과 농촌 체

험이라는 조합이 무척이나 신선하다. 이

런 독특함 때문에 주말이면 3-400 명이 찾

는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

링하며 예술이 주는 여유와 낭만을 느끼

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

문의 727-7709, www.daery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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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힘있는명함마케팅③

정형명

(동부산대학교 유통경영학과 교수)

지난 2회에 걸쳐 명함의 요건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명함의 기능 내

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명함이란 대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통성명용으로 건네는 네모

난 쪽지 정도로 여긴다.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계산대에 배치해 두는 명함도 이러

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일쑤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도 못하기가 흔하다. 대

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명함을 그저 계산대에 꽂아 두거나 용기에 담아 둔 채로 가

격 계산을 마친 고객이 가져가기를 기대한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영업자는 고객

이 계산을 마치면 간단한 인사를 겸해서 명함을 건넨다.

그러나 릫작지만 힘 있는 명함릮마케팅이 되기 위해서는 명암의 기능을 전통적인

통성명 수준의 단일기능에 국한시키지 않고 멀티기능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시 말

해서 통성명 수준을 훨씬 능가하여 릫구매유인 제공 → 구매동기 자극 → 구매 실

현 → 구매 후 고객관리 → 반복구매 촉진 → 단골 고객화 → 충성 고객화릮라는 일

련의 성장적 과정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명함을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위한 고객명부작성(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객충성도 강화를 위한 이벤트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명함을 고객충성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경품권이나 마일리지

카드를 겸하는 경우이다. 경품권을 겸하는 경우는 계산대나 매장 곳곳에 명함배

부통과 명함수거함을 설치하고, 고객이 명함배부통서 입수한 명함에 자신의 성명

과 연락처, 특정 기념일 등을 기입하여 명함수거함에 투입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

마다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

펴보면, 경품권 이벤트의 개요(경품내용, 추첨일자, 추첨자)를 점포 내에 POP광

고(점두광고, Point of Purchase Advertisement)로 부착하고, 가능하다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경품내용은 고객맞춤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즉 모든 당첨자에게 일률적인 경품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경품 믹스

를 구성하고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경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은 물론 취급 상품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품,

취급 상품과는 무관하더라도 계절상으로나 특정 시기 및 고객 개인의 기념일 등

과 관련 되는 상품 등으로 구성한다. 경품권 추첨시기를 1회에 끝내지 말고 추첨

에서 탈락한 명함은 다시 보관하였다가 예고된 시기에 재추첨하는 단계를 반복하

며, 마지막 단계는 연말에 하되 그 전에 비하여 가격이 높은 경품을 제공하는 소

위 연말경품 대박 이벤트형태로 진행한다. 경품권 추첨자는 이미 경품에 당첨된

고객, 충성고객, 당일 내점고객 등 가능한 고객이 직접 하도록 한다. 경품권 추첨

과 경품 전달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POP광고나 소셜마케팅에

활용한다. 그리고 명함은 점포를 방문한 고객은 물론이고 배달을 요청하는 고객

및 평상시 만나는 사람에게도 배부하여 내점방문을 유도한다.

고객관계관리 명부작성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경품권 투입함에 투입된 명함

의 성명, 연락처, 기념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객개인별 밀착형 마케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명함 크기의 한계로 인하여 명함에는 기입할 수

없는 고객정보인 고객의 방문시기, 거래내역, 방문동행자 등을 별도의 장부나 컴

퓨터에 보관하여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명함을 받으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

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필자는 처음 방문하는 음식점일지라도 음식

의 맛, 종업원의 서비스, 점포의 분위기 등의 어느 하나가 마음에 와 닿으면 계산

대에 배치된 명함을 스스로 가져와서 보관한 후 추후 다

시 방문한곤 한다. 특히 명함이 경품권 기능까지 갖는다

면 명함을 보관하고 재방문할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

다. 우리 속담의 릫작은 고추가 맵다릮는 표현처럼 명함도

비록 자그마한 인쇄물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전단이나

POP광고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명함마케

팅을 해보자. 서서히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명함을 마일리지카드를 겸하는 경우는 다음 호부터

연재할 마일리지마케팅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16년 1월 4일(월요일) 제 239호

孝
노인요양센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주최전국기관평가

4년 연속(기장군최초굩)

최우수기관선정(재가)

1급 요양보호사가정방문

방문요양굛방문목욕굛복지용구전문기관

요양보호사(치매관리사우대) 모집

거동이불편한어르신상담 (중풍,치매,노인성질환)

기장군교리주공상가소재전국최우수기관

유료광고유료광고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교육생모집

요양보호사국가자격증취득합격률 90％이상

1차 시험접수(1월 18일 ~ 22일까지)

최고의강사진으로강의합니다.

소망노인재가센터

노인복지서비스제공합니다.

(1등급~5등급어르신)

1급 요양사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전문

기장거주 2년이상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청)

부산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265(3층)

유료광고

한광렬 월평이장이 여주 농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3회 차성문화제에서 군

민대상에 선정된 이들에게 상패

수여가 있었다. 자랑스러운 군민

대상 수상자 중 이번 달에는 첫

번째 인터뷰로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가 유치 될 수 있도

록 기장군의 위상을 높인 향토봉

사부문 한광렬(57세) 씨를 만나

수상 소감과 지나온 자취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한 이장은 한평생 월평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8

년부터는 월평마을 이장으로 임

명되어 주민의 고충을 수렴해 시

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원전

해체기술 연구센터 유치 위원장

과 기장군 단독선거구 추진위원

회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각종

군정활동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 이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부산지원, 환경부 국립환경과

학원, (주)벡스코 등과 多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체험 등 기

업과 상생하는 잘사는 마을 만들

기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2일 부산

광역시에서는 월평마을이 유일

하게 릫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릮

로 선정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

다. 또한 수세미 생산굛가공 사업

을 시작해 65세 이상 인구가

65％에 달하는 월평마을에 어르

신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한 이장은 2014년 9월 26일 출

범한 릫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

센터 범군민 유치위원회릮 위원장

에 선출돼 기장군에 연구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면에 활동

을 펼쳤다.

그해 11월에는 직접 기장군 이

장단 가족을 이끌고 원자력 시설

견학을 다녀와 5개 읍굛면 이장단

에 기장군 유치를 위해 더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10만 군

민 서명운동을 위해 각종 회의

때나 행사 때 직접 서명을 받으

면서 작년 7월 11일자로 서명목

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했다. 그

결과 7월 21일에 연구센터가 기

장군에 세워져야 한다는 건의문

과 서명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한 이장은 작년 3월에 출

범된 릫국회의원 기장군 단독선거

구 추진위원회릮에 공동대표로 역

임하면서 15만 기장군민의 염원

을 담아 단독선거구를 요구하는

릫기원식릮과 릫10만 군민 서명운동

선포식릮에 적극 참여했다. 서명

운동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주민

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을 전개해 8월 11일에 5만 명 서

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

할 수 있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독립성,

역사성을 강조하며 단독선거구

분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이장은 릲군민대상을 수상하

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군

민여러분께서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봉사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

으로 새기고 맡은바 책무에 최선

을 다하겠다릳며 릲주민들과 힘을

모아 마을에서 생산한 수세미, 여

주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과 우렁

이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릳며 릲월

평에서 생산, 가공된 농산물이 직

거래로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릳고 포부를 밝혔다.

국비지원요리훈련생모집
-진학 및 취업유망직종-

■직장인국비지원/일반/학생모집

과목(실업자카드제) 일 정 시간/요일

한식조리사취업준비반 2016. 01. 06. ~ 03. 03 오후2시~(월굛수굛목)

한식조리사취업준비반 2016. 02. 01. ~ 03. 30 오전9시30분~(월굛수굛목)

＊ 특전 : ①훈련비전액무료 및 일부지원
②훈련기간 훈련수당월28만원(교통비.식대별도지급)

＊교육대상 : ①남여(주부)요리에 관심있는 누구나
②신규굛전직실업자
③고굛대학생졸업예정자
④취업준비생 누구나가능

직장인

한식조리기능사 [직장인국비지원특전]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지원
노동부훈련비 60％지원
단시간 자격증 90％ 합격확신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일반인
(창업실무요리)

한식굛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 자격증대비과정 수시개강

창업실무요리
갈비찜, 감자탕, 육계장, 아구찜,
탕수육, 샐러드, 스테이크, 스파
게티, 각종소스, 특별창업메뉴

밑반찬, 약선요리
장아찌, 볶음, 구이, 조림, 찜,
무침, 김치생활약선요리

학생특별전형
(중.고.대학생)

＊학생-6개월/1년 자격증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
＊중굛고굛대학생 우선 접수 (겨울방학특강)

퀴즈협찬광고

산박무용단창작무용 릫기억의반추릮공연

군청 차성아트홀 1월 7일 오후 4시

창작 무용 활성화에 힘을 쏟는 산박무

용단에서 신작 릫기억의 반추릮를 1월 7일

오후 4시 차성아트홀에서 공연을 펼칠 예

정이다. 전작 릫소멸 혹은 폐기릮가 전통춤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공연이었다면, 이

번 공연은 저마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기억의 상흔들을 소재로 구성된 수필 같

은 작품이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현대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관객들과 소통을 꾀하

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과는 극명한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이혁 예술 감독 및 대표

는 전한다.

이번 공연은 산박무용단 무용수들 각자

가 가진 삶의 기억들을 단초로 대본이 쓰

여졌고 연평도 해전, 세월호 사건, 온 국

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감염의 위기

등 사회적 이슈들까지 다시 꺼내어 기억

하고 그런 기억들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성찰하는 장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

획되었다고 한다.

