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기장군보 / 월간 긿비매품 / 발행인 : 기장군수 / 발행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우편번호 46077) / 군보편집실: 전화 709-4071~4 FAX 709-4079 / http://kijang.go.kr / 인쇄

제254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7년 4월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릲 릳

기장멸치축제에 인기프로그램 중 하나인 릫맨손활어잡기릮에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기간 중 흥겨운 무대공연이 펼쳐지고 있다(위 왼쪽 사진). 축제 기간 중 미역 다시마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무료로 맛보기 위해 긴 줄이 이어

졌다(위 오른쪽 사진). 대변항 부두에서 갓 잡은 멸치를 털기 위해 어민들이 분주하다(아래 사진).

기장멸치축제 4월 21일(금)~23일(일) 기장읍 대변항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 4월 7일(금)~9일(일) 일광면 이동항

제21회 기장멸치축제

기장의 대표적 축제인 릫기장멸치축제릮가

4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사흘간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봄철 기장군에서 잡히는 멸치는 산란기

에 달한 길이 10~15cm의 왕멸치로 지방질

이 풍부하고 살이 연해 많은 사람들이 멸치

회를 즐기러 대변항까지 발걸음을 한다. 기

장멸치축제는 수산물을 주제로 한 전국 최

초의 축제로, 멸치의 전국적 홍보와 수산식

재료를 활용한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으며 이후 수산물을 활용한 축제들이 많이

생겨났다.

기장멸치축제는 기장군이 가진 천혜의

해안 경관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상

품으로써 특유의 봄철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아 축제기간을 전후한 한 달 동안 약 100

만 명의 외부관광객들이 축제중심인 대변

항을 찾으면서 명실상부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기장멸치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

제는 21일 금요일 11시 풍물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생멸치 및 특산품대전, 해산물마

술쇼, 플라이보드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7시부터 릫제21회기장멸치축제릮의

개막식과 더불어 화려한 축하공연이 축제

의 열기를 고조시킨다. 22일 토요일과 23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멸치털

이 체험, 어업 지도선 승선 운항 체험, 맨손

활어잡기, 미역 채취 체험, 소망터널 등 기

장멸치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와 볼거리를 마련해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축제장 인근의 대변초등학교에서 에어바운

서 놀이터, 생활공예, 전동글라이드, 연날

리기, 에어로켓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프로

그램을 준비해 가족단위 방문객의 만족도

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축제의 백미는 멸치회 무료시식과 루미

나리에 연출이다. 무료시식회는 3일간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기장사람들의 훈훈한 인심이 담긴 싱싱하

고 맛있는 기장멸치회를 무료로 맛볼 수 있

다. 또한 밤에는 대변항을 루미나리에로 단

장하여 은은하고 이국적 분위기를 띠는 빛

의 항구로 변신시켜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

거리를 제공하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규모

가 3배 늘어난 루미나리에 거리를 연출한

다고 한다. 또한 매일 밤 진행되는 해상 불

꽃쇼는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

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해마다 국내굛외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먹거리 축제의 원조

인 기장멸치축제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릳고

말했다. 이어 릲많은 인파 방문으로 교통 혼

잡 예상됨에 따라 토굛일 양일간 동해선 복

선전철 오시리아역에서 대변항까지 셔틀버

스를 운행할 계획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 한

다릳고 전했다.

축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과

709-4502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721-4063으로 하면 된다.

제8회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

릫제8회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릮가 4월 7일

(금)부터 9일(일)까지 3일간 기장군 일광

면 이동항 일원에서 열린다.

기장 미역굛다시마 축제는 기장미역다시

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지역 대표 먹거리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2010년부터 매

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릫건강한 바다의

오감만족굩 기장미역굛다시마릮라는 슬로건

아래 4월 7일 풍어제를 시작으로 기장군 홍

보대사 박구윤 팬사인회, 전야제 행사로 축

제의 시작을 알린다.

맛이 빼어나 예부터 궁중의 진상품으로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기장미역굛다시

마는 조류의 상하운동과 영양염류의 수직

순환이 활발한 청정기장 앞바다에서 양식

돼 항산화굛면역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독, 항암, 강

압, 변비, 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효능이 있

는 우수한 식품이다.

축제내용으로는 전통낚시체험을 비롯해

미역굛다시마를 직접 만져보고 캐서 가져갈

수 있는 생초 캐기 체험, 해초비빔밥굛미역

국 무료시식회 등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참여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축제 2일차와 마지막 날에는 길놀이, 수

산물 깜짝 경매와현장노래자랑, 미역굛다시

마 문화공연 및 축하공연, 미역다시마 달인

을 찾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축

제에 흥겨움을 더할 것이다.

아울러 전야제 공연에는 박구윤, 김진 등

이 출연하고 축제 2일차 축하공연에는 김용

임, 이애란, 박우철 등이 출연, 축제 3일차

의 KNN 룗쇼굩 TV유랑극단룘 녹화에는 신

유, 홍주영 등 인기가수가 출연해 축제를

더욱 빛내줄 예정이며 2일차의 마지막을 화

려하게 장식해 줄 불꽃쇼를 통해 축제장을

찾는손님들에게아름다운기장바다를마음

껏 감상할 수 있는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한편, 4월 8일~9일(10:00~17:00) 동해선

일광역에서 이동항 입구까지 무료셔틀버스

를 운행할 계획이다.

축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과

709-4612,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추진위원

회 721-48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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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부산시해양산업조사

부산광역시 주관 2016년 기준 부산해양산업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조사목적 :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해양산업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
○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해양산업육성조례 제18조 및 시행

규칙 제6조
○ 조사대상 : 해양산업분류에 의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해양 관련 사업체
○ 조사기간 : 2017. 4. 14 ~ 5. 12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산업의 종류 및 비중, 매출액 등 17

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조사

▷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할 경
우 적극적 협조 바랍니다.

기획청렴실(709-4031)

2017년 4월 3일(월요일)제254호

도시농부학교교육생모집

□ 교육기간 : 2017. 4. 18 ~ 11. 21/매주 화요일 16:00~18:00
□ 교육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아카데미관 대강당 및 실습장
□ 모집인원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둔 기장군민 50명
□ 교 육 비 : 무료
□ 교육일정

회차 일자 시 간 장 소 교 육 내 용

1~10
4/18
~7/4

16:00~
18:00

대강당 및
실습텃밭

개강식 및 지속가능한 삶과 도시농업의
이해
텃밭농사의 기초, 텃밭설계, 이랑 만들
기, 멀칭, 작물 선택하기, 씨앗 뿌리기,
웃거름 주기, 박과채소 유인하기 등

11~21
7/11
~9/26

16:00~
18:00

조리실 및
대강당,
실습텃밭

천연농약굛액비 만들기
잎채소 수확하기,
친환경 병충해 방제, 곁순따기 등

22 10/10
13:30~
16:30

실습텃밭 농기구 및 농기계 사용법

23 10/17
16:00~
18:00

실습텃밭 웃거름 주기, 무순 솎기, 병충해 방제

24 10/24
08:00~
18:00

미정 현장교육

25~27
10/31
~11/14

16:00~
18:00

실습텃밭
및 대강당

고구마 수확, 웃거름 주기, 병충해 방제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침, 하반기 농사
평가 및 종강

28 11/21
14:00~
18:00

조리실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수료식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수업에 따
라 재료비 등 소정의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4. 3(월) ~ 4. 14(금)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및 방문접수)

○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유사교육 수강생은 확인 후
신청제한

○ 전화접수 후 신청서는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신청서 제출기간 : 2017. 4. 14까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
//gijang.go.kr/kjagri/andex.jsp)

□ 접수 및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709-5491~3)

릫찾아가는녹색생활실천교육릮 일정

□ 교육개요

○ 기 간 : 2017. 4. 4(화)∼6. 2(금) 14:00∼17:00

※ 매주 화, 목, 금요일 위주

○ 장 소 : 기장군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46개소

○ 교육내용

- 실내식물의 기능, 재배법 및 관리요령과 공간배치

- 관엽류, 난류, 다육식물 등 종류별 화분갈이 요령 교육

및 실습

- 유용미생물 활용방법 교육 및 홍보 등

□ 4월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우천 등 날씨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709-5493)