산박무용단은 전작 <소멸 혹은 폐기>를

통해 대중예술의 홍수 속에서 순수예술이

외면 받는 요즘,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산

박무용단은 순수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전

석 무료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단

체가 현재 기장을 근거지로 전국적인 활

동을 펼치는 공연예술단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지만 순수예술의 활성화 차원에

서도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릲마을주민모두가행복한그날까지뛰겠습니다릳
기장군민대상 수상자 한광렬 월평이장

김영희 양 대통령 표창 받아

뺑소니피해자를구조

가해자검거기여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성심보

건고등학교 2학년 김영희(사진굛철마면)

양이 2015년 12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

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양은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현

장을 목격, 음주운전자가 버스기사를 치고

지나가자 현장으로 뛰어들어 버스기사를

부축하고 뺑소니차량의 번호를 외워 신고

하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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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배추잡채 계란말이

잎, 줄기, 뿌리를 모두 식용하며 버릴 것이

없는 채소인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수분함량까지 높아 장의 운동을 촉진시킴으로

써 정장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칼슘함량이 높

아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매우 좋은 채소이다. 또한 야채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겨울철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열

을 가하거나 소금에 절여도 잘 파괴되지 않아

피로회복과 감기 예방에 좋다.

재료 및 분량 (1인분)

배추 50g, 숙주 20g, 부추 10g, 적양파 20g,

당근 10g, 우엉 10g, 표고버섯 10g, 달걀 2개

간장 5g, 설탕3g, 굴소스 3g, 참기름 2g, 소

금 약간, 녹말가루 1TS, 밀가루풀 1TS, 기름

적당량

만드는 방법

1. 숙주는 씻어서 준비하고 배추, 표고버섯, 당

근, 적양파, 우엉은 같은 굵기로 채 썰고 부

추는 4cm 길이로 자른다.

2. 표고버섯은 간장, 설탕, 참기름(2:1:1)에 재

어두고 채 썬 우엉은 간장, 설탕에 졸여준다.

3. 팬에 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 당근, 적양

파, 배추, 숙주, 부추, 우엉조림 순으로 야

채를 볶다가 굴소스로 간하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한 다음 접시에 펼쳐 식힌다.

4. 달걀을 물녹말, 소금 섞은 그릇에 넣고 거

품이 일지 않도록 잘 풀어서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지단을 부친다.

5. 달걀지단 위에 볶아놓은 배추잡채를 길게

놓아 양 가장자리를 접어 넣어 김밥 말듯이

둥글게 말고 끝 쪽에 밀가루풀을 발라 붙인

다음 160℃의 기름에 튀겨낸다.

6. 튀겨낸 배추잡채 계란말이를 2cm 두께로

썰어 보기 좋게 접시에 담는다.

동부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박승영

찬바람부는계절엔 릫앙장구비빔밥릮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기장읍 사랑도횟집

횟집 경력 27년의 손맛

회덮밥굛물회굛우럭구이

사랑도횟집 약도 노란 앙장구 알이 푸짐하게 얹어 있는 릫앙장구 비빔밥릮.

오시는 길

12월에 접어들면 기장군 바닷가가 술렁인다. 기

장의 모든 해녀들이 바다로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처럼 물질을 하지 않는 나이든 해녀도 여

러 가지 사정으로 물질을 못했던 해녀들도 겨울철

앙장구 철에는 바다에 들어간다. 그만큼 다른 해산

물보다 짧은 기간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앙

장구다.

대변리 박말애 해녀는 릲앙장구는 얕은 바다에서

깊은 수심까지 넓게 분포돼 있어 물질을 잘하는 베

테랑 해녀에서 초보 해녀까지 채취가 가능하다릳며

릲4개월여 부지런히 작업하면 목돈을 쥘 수 있어 해

녀들에게는 일 년 중 제일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하

다릳고 말했다.

문헌을 찾아보니 성게는 전 세계에 900종이 분포

하며 한국에서는 그 중 30종이 서식한다. 앙장구밥

으로 해먹는 성게는 이 가운데 말똥성게다. 말똥성

게는 생김새가 둥글고 말똥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

서 붙은 이름이다. 껍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고 가

는 가시가 나 있는데 맛을 우리나라 성게 중 으뜸으

로 친다.

칼로 앙장구를 반으로 자르면 둘러앉은 나머지

사람들은 꼬챙이로 노란 알과 내장을 분리한다. 분

리된 알은 물에 담갔다가 다시 깨끗하게 손질을 해

야 한다. 사람 손을 다섯 번 이상 거쳐야 비로소 식

재료로 탄생한다.

철을 가리지 않는 회덮밥과 멍게비빔밥이 있는가

하면, 여름엔 성게비빔밥이 찬바람 부는 계절엔 앙

장구 비빔밥이 최고의 별미로 친다. 특히 기장을 비

롯한 동해안 앙장구는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로 대

접받는 고급 식재료다.

앙장구를 말하면서 앙장구 비빔밥을 빼 놓을 수

는 없다. 앙장구 알은 대부분 일본으로 비싼 값에

수출하는 터라 식당에서 흔히 먹어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법 소문난 앙장구 비빔밥 식당이 있으

니, 기장읍 사랑도횟집. 이 식당 주인인 박국순 씨는

수협에서 오랜 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앙장구의 유통

에 대해 훤하다. 부인인 신경미 씨는 횟집 경력 27

년. 사랑도횟집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앙장구를 제

철에 마련해 일 년 내내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한

다. 참굩 다른 성게종류는 얼려서 보관이 되지 않지만

앙장구는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고. 물론 얼리지 않

은 제철에 난 앙장구를 맛보는 것이 제격일 게다.

앙장구 비빔밥(1만4천원)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짙은 해바라기 색의 앙장구 알이 그릇 가운데 소복

하게 담겨 있고 무순, 김가루, 깨소금, 참기름이 전

부다. 여기에 고슬고슬한 쌀밥을 넣고 살살 비비면

끝이다.

그런데 한 술 떠보면 기가 막힌다. 날 것으로 먹

는 성게 알과는 또 다른 고소한 맛이 90％. 그 맛과

더불어 한 입 가득 향긋한 바다다. 가끔 초고추장을

살짝 넣고 비비는 손님도 있긴 한데, 맛이 진해지긴

하나 원래의 맛이 달아난다. 있는 그대로 비비는 것

이 정석이다.

바닷가가 아닌 기장읍 시내에 자리했지만 생선회

로 유명한 사랑도횟집(기장읍 차성로 337-1). 그렇

지만 점심 특선으로 맛 볼 수 있는 회정식(1만1천

원)과 물회(1만1천원), 회덮밥(1만원), 생우럭매

운탕(2~3만원), 생우럭구이(1.5~2만원)는 생선회

못지않게 이 식당의 대표 메뉴다.

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횟집으로 단골이 많은

까닭은 무엇인가 물었다. 박 대표는 릲음식과 반찬은

재활용하지 않고 싱싱하고 깨끗한, 정직한 재료를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집사람

의 손맛을 단골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웃

음)릳라고 말했다.

사랑도횟집은 점심 식사시간은 11시 30분부터 3

시까지 마친다. 저녁 식사시간은 오후 5시부터 12

시까지. 예약전화는 722-7001

기장군 아토피케어 푸드센터와 함께하는 영양상식

즐거운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술이

다. 적당량의 술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만 지

나치면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 알코올은 1g당 7

kcal의 에너지를 발생하지만 영양소는 아니다. 약

한 술도 자주 과음하면 중독이 되며 취침 전의 과음

은 간에 무리를 준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영양

소 섭취 부족과 영양소 흡수장애 및 여러 가지 질환

을 일으킨다.

1) 영양소 섭취 부족

맥주 1캔(500ml)은 160kcal, 소주 1/4병(약 2잔)

은 190kcal, 포도주 1잔(70ml)은 60kcal, 막걸리 1

잔(50ml)은 125kcal, 위스키 1잔(50ml)은 150kcal

를 제공한다. 식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로 대

신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 되게 된다. 알코올을 섭

취하면 상당량의 열량을 섭취하기 되는데 이로 인

해 다른 식품의 섭취가 감소되게 되어 열량 이외의

영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무기질, 비타민

섭취가 감소되어 영양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

2) 영양소의 흡수 장애

지나친 알코올 섭취는 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소

화기계에 이상을 초래하여 영양소 흡수장애를 유발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설사가 자주 나타나고, 담즙

산 분비가 감소되어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

며, 영양소 배설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A, 아연, 마그네슘, 철

분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3) 알코올 관련 질환

알코올 섭취는 혈중 지방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 분해를 저

해함으로써 간에 지방을 쌓이게 해서 지방간을 초래

한다. 지속되면 간경화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알

코올은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식도나 위장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습적인 음주는 고혈압, 심장

질환,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을 유발시킨다.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보다 안주와 함께 마실 때

가 덜 취하는데, 이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차 있을 때

는 알코올이 위벽을 통과해 흡수되어 뇌에 자극을

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적포도주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심장

병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며 암

예방과 노화 저지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고 일부러 적포도주를 마실 필요는 없다. 적포도주

대신 포도를 과일 상태로 충분히 먹어도 같은 효과

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현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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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가화테라스건너편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문의)대표번호 724-5651 / www.sccare.kr

평생비젼교육센터
퀴즈협찬광고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굛장례지도사과정개강안내굩 / 거동불편어르신(가족포함)상담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굛
장례지도사과정개강안내굩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 723-9700

정관에는제일프라자304호
(휴먼시아1단지앞)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1.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 스토리텔링 동화야 놀자

-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코칭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릫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릮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2. 아동청소년심리발달지원상담및검사

- 부산광역시 특수교육지원 지정기관(마중물카드)

-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전예방과 기능향상 효과 기대

- 심리상담 및 발달검사를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바우처제공기관변경가능합니다.＊

센터로문의주세요.

기장점:723-9700/ 정관점:727-9950

네이버카페 cafe.naver.com/7239700

유료광고

기장풀잎문화센터 1월 시간표

(구, 마마스아뜰리에)

기장풀잎문화센터 010-9397-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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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강안내 실버캐슬 노인복지센터

(돌봄어르신 가정파견지원)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2016년 4월 2일 18회 시험반 2016년 현 무시험 취득반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요양지원 합니다굩

1차주간
09:00~17:20

2016년 1월 11일
주간반

09:00~17:20
2016년 1월 25일

2차주간
09:00~17:20

2016년 2월 15일
야간반

18:30~22:20
2016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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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구)현대장례교육원(부산시제4호)/

200여명 배출/ 미래의 불루오션(일

본 등 각광직업) / 취업연계 /

진로 - 상조, 장례식장 등 취업(250만 전

후) 및 창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거동불편 어르신(가족포함) 상담)

문의 051)722-0169
(기장군 본인부담금30％ 지원센터)

뢿자타가공인하는전국최고의합격률과취업률보유뢾 www.sccare.kr

위치 : 가화테라스 건너편

한샘인테리어건물 8층

＊(♪♪ 임마누엘 정관 지교회 실시 - 매주 월요일 오후1시

본원 802호 강의실)

● 사회복지사굛보육교사굛한국어교사과정신굛편입생모집
화신사이버대학교 동부산 학습관 (부산 제 해69호 평생교육원)

문의) 724-5651(대표번호)
평생비젼교육센터

2015년 보건복지부품질평가최우수기관선정

퀴즈협찬광고

기장야화 31

기장에서나온오성대감의연애편지

＊고신원루 : 임금의 사랑을 잃은 외로

운 신하의 눈물

＊구중심처 :임금이 계시는 대궐

조선 선조 때 문신이며 충신이었던 오

성 이항복이 1617년 인목폐모론에 극구

반대하다가 북청으로 유배되어 가는 길

인 영흥의 철령고개를 넘으며 멀리 서울

을 눈물로 돌아보며 지은 시다. 자기의

충간이 받아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유배

의 길로 오르자 조정과 왕실의 장래를

걱정하여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 철령고개를 넘을 때 구름조차도 산을

빨리 넘지 못하고 멈춰 가는 듯하였다.

그 구름이 자기의 입장과 흡사하다면서

임금의 은총을 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

하는 서러운 마음을 비로 만들어 임금이

계시는 대궐에 뿌려줬으면 하는 충절의

내용이다. 이항복이 유배지에서 죽고 난

뒤 광해군도 이시의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항복(1556-1618)은 조선중기의 문

신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써 명

성이 높았다. 1575년 알성문과에 급제하

여 뒷날 병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도승지로 있던 그는 선조를

모시고 평양으로 몽진(피난)을 갔다가

전세가 위급하자 영변으로 이동했으며

다시 의주까지 쫓겨 가기도 했다. 그가

임란이 일어나기 전 지방관서에 근무할

때 관기(官妓)인 계매(桂梅)라는 여성

을 사귀다가 헤어져 뒷날 그는 계매를

잊지 못해 한통의 연서(사랑의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필사본)가 1977년

기장읍 신천리 박연수(당시 47.부산지방

법원 서기)씨의 소장품에서 나와 박 씨

가 이를 필자에게 보내왔다.

박 씨는 당시 기장향토사 발간준비를

위해 여러 자료 등을 수집하면서 집필하

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는 큰 선비로써

한약방을 하고 있었다. 연서는 릫오성대감

증 평양기(妓) 계매정신서릮 라는 한문과

함께 내용 전체를 짧은 필자의 식견으로

서는 도저히 해역 할 수 없어 지방어른

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 일부가 필자가

근무하고 있던 국제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소설가였던 정비석 선생

이 이의 필사 원본을 보고 싶다는 편지

가 필자에게 왔다. 정비석씨는 1960년대

들어 자유부인 이라는 소설을 써 전국에

큰 화제를 일으켰던 분이었다. 필자가

보내준 원본(연서)을 본 정 선생은 다음

과 같이 해역하고 이를 당시 연재하고

있던 조선일보의 명기열전에 실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소식이 막

혀 안부조차 모르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구나. 나는 네가 못내 그리우면서도

그런대로 별고 없이 지내고 있으니 이는

네가 염려해준 덕택이로다. 그 옛날 우

리가 팔뚝에 글자를 새겨 맹세했던 정리

를 너는 잊었느냐 어쨌느냐. 나는 자나

깨나 네 생각뿐이었어 그 그리움을 말로

표현하려니 눈물이 먼저 솟고 잊어버리

려고 애써도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구나. 이 편지의 첫 부분에서는 이항복자신

이 애타게 그리운 심정을 애절하게 호

소하다가 중간에 와서는 계매의 무정한

태도를 꾸짖는 듯 원망하는 듯 기생들

의 정조 없음을 은근히 나무라기조차

하고 있다. 그런데 꾸짖고 원망하는 그

구절구절에 조차 연모의 정이 여실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항복의 연서는

계속된다.

250자의 어려운 한문으로 돼 있는 오

성대감의 애정서한은 피가 끓고 간장이

녹아나는 듯 열렬한 사연이다. 오성대

감의 연서를 받은 계매가 너무나도 명

문장이 되어서 그를 아는 어느 호사가

에게 보인 것이 필사되어 오늘까지 전

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율곡과

함께 대문호이며 큰 정치가였던 이항복

도 선조임금이 돌아가시고 광해군이 왕

위에 오르자 지위가 크게 흔들리기 시

작했다. 본디 암군(暗君)밑에서는 명신

(名臣)이 부지하기 어려운 법인지라 당

파를 초월하여 항상 국리와 민복만을

생각해 온 이항복도 인목대비의 폐모론

을 반대하다가 끝내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삭탈관직 되어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적소에서 63세로 생을 마감했

다. 나라에 충성을 다해 오면서도 일개

기녀에게 보내주었던 연문정서가 비록

필사본이라 할지라도 우리 기장에서 발

견되었다는 것은 대경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공태도 향토사학자

릫은혜는 평생으로 잊지 마라릮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지난 해 12월 24일 필자가 운영하는 센

터로 릫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릮며 보건

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었다. 센터를 운영하

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다 더 이상의 찬사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큰 선물을 마지막으로

2016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선정 내용은

릫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릮이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

는 것은 부모나 대상자, 치료자 그리고 센

터 모두가 만족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부산 전역의 대

학을 비롯한 500여개가 넘는 많은 사회서

비스기관들 중에 1등을 했다는 건 정말 대

단한 일이었다. 처음 기장에 센터를 개원한

다고 했을 때 대부분 염려를 했기에 필자에

게 있어서는 더 더욱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상을 받기

까지에는 늘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

었다. 대상자는 오고 싶은데 데려다 줄 부

모가 없다고 했을 때 안쓰러운 마음에 바쁜

치료사가 데리러 간 적도 적잖이 있었고,

대상자는 원하는데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만 둔 경우나 부모의 이혼

으로 이사를 가면서 센터를 그만 두는 경우

도 있었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며

부모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필자의 마음

을 아프게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터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는 사람

없이 4년을 맞이한 결과라 생각한다.

필자는 우리아버지가 친필로 적어 벽에

걸어 둔 릫수원(讐怨)은 일시라도 두지 말며

은혜(恩惠)는 평생으로 잊지 마라.릮를 보며

자랐다. 풀이를 하면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

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갖지 말며 고마운 마

음은 평생으로 잊지 말라는 뜻인 듯하다.

우리 센터에 발을 디딘 학부모들은 하나같

이 릫가족 같다. 친정 같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이 한결같다. 편안하다.릮등

의 이야기를 전한다. 필자는 인연을 소중히

한다. 한 번 맺은 인연은 오래도록 보존하

기를 언제나 희망한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함께 할 것을 원하고 기대하며 바란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전하며 인연을 이어

가기를 노력한다. 이러한 필자의 마음이 센

터에 오는 학습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

던 것 같다. 센터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과 좋은 치료사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이

용하는 학습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필자에게는 너

무나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족한 자

신을 하잖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너

무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으로 맞이했을 때 학

습자들또한누구나봐도알수있을정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마도 우리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릫은혜를

평생으로 잊지 말라.릮는 가훈 때문이었을 것

같다. 하루는 학습자가 내게 와서 원장님의

말씀과 생활을 늘 곁에서 듣고 보다보니 자

신도 모르게 원장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발

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잘 웃고 밝아지고 예

뻐졌다는 소리를 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감

사한 일이다. 센터에 와 주는 것만 해도 고

맙고 감사한 일인데 자신이 변화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까지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것이 아마도 센터가 상을 받

은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다.

어떤 이가 부처님에게 찾아가 호소하였

다고 한다. 릲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이 무슨 이유 입니까?릳라고 하

자 릲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

문이니라릳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

다. 다시 릲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

터리입니다.릳라고 하자 부처님은 릲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릳라고

하셨다.