순번 일 자 소재지 아파트 단지명

1 4. 4(화) 정관읍 정관동일스위트1차

2 4. 4(화) 정관읍 한진해모로

3 4. 6(목) 정관읍 정관동일스위트2차

4 4. 6(목) 정관읍 정관LH4단지

5 4. 7(금) 정관읍 동원로얄듀크1차

6 4. 7(금) 정관읍 가화만사성정관타운

7 4. 11(화) 정관읍 정관롯데캐슬2차

8 4. 11(화) 정관읍 정관휴먼시아1단지

9 4. 13(목) 정관읍 정관동일스위트3차

10 4. 13(목) 정관읍 EG더원3차

11 4. 14(금) 정관읍 정관LH5단지

12 4. 14(금) 정관읍 정관휴먼시아2단지

13 4. 18(화) 정관읍 동원로얄듀크2차

14 4. 18(화) 정관읍 EG더원1차

15 4. 25(화) 기장읍 내리휴먼시아1단지

16 4. 25(화) 기장읍 교리주공아파트

17 4. 26(수) 기장읍 현대아파트

18 4. 26(수) 기장읍 이진캐스빌

기장군 농업굛도시농업 관련 사업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문의 및

접수처
기타사항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지소재지)

읍굛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7. 2. 1 ~ 4. 28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밭농업직불금
(농지소재지)

읍굛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7. 2. 1 ~ 4. 28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산지한방약초텃밭

분양

도시농업

힐링팜공동체

(대표 박무용

010-3174-5282)

- 재배시기 : 5월부터 재배가능

- 위 치 : 장안읍 장안리 산71-23

- 1인당 30평, 2년사용, 분양금 10만원

- 더덕, 장뇌삼, 산양삼, 하수오 등 본

인부담금 있음

행사굛창업용

국화분재 만들기

행복체험

텃밭공동체

(윤철호

010-4586-9911)

- 신청기간 : 2017. 3. 1 ~ 4. 10

-교육무료, 재료비 등 본인부담금

20％

- 교육장소: 철마면 와여리

고래들 교육텃밭

분양

기장군농업

경영인연합회

(김외복

010-8401-5254)

(장유성

010-2803-7380)

- 가구당 23㎡(약7평), 분양금 7만원

- 위 치 : 정관면 예림리 143-1번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합회 문의

도시양봉

기초반 수강생

모집

기장도시양봉

공동체

(사무국장

이남우

010-2455-7892)

- 신청기간 : 2017. 4. 1. ~ 4. 7.

- 교육장소 : 철마면 웅천리 소산마을

- 모집인원 : 12명

- 교육기간 : 4. 8.부터 매주토요일

10:00 ~

※ 자가용 보유자만 가능

기장군 릫2월(2.1~2.28)릮 신규공장

회사명 전화번호 공장대표주소 생산품
최초
등록일

(주)디아이씨
051-

728-59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801
자동차용
고무부

2017-02-07

(주)케이에스티
플랜트

051-
727-5045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20

기계부품,
밸브

2017-02-06

동명테크
051-

727-12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7로 7-15
철구조물 2017-02-21

엠티엠
051-

317-304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20
밸 2017-02-07

영석기업
070-

4194-22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801
자동차용
고무부품

2017-02-07

해마로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청원길 8
목재가구 2017-02-15

농업굛도시농업사업신청안내

릲총체적안전점검필요한원전릳

3월 22일 오후 고리원자력발전소 회의실에서는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한 릫고리 3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현상과 관련한 설

명회릮가 열렸다.

고리3호기격납건물부식발생과 소포제 사용관련점검실시
릲국내 원전 전문가의 안전검사도 중요하

지만 해외 원전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필

요합니다릳

지난 3월 22일 오후 고리원자력발전소

회의실에서는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

원, 주민대표가 참여한 릫고리 3호기 격납

건물 철판 부식현상과 관련한 설명회릮가

열렸다.

기장군수는 고리3호기 격납건물에서 철

판이 부식된 것을 발견하고 안전점검을

한 국내 원전 전문가와 한수원의 셀프점

검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신뢰하

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에 릲국

내 원전 전문가의 안전검사도 중요하지만

해외 원전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가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

다릳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은 릲고리 3호기

가 가동한 지 33년이 되도록 격납건물 내

부 철판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릳며 고리원전의 허술

한 안전점검과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질타

했다. 이승우 기장군의원도 릲고리 3호기

철판 부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

다릳며 릲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원전에 대한

주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릳고 지적했다.

박용주 이장단장은 릲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이 해수 염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릳며 릲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해

야 한다릳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릲원전 격납건물은 두께 1.2ｍ 규모 철근콘

크리트 건물로 구성돼 있어 안전성이 확보

돼 있다릳며 릲철판 부식면적이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0.1％에 불과하고 원전 주

변에 운영 중인 환경방사능 감시기에서 그

동안 비정상적인 수치도 보이지 않아 원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릳고 해명했다.

노 본부장은 릲국내 원전 기술은 이미 세

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릳며 릲격납

건물 내벽에 설치한 철판에 부식이 생긴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

못된 일이고, 앞으로 원전 안전점검도 더

욱 강화하겠다릳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

월 17일 격납건물 철판 부식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최근 고리 3호기 격납건물 내

벽에 설치된 두께 6㎜ 규모 철판 6064곳

을 점검한 결과 두께가 감소된 127곳을 발

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장군은 28일 오전 10시 30분께,

기장군의회 의원과 기장군 민간환경감시

위원 등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해최근 5년간배수구바닷물(냉각수) 거품

제거에 사용한 디메틸폴리실록산(DMPS)

소포제 사용 실태와 원전주변 해양 환경

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기장군수는 고리원자력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존재하는 만큼 안전과 환경 문제

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늘 불안해 할 수밖

에 없음을 강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주

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우려했다.

특히 릫해양환경관리법릮 상에 유해물질로

지정된 DMPS 소포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은 전적으로 한수원의

잘못임을 지적하고 향후 지역 환경에 영

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용역을 해서라

도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는 릲지난해 8

월 이후 고리본부 모든 발전소는 소포제

사용을 즉각 중단해 현재는 사용하지 않

고 있다.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관련법규 준수를 위한

일체점검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해외사례 반영과 거품방지막 3

중화 설치도 검토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군은 원전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우

려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상대로

릫주민굛기장군 및 군의회 대표가 공동 참여

하는 현장조사릮를 요구해 22일에 설명회

가 열릴 수 있었다. 기장군은 원전 중요

안전설비의 세심한 관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객관적, 과학적 원

인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원전사고대비주민안전과보호조치

원전방재체계구축협약체결

기장군은 3월 3일 울산 태화강생태관에

서 경주시, 울주군과 함께 원전방재체계 구

축을 위한 릫실무 협업 협약서릮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동

남권역 원전소재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

조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원전사고 대비

주민안전과 보호조치 기반 조성을 위한

공통 현안 과제들을 상호 협업하기 위해

체결했다.

공통 현안에는 각종 △교육굛훈련굛홍보

△방사능방재 시설ㆍ설비 확충 △방사능

방재 장비굛물자 확보 △환경방사선 감시

△원전안전 관리 분야 등이 있다.

지난해 기장군은 릫고리와 신고리 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릮에서 울주군과 상호

협력하는 등 고리지역 원전방재 협업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릫원전 최인접 지역

(5km내)의 세대별 실내비상 경보방송망

구축을 위한 사업자 시행 요구 건릮을 원전

소재 5개 시장굛군수 협의회(제19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릫16.09.07) 안건

으로 상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직접 건의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게 추

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업으로 공동방재체계 구

축에 필요한 예산사업을 사업자 지원사업

으로 할 경우에는 지자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서로 협

의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장군ㆍ경주시ㆍ울주군에서 각

각 운영하는 릫통합 환경방사선감시망릮측정

차량에 대한 장비의 신뢰성 확보와 재난

대비 현장방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례적으로 합동 환경방사선 탐사를 지역

별 순회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및 안전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

이드된 정책들을 상호 공통 마련하여 추

진하기로 하였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동남권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

구밀도가 높아 대규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환경

공단(경주 방폐장)과 한수원(주) 본사가

위치하는 릫경주시릮가 금년부터 원전방재

실무 협업에 동참한 것은 동남권 원전소

재 지자체의 방재역량을 배가시킴은 물론

원전지역 주민안전 및 보호에 내실과 방

재정책에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릳고

강조했다.

기장읍은 제 삶의 고향이면서 92년 8월

기장읍에 초임 발령을 받은 공직의 고향이

기도 합니다. 20여년 만에 높아 보였던 읍

장으로 임명되어 다시 근무하게 돼 설레면

서도 기쁜 마음이었지만 잘해야 한다는 걱

정도 많이 되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기장읍은 인구가 늘어가는 것에 비해 읍

자체가 안정적인 것은 깊은 역사와 더불어

역동적인 도시와 안정감 있는 농어촌이 공

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장읍 행정

을책임지는읍장으로서지역민들과호흡을

함께하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며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이 공감하는 봉사와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읍사무소 전 직원은 민원인을 내 부모

내 친척 같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추구

하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

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복

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이미지 조성입니다.