첫째는 화안시(和顔施)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施) 말

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셋째는 심시

(心施)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선한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施) 호의를 담

은 눈으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요. 다섯째

는 신시(身施) 나의 몸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준다거나 일을 돕는 것이요. 여

섯째는 좌시(座施) 언제나 노약자에게 자

리를 내어 양보하는 것이고, 일곱째는 찰시

(察施)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

주는 것이다. 릲네가 이 일곱 가지가 습관이

되면 너에게 행복이 따르리라릳라고 부처님

이 말씀하셨다고 한다.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

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릫칠시릮를 선행하여 복 많이 받기

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삽
화

김
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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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강 씨와 부인 성필금 씨가 직접 노지재배로 수확한 작물들로 만든 장아찌를 보여주고 있다.

부단한 연구로 손맛을 낸 릫참새미곳간릮

참새미곳간(기장읍 석산길 43-2)의 박윤

강(59) 씨는 노지재배를 하며 수확한 작물

들을 제철에 판매한 후, 판매가격이 떨어지

는 시기에 남은 작물들을 모아서 아내 성필

금 씨와 함께 장아찌를 만드는 데 쓴다.

아내 성 씨는 예전부터 장아찌 등의 가공

음식을 만들어 왔다. 그녀는 KBS 교양프로

그램 릫한국인의 밥상릮의 릫기장멸치릮 편에 출

연해 멸치 석박지 담그는 법을 시전하기도

했고 MBC 릫찾아라굩 맛있는 TV릮에 출연해

손맛을 뽐내기도 했다. 요즘은 참새미곳간

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으며 장아찌를 만들

어 팔고 또 배우려는 사람에게 장아찌 레시

피를 전하기도 한다.

이 부부가 가공음식을 만들게 된 건 10년

이 넘었다. 농촌진흥청 사업의 일환으로 참

새미곳간을 운영한 지는 3년 됐다.

참새미곳간에서는 머위, 부추, 방풍, 취나

물, 무, 고추 등 다양한 채소들을 장아찌로

만들고 있다. 보통의 장아찌는 소금에 절여

만드는 반면, 이곳에서는 열탕법을 이용해

장아찌를 만들고 있다. 신선한 채소를 먹기

좋고 보관하기 쉬운 사이즈로 잘라 놓은 다

음 간장과 물, 식초, 설탕 등을 끓인 후 바로

채소에 부어서 만드는 방식이다.

릲소금을 이용하면 짠맛이 지나치게 강해

서 채소 본연의 맛도 잃고 건강에도 해롭잖

아요. 저희는 간이 너무 강하지 않은 장아찌

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

도록 하고 있어요릳 성 씨는 참새미곳간의 운

영자로서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 대한 자부

심이 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아찌는 그대로 먹어도

되고 또 젓갈에 버무려서 먹어도 짜지 않고

맛있다. 이런 방식으로 장아찌를 만들게 된

건 필금 씨의 아이디어이다. 20년 전, 농업

기술센터와 인연을 맺으면서 농촌진흥청 농

업기술자원센터에서 프리랜서 일을 한 경험

이 있는 그녀는 센터의 식품부서에서 개발

한 레시피에서 영감을 얻은 후 자신의 방식

으로 소화해 장아찌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

양한 채소를 장아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채소마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장아찌를 연구해 왔다.

릲고추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종류가 많

아서 장아찌에 어울리는 고추를 찾기 위해

연구해봤죠. 그래서 모닝고추가 식감과 맛

에서 장아찌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객들이 다들 맛있다

고 하시고 여기저기 납품도 많이 하게 됐어

요릳

노지재배로 수확한 작물을 팔고난 후 남

는 것들을 버릴 일이 없게 됐고 그것들을 장

아찌로 만들어 팔면서 부가적으로 거둬들이

는 수익이 높아졌다.

참새미곳간에서는 장아찌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단체나 모임이 체

험 신청을 하면, 박씨 부부가 재배한 채소들

을 마련해 교육을 진행한다.

참새미곳간은 농장에서 노지재배를 통한

1차 수익 외에도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이 다양하다. 이런 수익구조를 창출해내기

까지는 부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

필금 씨는 느지막한 나이에 야간대학 조리

학과를 다니기도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영

양학과 수업을 들으며 거기서 배우는 산지

식들을 실무에 적용시키기도 했다.

릲매년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도시농업박람

회에 빠지지 않고 참가합니다. 오프라인 홍

보의 효과가 엄청난데, 박람회에서 저희를

알게 된 백화점 관계자가 4일 간의 특판 기

간에 저희를 입점 시켜 주시기도 했죠. 그

기간에 백화점을 찾은 많은 분들이 엄청난

호응을 해주셨어요. 저희 딸도 도와줘서 함

께 판매를 했는데 정말 부리나케 팔렸어요.

그렇게 입소문이 나고 나니 전국적으로 저

희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릳

그녀는 손님들에게 장아찌의 변함없는 맛

과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보관에도 철저하

게 신경 쓰고 있었다. 장아찌는 온도에 따라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그녀는 0℃ ~

-1℃의 온도가 유지되는 저온창고에 장아찌

를 보관한다.

릲무로 만든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2~3년을

숙성해서 먹어야 맛있어요릳 정성들여 만든

장아찌를 최상의 품질로 손님들에게 맛보이

고 싶은 그녀의 욕심이 더 좋은 장아찌를 만

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릲앞으로 또 어떤 재료들로 장아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

람들의 입맛이 늘 새로운 것을 원하고 다양

한 맛을 요구하니까 연구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네요릳

머위 줄기와 브로콜리 같은 채소로도 장

아찌를 만드는 그녀는 사람들에게서, 릫어떻

게 그런 재료로도 장아찌를 만들 수 있어

요?릮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재료에 대한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새롭고 다양한 맛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다.

남편 윤강씨는 심혈을 기울여 농사를 짓

고 아내 필금씨는 정성을 들여 맛있는 장아

찌를 만들어 낸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내는 부창부수의 시너지 효과가 참새미곳간

을 풍족하게 하는 힘이다.(성필금

010-2572-1433)

취재협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새벽을 여는 기장농민 - 장아찌 연구가 박윤강 성필금 부부

장아찌에시간의가치를담아냅니다
철마대곡마을전통메주본격출하

농한기메주로농가소득올려

철마면 대곡마을(이장 송재철)의

전통메주작목반(이하 메주작목반)은

올해 들어 3년차 메주 만들기에 돌입

했다.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제배한

콩만을 사용해 공동작업장에서 2천

500여개의 메주를 만들어 건조장에

걸었다.

대곡마을은 콩 재배 면적이 1만6천

530㎡에 달하고 낮고 밤의 높은 기온

차이로 인해 질 좋은 콩이 생산돼 메

주 작업장으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

추고 있다.

특히 메주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해 만들어지는 까닭에 주민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득원이 되고 있다. 작업

장 한편에는 장을 담을 수 있는 단지

50여개를 마련해 메주 판매뿐만 아니

라 된장과 고추장 판매 등 2차 제조

판매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이곳의 단지는 보관 장소가 여의치

않은 지역민과 도시민을 위해 개당

대여도 하고 있다. 10말짜리 메주 단

지 1개에 1년 임대료는 3만원이다. 1

되 분량의 메주 1개는 2만원에 판매

되며 택배도 가능하다.

대곡마을 메주체험장은 기장군민

은 물론 부산시내와 울산, 양산 등의

도시민이 찾아와 메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마을로 조성해 메주판매

수입은 물론 관광 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전통메주 구입 및 체험 문의 송재철

010-8552-4589

제 239호 2016년 1월 4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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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일출 명소인 기장군 연화리 서암마을 앞 포구에서 지역 주민이 아침 햇

살에 오징어를 말리고 있다. 뢾배성우 명예기자뢿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지난 12월 15일 기장 관내 지역주민

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

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어딤채 나

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을 비롯해 송

정동 및 동암마을 부녀회, 기장노인

복지관굛장애인복지관굛종합사회복지

관 등 100여명이 참가해 어딤채 1천

200포기를담그고 기장관내 노인복지

관,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복지관 등 6

곳에 전달했다.

어딤채는 국립수산과학원이 2009

년에 개발해 지속적인 기술보급과 수

산물 소비 촉진을 해오고 있으며, 전

복, 멍게, 홍어, 굴 등 싱싱한 수산물

을 넣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전통

식품이다.※ 어딤채: 고기 어[魚]자

와 김치의 순수한 우리말인 딤채의

합성어 국립수산과학원(720-2010)

국립수산과학원어딤채기술보급

일 시 장 소 인 원 교 육 내 용
1월 19일
(화)

(09:50~15:00)
농업기술센터 180명

□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
□ 6차 산업 성공 사례
□ 2016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1월 20일
(수)

(09:50~15:00)
농업기술센터 130명

□ 천연살충제의 활용
□ 우리 쌀 이야기
□ 2016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1월 26일
(화)

(09:50~15:00)
농업기술센터 120명

□ 우리 쌀 이야기
□ 소통문화릫대화가 필요해요릮
□ 2016년 농업주요시책 홍보 등

1월 27일
(수)

(09:50~12:00)

정관주민자치회관
6층

소강의실
70명

□ 도시농업과 현대인의 건강
□ 겨울철 가정원예 관리 및 실습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영농을 평가하여 취약

기술을 보완하고 국내ㆍ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교류로 농업경영능력을 함양코자 2016년 새해농업인실

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농업기술교육을 희망하는

기장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6.1.19.(화), 1.20.(수), 1.26.(화), 1.27.(수)

◈ 교육대상 :농업인 및 일반인

◈ 교육내용 : 영농기술, 도시농업, 농촌자원, 2016년 농업주요

시책 등

◈ 일 정 표

※ 정관주민자치회관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95, 051-727-6006

※ 교육일정과 교육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051-709-5301,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기장군농