기장시가지는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이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청소문제, 교통문

제 등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선의 개통으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기장시장 등을 찾고 있습

니다. 주민과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직원들의 시

가지 구석구석 순찰과 환경정비에 전념하

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해 일반쓰

레기를 버릴 때 규격봉투에 담아 집 앞 또

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내 집 앞과 마

을진입로 청소

는주민들의자

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

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

한기장읍을만

들기위해시가

지와 마을주변

방역활동과 시설물 안전점검도 만전을 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읍사무소의 행정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

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민들이 필

요로 하고 불편해하는 사항에 대해 귀담아

듣고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행정

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민들과 소통이 원활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민과

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과 행정

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이장, 주민

자치위원 등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목소리

를 청취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주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장읍민께 섬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드리며

주민 모두가 행복한 기장읍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늘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

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성숙한 주민

자치의 실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과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합니다.

깨끗한도시이미지조성에힘쓸것

굛 - 기장읍장 노경구

기장군은 일광면 이천리 일원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교 릫이천가화교릮를 설치 완료했다.

일광면 이천리는 동해남부선 일광역 개통으로 최근 관광객과 주민의 이동이 많으며 이

천 가화만사성APT 일원과 일광역간 이동시 250m이상 떨어진 이천교까지 보행해야 하

는 불편이 있었다.

이천가화교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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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

브화 관련 읍면동 사무소(주

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

(2016. 3)에 따라 2017년 4월

3일부터 릫기장읍사무소릮가 릫기

장읍 행정복지센터릮로 릫정관읍

사무소릮가 릫정관읍 행정복지센

터릮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읍면 주민의 복지강화를 위

해 위 시범대상 2곳을 우선 시

행하며 2018년 말까지 전체

읍면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빙기

안전취약지역 점검

기장군은 3월 3일 해빙기와 개

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빙기에 약해진 지반으로 안전사

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집중관리

대상시설을 점검굛관리해 사고 방

지에 힘썼다. 또한 학교주변 교통

안전, 공사장 통행로 안전관리, 유

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을 집중 단속했다. 기장군은 릲개학

기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

해 노력할 것릳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범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릫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릮

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릫국가안전 대진단릮의 일환으로 유

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017년 4월 3일(월요일)

기장군과 부산관광공사는 3월

8일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장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과 홍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

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부산관광공사와 협업

을 통해 릫개방굛소통굛공유굛협력릮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고 기장군

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체육시설을

대외에 홍보함으로써 관광도시로

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 소

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릫기장군 관광활성화를 위

한 업무협약릮의 주요 협력분야로

는 △기장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

부산시티투어 연계 관광상품의 개

발과 노선 조정 모색 △관내 숙박

과 기장-현대 드림볼파크, 월드컵

빌리지 등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

포츠 마케팅 상품개발 △기장의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관광정보 교류와 국굛내외 공동

홍보 활동을 통한 관광 산업의 발

전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기장군수는 릲천혜의 관광자원과

축제, 특산물 등 지역문화를 접목

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기장-현대 드림볼파크 등 체육시

설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연계한

스포츠굛숙박굛쇼핑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특수목적관광 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관광도시로서

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릳고 말했다.

이달의 공무원 -창조경제과 박도은 주무관

릫기장시장릮 문화관광형시장 재탄생 주역

기장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릫기장

시장릮이 중소기업청 주관 릫2017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릮으

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

써 3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여기에 숨은 공로자가 있

다. 바로 기장군 창조경제과 박도

은<사진> 주무관이다.

Q.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된 계기

는?

A. 지난해 3월, 골목형 시장 육

성사업에 선정돼 올해 2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기장시장만의

브랜드와 통합디자인을 적용한 쇼

핑환경이 조성되고 특화요소를 접

목한 상품굛레시피가 개발됐다. 특

히 상인DJ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

송국은 기장시장의 명물로 거듭났

는데 이렇게 기장시장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 골

목형 시장 육성사업의 성과를 발

전시키고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릫관광객이 먼저

찾는 시장, 주민들이 모이는 만남

의 장릮으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싶었다.

Q.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중점

으로 둔 부분은?

A. 이번 사업의 핵심은 릫연결고

리릮다. 우리군 관광자원과 시장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트 구축, ICT와

디자인을 융합한 기반설비와 이벤

트,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

화공간 조성, 상인조직 내부 결집

을 통한 자생력 강화 등 융합적 아

이템 발굴을 통해 전통시장의 발전

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음매를 만드는 것이 중요

했다.

그래서 중점으로 둔 것이 바로

릫소통릮이었다. 매주 번영회 사무실

을 방문해 기장시장에 필요한 사업

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시장만의 특

화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공모신청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해주신 송인선 번영

회장님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

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번영회

직원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

능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감사

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다.

Q. 이번 사업이 기장시장에 미치

는 영향은?

A. 우선 재미있는 시장, 활력 넘

치는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공연굛

전시굛휴게굛판매가 가능한 복합문

화공간과 교육굛체험공간이 생기고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개발

돼 지역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

로 거듭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시장 투어 프로그램과 시장축

제, 이벤트 등 기장시장만의 색깔

있는 콘텐츠로 전통시장의 매력과

첨단기술의 조화가 이루어진 관광

명소이자, 국내굛외 내방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관광형 수산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Q. 앞으로 공무원 생활 목표는

무엇인가?

A.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이 많지만 국민의 공복이다 보니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사명감과

공부하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

한다. 업무량이 많고 일상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가

끔 임용 당시의 초심을 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서비스의 원

천은 나보다는 내 이웃, 주민과 국

가라는 사명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 작은 언행이나 단순한 행정

행위로 공직사회 전체가 평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신뢰받고 나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

제254호

기장군관광자원에날개를달다
부산관광공사와 양해각서 체결

기장읍 죽성마을 SBS 드라마 릫드림릮세트장이 재건축 공사로 새단장돼 3월 20일 일반에 개방됐다.한 폭의 그림인 듯 푸른 바다 위 드림세트장

릲안전한학교를만들어가겠습니다릳

학교 폭력 예방 전담인력 배치

릫행정복지센터릮로불러주세요

기장군은 3월 개학을 맞이해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상담과

안전한 귀가지도를 담당할 심리

상담사와 학생안전관리관을 채용

했다. 관내 6개 중학교에 배치에

앞서 2월 24일 전담인력을 대상

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 최초로 시

행된 것으로 2012년 2월 학교 폭

력을 뿌리 뽑기 위한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위해 군수실 직속 학교폭

력신고센터 개설이후 시책사업으

로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관내 6

개 학교에 청소년의 심리상담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심리상담사와

학생안전관리관을 배치했으며 올

해는 총7개 학교에 학교폭력예방

전담인력을 3월 2일 배치했다.

학교폭력 예방 전담인력은 학

생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 학교내

외 순찰활동과 학생안전관리 등

의 활동을 펼친다. 2016년에는 2

천여건이 넘는 상담과 심리검사

를 실시했으며 3천여건이 넘는

안전순찰과 예방교육 실적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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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구 분 대 상 사 업 내 용 일 정 장 소 인원

생애

주기별

신체

활동

교육

중고생 거북목, 척추측만증 예방교실 7~8월(주1회) 보건소/정관지소 15명

성인

필라테스 교실 5~6월(주2회) 군민체육공원 20명

비만 탈출 프로그램 4~12월 관내 센터 15명

갱년기여성을 위한 건강충전 4~12월(주1회) 보건소 60명/3기

핏바운스 교실 4~6월(주2회) 군민체육공원 25명

탁구교실 4~6월(주2회) 기장체육관 30/2기명

웰빙스트레칭 4~12월(목) 정관보건지소 45명/3기

노인
건강백세운동교실

(과제지향 순환운동, 낙상예방)
9~10월(주2회) 보건소 30명

○ 지원종류 :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 지원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릫난임 진단서릮 제출자

※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릫난임 진단서릮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연령기준은 신청대상자의 신청월 기준으로 만44세까지로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

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횟수 및 금액

○ 체외수정

▷ 지원횟수 :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7회(신선배아 최대4회, 동결배아 3회)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100~300만원 범위 내(신선), 30~100만원 범위 내

(동결)

○ 인공수정

▷ 지원횟수 : 최대3회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0~50만원 범위 내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접수, 보건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릫난임진단서릮

3.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

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

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맞벌이 부부인 경우 증명서류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등 해당자에 한함)