업기술센터)

기장군농업기술센터(7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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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마면 임기마을 전경

조선말기에 지어진 기장지역 무형의 보물

인 차성가 하서면(下西面) 조를 보면, 릲임곡

사양林谷斜陽 저문 길에 입석立石에 말을 매

고, 우리벗님 보내는데 그 아니 송정자送亭

子가 임기촌林基村에 꽃 피웠고, 백운산白雲

山에 달 떠온다. 선여사仙余寺 깊은 골에 고

적古蹟을 찾아드니릳라고 지금의 철마면 송정

리 입석마을과 임기마을의 산천경개를 소개

하고 있다. 이 중에 임기마을은 기장군의 소

재지인 기장읍과 거리상으로 제법 멀리 떨어

져 있는 곳인데, 옛날에는 울산과 동래로 오

가는 대로의 길목으로 교통의 요지였고, 선

여사로 가는 길목이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수의 불편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임

기리(林基里)는 임기마을과 임기천의 가장

깊은 골짜기의 상곡마을을 중심으로 법정리

를 이루고 있는데, 옛날에는 숲터라고 하였

다. 임진왜란 후에 숲터의 농경지를 경작하

는 농가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김해 김(金)씨 형제가 피난을 와서 정착하였

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상곡마을의 백

운산 산정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옛 기장의

제일 사찰인 선여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지

금도 그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천년정숙을 머금은 10리 임기리계곡(林基

里溪谷)

백운산과 철마산 정상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임기리계곡은예부터그

풍치가 수려하여 이름난 명소였다. 10리가 넘

는 자연수목과 함께 넓은 계곡에 큰 바위가 즐

비하여 기암괴석을 이루고 골짜기의 수정같이

맑은 물은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으로 곳곳에

깊고넓은큰용소를이루고있다.계곡의위로

올라갈수록 깊은 골짜기는태고의신비를그대

로갖추고있으며,상류쪽은계곡을막아산상

의 천지 같은 저수지가 녹음과 잡목 숲에 가려

져있다.백운산과철마산이맞닿아생긴이계

곡은 10리가 훨씬 넘는 깊고 긴 골짜기로 기장

에서 몇 남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풍광이 살아

있는 천년정숙을 머금은 곳이다.

효행(孝行)의 실천 마을 - 삼세로 이어진

효자와 효부를 모신 릫삼세사효묘(三世四孝

廟)릮

릫조선환여승람(朝鮮?輿勝覽)릮의 릫효자굛효부

조릮에 기장의 효자와 효부가 소개되어 있는데,

한 가문에 삼세로 이어져 어버이를 극진히 섬

긴 효자 김련(金鍊)굛김봉의(金鳳儀)굛김상제

(金商濟)와 효부인 강씨(姜氏)이다. 효자 김

련(1688년~1754년)은 김해김씨 청유공파(입

향조 :참봉공 휘 청유)의 11세손으로 효부 진

주 강씨의 남편으로 평소에 행실이 착하고 효

성이 지극하며, 학업에도 정진하여 학덕을 겸

비한선비였다. 그의 부친이 병이 깊어 생명이

위독하여 백약이 효험이 없게 되자 자기의 손

가락을 깨물어서 흐르는 피를 부친의 입에 흘

러 넣어 아버지를 소생시키는 등 지극한 효성

에 감복하여 나라에서 복호(세금과 부역을 면

제)와 함께 릫통훈대부사헌부감찰릮의 벼슬을

1883년에 증직하였다.

김련의 아들 김봉의(1714~1788)도 아버지

가 병이 깊어 백약으로 치료하였고, 임종시에

는 손가락을 잘라 생혈을 드렸던 일 등으로

조정에 문달되어 복호와 함께 릫조봉대부동몽

교관릮의 벼슬을 고종 20년(1883) 2월에 증직

받았다. 그리고 김련의 손자 김상제

(1740~?)는 아버지 김상제가 수년을 병중에

계시므로 지극한 효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등

의 효행이 문달되어 복호와 함께 통덕랑의 벼

슬을 증직 받았다. 효부 강씨(1681~1716)는

남편보다 나이가 세 살 많았다. 어느 날 시아

버지가 이질에 걸려 앓다가 몸이 극도로 쇠약

해져서 곧 죽게 되자, 며느리 강씨는 앞뒤를

가릴 겨를도 없이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생혈을 시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등의 효성이 문달되어 조정에

서 남편과 함께 릫숙부인릮으로 증직하였다. 할

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리고 할머니 등 삼세

로 이어진 효자, 효부를 모신 사당인 뢾삼세사

효묘뢿가 있는 임기리는 오늘날 효행실천의 본

보기가 되는 마을이다.

효자 김련이 관찰사에게 올린 상소문 - 마

을과 역의 폐단을 해결하다

효자 김련의 문집 릫임정집(林亭集)릮에서

1741년(영조 17)에 관찰사에게 올린 뢾상순상

서(上巡相書)뢿는 당시 그가 살았던 하서면 일

대의 역폐(驛弊)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으로 이 시기 기장의 지방사를 알 수 있는 주

요자료이다. 그 내용은 릲본현은 십실의 잔읍으

로서 전선이 있는데다 왜정 때문에 봉수대 2

곳과 봉산 네 곳이 있어서 폐단의 근원이 겹

쳐져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렵고, 지형이 실과

같아 남북은 20리며, 동서는 한 마장인데 또

는 20∼30보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서면에

는 단지 3개의 마을이 있는데, 서쪽은 아월로

아월역민은 방중과 상관이 없고, 북쪽은 두전

이고 남쪽은 입석인데, 서로 거리가 15리이고,

거주하는 백성은 40호입니다. 입석에는 원사

가 하나 있어, 대빈의 행차가 있으면 혹은 점

심을 먹기도 하고, 혹은 유숙하기도 하는데,

수종하는 인마가 본 방에서 밥을 가져다 먹습

니다. 이 때문에 술과 밥, 안주와 담배와 짚신,

마죽과 태초 등 물건의 수가 많습니다.…중

략… 이것이 얼마나 곤액인지, 백성들은 항심

이 없어져 모두 이산하려 하고, 말마다 살고

있는 땅이 원수라면서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

린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지방으로 도피하고

자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마을이 텅 빌 지경이 되었으니, 지금의 사

세가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략… 민

정이 위와 같은지라 어리석지만 속마음이 더

욱 솟구쳐 다시 이렇게 우러러 전달하옵니다릳

라고 효자인 김련이 구구절절 당시 마을과 역

사 폐해를 고달하여 그 폐단이 잘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효행마을의 문화자원 활용 - 임기리 선정비

와 천년고찰 선여사(船餘寺)

임기리 마을 입구 공원에는 1881년에 세운

행현감강공유후청덕선정만고불망비(行縣監姜

公裕後淸德善政萬古不忘碑)와 현감김공성뢰

청정휼민비(縣監金公聖賚淸政恤民碑)가자리

하고 있으며, 옆에는 선여사의 부도(浮屠) 1

기가같이 자리하고 있다. 신라고승 원효가 창

건하였다고 전해오는 기장의 사대사찰 중에

하나인 선여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기장 제일의 가람으로 기록되

어 있는데, 조선중기 릫여지도서릮와 릫해동지도릮

에 기록되고 표기되어 있는 선여사는 이미 그

이전 시기부터 이곳에서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종 20년(1694) 릫숙종실록릮의 기록에

동래부사 이희룡이 백운산에 성 쌓기를 나라

에건의한 내용을 보면, 산 정상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실 식수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말에는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학살로 부산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이곳에 숨어서 살았는

데, 지금도 그 당시 기도하던 곳인 공소가 잘

남아 있다.

천년고찰 선여사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임기마을은 오랜 세월 철마산과 백운산의 정

기로 모인 10리 계곡의 맑은 물줄기와 효행마

을의 문화자원이 도시문화에 젖은 이들을 기

다리고있다. 인간의 기본 덕목인 효행을 실천

한 본보기마을 임기촌은 현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효를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품을 수 있는 곳이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철마산 자락 효행실천의 임기마을

송영우

기장문화원 원장

지혜로운 삶으로 창조문화를 일구는 병신년(丙申

年)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통 도자기 중에 청자나 청화백자, 일반

백자를 비롯하여 도장의 꼭지, 서체 그리고 작은 항

아리, 연적 등에서 자연에서의 원숭이 모습과 모자

유대의 행태 등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원숭이는 십장생과 함께

장수의 상징과 자손의 번창 등 사람에게 유익함을 더

해주는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사람

과 가장 많이 닮은 영장동물인 원숭이해로 12지

(支)의 아홉 번째 동물인 원숭이(잔나비:申) 띠입니다.

릫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릮 우리 기장의 2016년은

새해 첫날부터 하늘이 준 원숭이해의 기운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

는 기장 문화융성의 길을 잡아 나가는 원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과의 소통에 근간을 두고 근굛현대 우리 삶 가

운데 형성된 과학굛첨단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기장 나름의 창조문화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는 전통에 뿌리를 둔 창조

적 문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고려 936년 원숭이해에 후삼국이 통일되었고, 미국은

1776년 원숭이해 독립을 하는 등 다른 여느 해 보다 원숭이해에 득세한 기운

의 일들이 많이이루어졌습니다. 이기운이밝아오는새해에우리기장군민가

정마다 가득하여 지혜로운 삶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

며 또한 창조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문화융성 201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새해아침

기장문화원장 신년사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선여사와 함께하다

(林基村)

옥정사 불화 3점 문화재 등재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옥정사(일광면 달음길

101, 주지 초삼 스님굛사진)가 보유하고 있는 옥정사 지장시왕도(玉井寺 地

藏十王圖), 옥정사 신중도(玉井寺 神衆圖), 옥정사 칠성도(玉井寺 七星圖)

등 3점의 불화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문에 따르면 옥정사 지장시왕도는 본존

과 권속의 배치 방식 및 적색과 청색으로 대비되는 채색에서 전통기법을 고

수하면서도 19세기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근대기 화승인 약효 계열의

특징적 기법인 몰골법이나 음영법 등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되며, 근대기 불

화로서의 도상과 화풍을 잘 보여주는 등 자료적 가치가 충분한 작품으로 평

가된다고 했다.

또 옥정사 신중도는 적색과 청색으로 대비되는 설채법 등 전통기법을 고수

하면서도 19세기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근대기 화승인 약효 계열의 특징

적 기법인 몰골법이나 음영법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근대기 불화로서의 도상

과 화풍을 잘 보여주는 등 자료적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옥정사 칠성도는 조성연대가 확실한 근대기 불화로 19세기 마곡사화파

(麻谷寺畵派)의 근대적 표현기법을 수용하면서도 전통기법을 고수하고 있

는 등 근대 불화의 도상과 화풍 및 화기의 기록방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

라고 평가했다.

초삼 스님은 릲옥정사의 불화가 문화재로 지정된 기쁨을 모든 군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릳며 릲문화재 지정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과 옥정사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릳고 말했다.

퀴즈협찬광고

○ 사람은 혼이 살아있어 생기가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습

니다.

○ 인간으로 태어날적 어떤 혼을 가지고 왔으며 어떤 인연으

로 극락과 지옥으로 왔을까요?

○ 극락과 지옥은 현실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탄생할 적 전생 업보를 가지고 현실 극락과 현실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 입니다.)

○ 사후 지옥해탈, 사후 극락왕생이 아닌 살아 현실 세계에

극락과 지옥해탈 방법을 찾으세요.

○ 인간 세상은 인연으로 맺어져서 생동합니다.

(좋은 인연, 나쁜 악연, 스치는 인연 등등, 조상, 부모, 자식,

형제, 이웃도 이중하나 입니다. 나는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살아가고 있나요? 인연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성불하시길...

○ 신의 가리굿, 열두거리 굿, 씻김 굿, 재수굿, 천도 굿, 빙의

퇴마.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 2길 12 중앙 주택 201호

(정관읍사무소 뒤 임대apt 앞)

Tel : 010-5323-8948
김법사 합장

유료광고

http:// gijangyory.com

상담전화☞ 727~8831~2

정관신도시모전리위치(정관에요리학원개원)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재직자)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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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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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광고

(船餘寺)

2016년 1월 4일(월요일) 제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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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우리 연예인들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지요. 그곳이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릳

사)한국연예 예술인협회 소속 느티나무 봉사단 호진

(본명 김호진) 단장은 2012년 연예 봉사단을 결성해 지

금까지 약 40회의 왕성한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20명의 회원들은 가수, 민요, 마술, 에어로빅 등 분야가

각양각색이다.

이들은 모두 각 분야의 자격증(협회인증)을 소유한 이

들로 10년 이상의 실전 공연 경험이 있다.

주로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등 노인 관련 시설과 장애인

단체를 위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종류의 공연을 펼치는 봉사단과는 차별되는 느티나

무 봉사단의 장점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노

래와 춤, 악기 연주, 마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중

의 호응도가 크다.

릲노인요양원 등에서 공연 말미에 어르신들이 공연을 더

해달라며 눈물까지 보일 때면 저희들도 한정된 시간이 아

쉽죠. 하지만 건강히 잘 계시면 또 오겠다는 약속을 드리

죠릳라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습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는 다짐도 하게 된다고 호진 단장은 말한다.

가수 이관직 봉사자는 릲저희가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찾아 기쁨을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도 행복을 얻어가니 봉

사가 곳 삶의 행복이죠릳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릲누구의 지원 없이 회비로 봉사활동을

펼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어려

운 것이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실직적인 봉사활

동도 하지 않으면서 지원만 많이 받는 단체를 볼 때면 속

이 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릳라며 허울만 좋은 봉사단과

눈먼 예산이 쓰이는 것을 꼬집었다.

느티나무 봉사단은 본인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하지만

행사에 필요한 앰프 등 장비와 운반비용 등은 부담이었

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독지가 임진수 씨가 봉사단 회장

직을 자처하고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봉사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느티나무 봉사단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 자신이 가

진 재능으로 봉사에 함께 하고 싶은 이들은 언제든지 환

영하고 있다.

지천명에 가수 꿈 이뤄

호진 단장은 전라도 해남이 고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불러서 가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가난한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건축업을 시작했지만 여러 번

의 실패를 맛봤다. 40년 건축업을 정리하고 기장으로 이

사와 일광면에서 부인 배오순 씨와 철물점과 목수를 하

며 살아왔다.

남편이 가수의 꿈을 실현시킨 것은 부인 배 씨의 내조

가 컸다. 이렇게 호진 씨는 지천명이 넘은 나이에 가수

의 꿈을 펴기 위해 작곡가를 찾아 노래연습과 함께 음반

을 취입했다. 연예협회에 가수로 정식 등록도 됐다.

릲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인데, 집사람으로 인해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펼

칠 수 있게 돼 행복할 뿐입니다릳라며 부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부인 배 씨는 남편이 봉사활동을 나가는 날이면 매니

저로 변신한다. 스케줄 관리에서 사진촬영, 분장까지 부

인의 몫이다. 일광면에서 잉꼬부부로 소문났을 정도다.

호진 단장은 연예협회 양산지회에 가수로 등록되면서

해오름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기장에 요양병원 등이 생겨나면서 호진 단장도

봉사활동을 기장으로 옮겼다. 또 기장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끼 많은 이들을 모아 느티나무 봉사단을 조직하게

된 것.

릲부모에게 못한 효가 마음에 한으로 남아 있어요. 어르

신들께 노래로 봉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돌아가신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분이 듭니다릳

호진 단장은 릲기장군에는 전국으로 알려진 축제와 행사

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축제 무대에 서는 가수는

대부분 외지에서 초청돼 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기장에

는 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수라고 홀대하지 마시

고, 또 많은 예산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토록 기장의 재

능 있는 연예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릳라

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봉사문의 호진 010-5495-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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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예술가를찾아서 -가수 호진과 느티나무봉사단

부모에게 못한 효가 한, 어르신들께 봉사로 풀어요
기장 지역 연예인들 무대에 설 기회 주세요

가수 호진(왼쪽사진)과 느티나무 봉사단.

지도를 펼쳐보면, 기장의 해안선은 부산의 다른 구와

는 달리 단조롭다. 섬이라고는 대변항 바로 입구의 죽

도가 유일한데, 내륙에 가까이 붙어 있어 40여 킬로미

터의 해안이 그대로 동해의 파도를 안고 있다. 그러니 거의 전 해안선이 파도에

수수억년 침식이 되어 절경을 이룰 만하다. 기장읍지에 기장6경을 원앙대, 삼성

대, 적선대, 황학대, 시랑대, 어사암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장 팔경

중 해안의 것을 죽도, 일광해수욕장, 시랑대, 임랑해수욕장 등 넷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을미년 한해 기장문인협회에서는 이 40킬로미터의 해안길을 걸으며 기장의 풍

물을 가까이 접하고 이를 상찬하는 글의 소재들을 취재하였다.

부산갈맷길의 시작은 1-1 첫 코스가 되는 장안읍의 임랑리에서 부터이다. 터키

석 닮은 연푸른빛의 아름답고 맑은 파도와 잘 정비된 눈부신 백사장을 보며 출발

하는 길인데, 초입에 국도를 건너야 하지만 곧 해안으로 내려가게 된다. 칠암, 신

평, 동백, 이천동을 거쳐 일광에 이르는 해안선은 잘 정비가 되어있고 가히 부산

의 자랑이라 할만하다. 문동, 문중, 칠암리를 거치면서 깨끗하게 말린 건어물들

을 살피고 구매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 해안이 거의 우리 발을 거쳐 지날 수

있는 천혜의 바닷길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리를 돌아 죽성리에 이르는 해안길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군

청을 종점으로 한 것도 이 길이 막혀 있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군청에서 죽성에

이르는 1차선 좁은 지방도로를 걸어보면, 수많은 차량들이 운행하여 자칫 교통사

고라도 날 지경이다. 권하고 싶은 길이 못된다. 갈맷길의 풍취는 저만큼 달아나

고 차량 매연과 위험을 안고 가야한다. 이 막힌 지점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하

지만 바닷가에 길을 설치한다면 안 될 것도 없을 것이다. 학리에서 죽성리 해안

길을 돌아 황학대에 이르러 고산 윤선도 선생의 풍취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끊어진 해안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으니 몹시 궁금하다.

일광쯤에서 1-1의 종점으로 삼고 이곳에 산재한 여러 문화유적을 살펴보는 것

도 바닷길 걷기의 색다른 소득이 될법하다. 오영수 선생의 문학비를 보면서 해순

이의 갯마을 사랑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어 본다거나, 삼성단에 올라 일광해안

의 평온한 정취를 맛보던 옛 어르신들의 싯구를 읊조릴 수 있다면 단연 바닷길

걷기의 또 다른 소득이 될 것이다. 또는 학리로 들어가서 일광만을 포근하게 감

싸 안은 해안선과 달음산 주변의 나지막한 산들을 바라보는 경관도 가히 일품이

다. 일광해수욕장 주변을 한창 개발을 하고 있으니 이곳이 기장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일광에서 출발하여 학리에서 죽성리에 이르는 해안을 돌아 해운대의 문탠로드

에 이르는 부산갈맷길 1-2길을 설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죽성에서 대변리까지 이르는 길은 지방도가 해안을 달리고 개인 소유의 집들

이 해안을 내놓지 않아 이 좁은 찻길을 한동안 걸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언제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닷길만은 내어주면 좋지 않을까? 애초

에 개인소유로 넘겨주지 않고 잘 지켰더라면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안길

이 되었을 터인데 아쉬움이 크다.

대변항은 잘 정비된 상점들과 깨끗한 어항의 맑은 물이 자랑이다. 지난 봄 멸

치축제 때는 너른 대변항에 쓰레기 한 점을 볼 수 없어 깜짝 놀랐다. 동민들이 힘

을 합치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기장의 해산물들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죽도로 건너가는 구름다리는 산뜻하고 그 위에서 대변항을 바라보는 풍치는 그

림처럼 아름답다. 최근에 해안이 잘 정비가 되어 한결 깨끗해졌다.

대변에서 연화리를 거쳐 시랑리로 가는 해안길은 기장 해안길의 백미라 할만

하다. 연화리에서 원앙대로 가는 길은 단조롭기도 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이 너절하지만 오랑대를 거쳐 동암에 이르는 길은 해조음을 들으며 숲 속을

걷는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동암 마을로 돌아들면 앞으로 멀리 해안의 끝

자락 시랑대와 해동용궁사가 보인다. 여기는 그야말로 잘 알려진 관광지로서 언

제나 번잡하다. 이 일대는 아주 넓게 기암들이 펼쳐져 있는데 바닷길이 막혀 용

궁사를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절을 통해서 시랑대로 가려하면 담이 막아

선다. 용궁사 외곽을 돌아 나가면 철문으로 막아두어 갈 수 없고 그 옆의 계단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왼편으로 오솔길이 보인다. 절담을 끼고 걸어가다 끝부분에

시랑대로 내려가는 길이 불안하게 놓여 있다.

시랑대에 오르면 가히 아름다운 시편이 솟아날 것 같다. 바위의 각자 들이 완

연하다. 귀양을 사는 동안 이곳을 드나들면서 많은 선인들이 자연을 상찬했음을

알 수 있다. 너른 바위 아래로 시퍼런 물결이 출렁거리는데 아찔한 기운에 현기

증을 느낄만하다.

시랑리로 가는 시랑산은 나무 사이로 가파른 절벽 아래 포말을 일으키는 하얀

물결이 보이고 산을 걷는 아기자기함이 색다른 맛을 불러일으킨다. 산등성이를

돌아서면 멀리 해운대의 끝자락이 보이고 눈 아래로 공수마을의 고요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저녁때라면 바닷물에 비친 윤슬에 눈이 부실 것이다. 눈앞에는 동부

산관광단지의 정비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공수리는 한적한 바닷가 한적한 마을이 아니라 동부산관광단지의 중심에

서 동해바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의 쉼터가 될 것이다. 아담한 포구에 걸맞

지 않게 큰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수많은 청정해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건너편 솔밭 등성이를 오르면 바위 사이사이 해국이 지천으로 널려있다. 여기를

돌아 건너다보이는 송정항 옆 송정천이 기장군의 경계가 되어 있으니 공수마을

은 기장군의 남쪽 끝 마을인 셈이다.

지도상으로 보면 길게 단조로운 해안으로 보이지만 기장 해안길 100리를 걸어

보면 아기자기한 바닷길을 만나게 된다.

해안의 바윗돌은 수 억 년 파도에 씻겨 아름다운 경관으로 남아 있어야 할 소

중한 보배이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덮어버린다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되, 사유화 된 해안도 되찾아서 영원히

후대에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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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교장

(부산직업전문학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해가 바뀔 때

마다 늘 갖는 바람이지만 2016년에는 기

장사람들이 웃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좀 더 고민해본다. 어떻

게 해야 더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까? 행복해지는 방법에 관한 무수히 많은

책을 읽으면 그 해법이 나올까굩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몇몇 부분을 우

리는 주목한다. 릫좋은 일자리릮도 그에 해당

한다. 릫너 요즘 뭐해? 어디 다녀?릮라고 물

었을 때 흔쾌히 대답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직장이나 지금 하는 일 때문에 크게 불행

하진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 혹자는 릫최고

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릮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가

나 지자체도 이 명언을 실천하기 위해 여

러 노력을 기울인다. 문제는 일자리 상황

이 탐탁하지 않다는 것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

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58.2％

(전국평균 62.9％)와 47.7％(전국평균

60.9％)로 전국 평균에 뒤떨어지고 있다.

반면, 실업률(3.3％)은 전국 평균보다

0.1％ 높았다. 여성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굳이 어려운 통계를 들이밀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을 잠시만 둘러보면 일자리 문

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곧 민생 문제다.

기장군 등 지자체는 구인구직자 만남을

정례화 하고, 일자리 개척에 적극 나서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

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미스매치 해소, 청년과 여

성일자리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점

찾기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고용 없

는 성장과 지속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일자리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기장군에서는 이 같은 어

려운 일자리 문제를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 풀어보자는 시도가 일고 있다. 지난

달 15일 첫 활동을 시작한 기장군노사민

정협의회는 자주 만나 효율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

리창출과 청년일자리창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 중장년일자리창출, 사회적경

제 중간지원기구설립, 지역 노사갈등예방

조정 등 지역이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사무국체제구출과 역량확보도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내 전문가 그룹육성과 지원도 요구된

다. 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기업체, 구직

자,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모아야 하는 문제다. 기장

군노사민정협의회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기장지역은 특성상 일자

리창출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한

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과 기장

지역의 산업단지와의 교류로 일자리창출

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기장의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실

업자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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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선

(당시 만 15세, 여)

실종일자 : 2015. 5. 28(목)

실종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신체특징 : 키 156cm, 몸무게 48kg, 커

트머리, 오른쪽 손목에 봉합한 자국이

있음. 회색 후드티, 남색 트레이닝 바지

김주란

(당시 만 47세, 여)

실종일자 : 1999. 12. 3(월)

실종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신체특징 : 키 165cm, 체중 55kg, 지적

장애 2급 착의불상

김광헌

(당시 만 68세, 남)

실종일자 : 2008. 8. 25(월)

실종장소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체특징 : 얼굴에 버짐이 많음, 왼손

엄지 한마디 절단, 중풍으로 걸음걸이

가 불편함, 정신장애, 흰색 단발머리,

키 170cm, 체중 65kg , 검정색 긴바지,

흰색 운동화, 체크무늬 티셔츠

우정선

(당시 만 5세, 여)

실종일자 : 2004. 9. 19(일)

실종장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신체특징 : 키 125cm, 체중 20kg, 앞니

아랫니 1개 빠짐, 평발,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타고 있었음, 통통한 체격

흰색 민소매 티셔츠, 흰색 바지

이근로

(당시 만 17세, 남)

실종일자 : 2001. 1. 14(일)

실종장소 :전남 담양군 무정면

신체특징 : 키 160cm, 지적장애, 팔에

꿰맨 흉터, 검정색 짧은머리, 회색 티

셔츠, 흰색 운동화

박효남

(당시 만 0세, 남)

실종일자 : 1984. 11. 1(목)

실종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역

신체특징 :특징없음, 착의불상

김도연

(당시 만 15세, 남)

실종일자 : 2001. 1 .29(월)

실종장소 :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한국콘도

신체특징 : 키 152cm, 긴 얼굴형, 지적

장애 1급, 눈동자 초점이 흐림, 이가 고

르지 못함, 머리 우측 두피에 10cm 가

량의 흉터 빨간색 티셔츠, 회색 츄리

닝, 검정색 파카, 흰색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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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자율

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 긴장상태가 오래 유지되면서 불면이 올 수도 있고, 심한 기

분저하로 인한 우울증의 증상의 하나로 불면이 올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

는 일차성 불면증도 있습니다.

55세(여) 김모씨는 1달 전 부터 팔다리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고 2주전부터는

잠을 편히 못자는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

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고 종합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받아도 특이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면담 시에는 잠들기도 어렵고 새벽3-4시 정도에 깨

면 잠이 다시 들기도 어렵고 계속 신체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전문의와의 면담이 수차례 진행되자 마음 속 깊이 있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자기주장 한번 못하고 위축되어 지냈고 몇 달 전 부

터는 남편과 거의 얘기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개인사업을 시작

하게 되어 남편의 퇴직금 모아 두었던 자금을 빌려 주었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

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말벗이 되어주던 딸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온몸이 아프고 소화불량과 불면증이 있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

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김모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마음속에 담아두

었던 얘기를 하게 되었고 우울감에 대한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된 이후로 2~3주정도

지나자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게 될 수 있었

습니다.

우울증은 매우 흔한 정신과적 질환이며 평생 유병률은 남성에서 5~12％ 여성에서

10~25％로 높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늘고 있는데, 주요 우울증, 조

울증, 입시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우울증, 가면성 우울증(주위에서 보기에는 활달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울감이 두드러짐), 출산 후에 나타나는 주부들의 산후 우울

증, 노인들의 우울증(신체증상, 기억력저하 등이 두드러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우울증은 거의 매일 또는 하루 내내의 우울감, 현저히 감소된 흥미, 체중변

화, 불면, 피로감, 무가치감, 집중력감소,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을 보

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우울증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신체

증상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가 저리고 아프다 소화가 안되고 구역 구토 과민성대장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

니다.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 등의 생리적 각성 현상을 보여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

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자

신의 속마음을 표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표현하는 대신 몸으

로 자신의 힘든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 흔합니다.

또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중 하나이기도 한 불면증이 요즘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

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면습관으로 여러 수면장애에 노출되어 있습니

다. 수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무기력감, 집중력저하 등이 올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

동을 하는 것도 불면증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울증 또는 불안(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에서 오는 것인지를 진단하여 근본

적인 치료에 맞는 약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면제만을 복용하여 내성을 키우고 약

을 끊기에도 힘든 상항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수면제

만 복용하는 것보다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는 충분히 쉬고 비타민C 및 수분 등

영양섭취를 잘하면 대개 회복되지만 심한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

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통한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듯이 경한 우울감은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노력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심한 우울증과 그 대표적 증상 중의 하나

인 불면을 보인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학칼럼

마음의감기라할수있는

릫불면과우울증릮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윤성욱

지인의 소개로 김장나누기 행사에 봉사자로 동참하였는데, 기장에 많은 봉사

단체와 단원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는 한 봉사

에 열심히 동참해야겠습니다. 권경희(기장읍 차성서로)

놀면서 과학의 원리를 익히는 국립부산과학관이 개관되어 기쁩니다. 첨단 기

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김혜민(일광면 삼덕길)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상상력을 키워줄 안데르센 극장 개관을 축하드

려요. 우리가 알고있는 안데르센의 동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박민지(기장읍 차성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지역 최초 릫안전관리 우수연구실릮인증을 축하하며 방

사선 치료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배준(기장읍 차성서로)

독자마당의 릫나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기로 했다릮를 읽고 쓴 독후감을 보

고 나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많은 독자들의 이야기가 실렸으면 좋

겠어요. 임병진(정관읍 정관5로)

작은 지면을 할애해 릫우리말 다듬기릮란 코너를 쭉 이어가고 있음에 감사합니

다.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영어로 표현해야 유식하다고 느끼는건지...우

리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정종연(정관읍 정관5로)

릫진로칼럼릮에서 사라지는 직업, 트렌드에 따른 직업과 능력개발 등의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선주(정관읍 산단2로)

릫인문학릮 하면 왠지 거리감이 느껴져 쉽게 접근하기 힘든 과목으로 생각했는

데, 기장군보와 함께하는 인문학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홍애순(정관읍 모전1길)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대화를 나누

다가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카톡을 보내고 게임을 하는 등 우리는 은

연중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

러나 나는 물론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로 릫혼자릮가 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

워한다. 하지만 살다보면 혼자여야 할 때

가 오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해야 하

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친구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던

시기를 지나서일까. 릫혼자있는 시간의 힘릮

이라는 책의 제목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

다.

이 책에서는 릫무리 지어 다니면서 성공

한 사람은 없다릮고 강조하며 발전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 설명한다.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얽매이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필요

한 순간에는 교제를 끊을 줄도 알아야 한

다며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다고 따끔하

게 조언한다.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전

한 릫나릮로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게 되어

개성과 성격을 상대방에게 맞추기 때문이

다. 그래서 릫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릮이

필요하고 그것이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

온다는 말에 공감됐다.

특히 이 책의 릲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는 세상에 자기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릫나만은 내편릮이라

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한다.릳는

구절이 와 닿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결국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

뿐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혼자만

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지만 때로는 릫혼자릮라는 즐거운 고독의 시

간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미래에 다

가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좀 더 단단한 릫나릮가 될 수 있기를 바

란다.

강경태(기장읍 차성로)

■특별기고

기장군노사민정협의회에거는기대

하상철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

올해 6월 22일 제정된 릫노후준비 지원

법릮은 6개월 후가 되는 지난 12월 23일 시

행됐다. 제정법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

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

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

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

은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

이 부족한 현실이다.

릫노후준비 지원법릮에 따르면 국민연금공

단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노후

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

의하고, 진단굛상담굛교육굛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

까지 약 250만 명(상담 51만 명, 교육 211

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였고, 공단에서 운영하

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릫내연금릮(http://

csa.nps.or.kr)에는 연간 300만 명이 방

문하여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릫노후준비 지원법릮에 따라 서비스 제

공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만큼 공

단은 그간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

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

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는 릫노후

준비 지원법릮에 따라 기장군 지역노후준

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 지역센터를 방문

하는 고객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하

여 진단굛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관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족한 분야에 대

해 건강보험공단굛보건소, 노인인력개발

원,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역별 전문기관으로 적

극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기장군

지역 주민들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관기관 투고

국민의행복한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함께합니다

릫혼자릮라는즐거운고독을두려워하지말자

■와글와글 독후감 - 릫혼자있는 시간의 힘릮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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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어촌체험프로그램 중 선상낚시를 체험하고 있는 방문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아이들의 방학은 엄마들의 개학. 빈둥거리는 아이를 그냥 두자니 불안하고, 학

원으로 뺑뺑이 돌리기에는 안쓰럽다. 뭔가 알찬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뾰족

한 아이디어는 없고…. 이럴 땐 아이와 함께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자. 기장군에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곳들이 곳곳에 있다

손 시렵고 엉덩방아 찧어도 릫하하호호릮

지난 2011년 처음 개장한 철마 릫추억속

의 얼음썰매장릮이 어느덧 여섯 해를 맞아

지역사회 겨울 놀이문화공간의 역할을 톡

톡히 하고 있다. 그간 이용객의 입소문을

타 방학을 맞는 한겨울이 되면 아이들은

썰매장이 개장하길 손꼽으며 기다릴 정도

라고. 미나리를 수확한 유휴농지에 물을

뿌려 만든 자연동결 썰매장으로 대단한

시설의 놀이공원에 비해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추운 겨울 가족과 함께 부담 없

지만 신나는 추억 만들기에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기장군은 철마면 체육공원 앞 철마천에

서 12천㎡ 규모 전통 썰매장을 오는 1월 8

일부터 2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철마

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운영하는 썰

매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

시30분까지이며 이용에 필요한 전통썰매

를 비롯한 놀이기구는 현장에서 저렴하게

대여한다.

운영주관 측에서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

면 올해는 삼한사온이 뚜렷하여 운영 중

에도 기온이 상승하면 썰매장이 녹아 일

시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기

상상태에 유의하여 이용을 당부했다.

작년 썰매장 이용객은 3만3천 명이 넘

었으며 금년에도 무난히 넘을 전망이다.

유아, 유치원생, 청소년, 부모, 조부모까지

함께 어울려 썰매를 체험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화합과 소

통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문의

철마면사무소 709-5292

살아 있는 교실, 바다에서 추억과 배움

을 얻다

바다는 누군가에게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친근한 휴식처이기도

하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기도 하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삶의 현장

을 체험할 수 있는 어촌 체험마을은 전국

97곳 중 부산에는 3곳이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기장 공수어촌체험마을이다.

2001년 어촌체험 시범마을로 지정된 공

수어촌체험마을에는 해조류 말리기, 지압

산책로 뿐 아니라 바닷가에서 직접 전통

어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후릿그물 체험,

해녀체험, 조간대 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

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단

체로 많이 찾는다.

프로그램은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데 1∼2월에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

가 고기를 잡는 선상 낚시체험, 선장이 미

리 투망해 놓은 통발을 직접 바다로 나가

서 걷어 올리고 어획된 생물들은 바다에

서 직접 맛볼 수 있는 통발체험, 공수마을

앞바다에서 용궁사, 송정주변, 청사포 앞

까지 모두 돌아볼 수 있는 어선승선체험

등을 운영한다. 이 외의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일정은 홈페이지 gongsu.

seantour.com을 참고하면 된다

쉽게 접해보지 못한 바다생물들을 보며

아이들이 바다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호

기심을 가질 수 있는 값진 체험은 홈페이

지나 전화상으로 예약 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 723-1919

한국의 에너지 발원 역사를 알아보자

고리원전 홍보관인 릫에너지팜릮은 1978

년 7월 발전소 내에서 문을 열었다. 2007

년 4월 현재 위치인 본부 입구에 기존의

4배 규모로 확장해 이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1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특

히 중국 터키 요르단 등 18개국에서 외

국인 1200명이 방문해 국내 원전 수출길

을 텄다.

1층 에너지관은 거중기에서 날틀, 풍차,

열기구, 자동차, 우주왕복선과 인공위성까

지 에너지를 이용한 도구를 직접 체험하

고 작동할 수 있다.

피라미드, 물레방아, 에디슨의 탄소전구

등 인류의 에너지 이용을 직접 확인하는

오브제 코너도 마련했다. 세계전기의 역

사, 한국전기의 여사, 생활 속의 전기 이

야기 등을 알 수 있는 에너지 터널과 수력

굛화력굛원자력굛신재생에너지 등을 모형과

각종 실험도구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에너

지 테이블도 눈길을 끈다. 전기가 불안정

하게 공급되던 1950년 고리지역의 가정집

을 재현해 놓았다.

고리원전 주변의 지역문화 명소를 파노

라마로 보여주는 전이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관람 포인트다.

2층 원자력관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계획

에서 관리까지 원자력발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생활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과 방사선 투과율 체험도 가능하다.

또 각종 게임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을 공

부하는 코너도 있다.

멀티공연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최신 영

화 상영, 문화공연 등을 한다. 문의

726-2848

신나는겨울방학, 다양하고알차게즐기세요

릫2016 철마얼음썰매장릮이 오는 1월 8일부터 2월 초까지 철마면 연구리 철마체육공원 앞 하천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고리원전 홍보관 릫에너지 팜릮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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