※3~5의 경우 룗전자정부법룘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는 제출 생략함

○ 난임 관련 의료상담 및 정보제공 : 1644-7382, 아이사랑사이트(www.childcare.go.kr)

가족건강팀(709-4803, 4804)

○ 기 간 : 매주 월 ~ 금, 09:00-18:00

○ 대 상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비용 : 무료)

○ 내 용 : ▷ 노인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상담

▷ 전화 및 내소 상담

▷ 경로당방문 교육 실시 및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가족건강팀(709-4801)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 상 : 기장군 주민등록 거주 예비 및 신혼부부(검사비 : 무료)

○ 검진항목

▷ 건강행태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등

▷ 흉부PA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외 8종

▷ 혈액검사 :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콜레스테롤, 혈당, SGOT, SGPT

▷ 면역혈청검사 : 매독, HIV, B형간염, C형간염, 풍진검사(여성)

○ 구비서류 : 예비부부(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대관증), 신혼부부(주민등록등본)

□ 엽산제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

○ 대 상 : 보건소에서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받은 부부

○ 장 소 : 기장군보건소 및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지 원 : 엽산제 2통 및 임신테스트기 제공

□ 임신반응 검사

○ 대 상 : 신혼부부

○ 장 소 : 기장군보건소 및 정관보건지소 검사실

가족건강팀(709-4865)

○ 기 간: 2017. 4 ~ 12월

○ 대 상: 관내주민중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1개이상 해당자(중고생 예외)

○ 장 소: 기장체육관, 군민체육센터, 관내 체육관, 보건소 등

○ 건강교실별 세부 사업 내용

※ 프로그램 운영시 시간굛장소는 프로그램 대상자에 따른 변경 가능

○ 신청방법: 유선접수 후 방문

건강증진팀(709-4843,4844,4853)

3월 16일부터 정관굛기장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응기간을 활용한 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은 정관초등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

기장군은 친환경농업 확대와 청정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2월 28일 유용미

생물 배양장을 신축 개관<아래 사진>하고

본격적인 생산 활동에 들어갔다.

기장군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에 간이시설을 이용해 유용미생물을 배

양해 왔으며 지난해 14억원의 예산을 투

입해 연면적 363.4㎡ 규모의 배양장을 개

관했다. 배양장은 복합미생물과 단균 미

생물을 연간 200톤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이다.

유용미생물은 농산물의 품질향상, 수량

증대, 연작장해 해결, 병해충 감소, 가축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어 농업적으

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농업적 활용이

외에도 하천의 수질개선,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화초재배 등 생활환경개선용으

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해양부산물인 불가사리를 활용해

친환경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시설

을 갖추고 있어 자원순환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유용미생물 배양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60%가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과 텃밭

농사를 짓는 주민이 농작물에 사용한다.

또 40%가 일반 주민으로 가정에서 냄새

제거용으로 사용한다.

유용미생물 배부는 11월에서 3월까지

는 2째, 4째주 수요일, 4월부터 10월까지

는 매주 수요일 배부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하루 평균 100여명

이 찾고 있으며 일반인은 10리터, 농민은

20리터를 배부한다. 타지역 주민도 기장

군에서 농사를 짓는 확인서가 있으면 무

상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릲유용미생물의 활용범위가

넓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다양하고 품질 좋은 유용미생물을 군민

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계

획릳이라며 릲유용미생물이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릳고 밝혔다.

한편 3월 16일부터 정관굛기장 초등학

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응기간을

활용한 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정서함양과 원예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년별로 발

달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토피어리, 테라리움, 공기정화식물정원

등 식물의 다양한 활용가치를 소개하고

실습하는 원예체험 교육이다.

원예활동은 입학초기 변화된 환경이

낯선 학생에게 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

한 정서적굛신체적굛사회적 안정감을 주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명존

중 의식이 향상되고 돌봄과 책임감을 배

우게 된다.

학교 원예활동 프로그램은 올해 정관

초, 기장초 2개 학교 491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 후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별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 차원에서

원예프로그램을 접목해 상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장초등학교 교사는 릲일반 수업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라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에게 만족

한 프로그램이었다릳며 릲특히 학습자의 눈

높이에 맞춰 진행된 토피어리 수업은 학

생들의 정서와 창의성에 큰 도움이 되었

다릳고 말했다.

원예체험을 한 정관초등학교 학생은

릲내가 직접 만든 작품에 이름도 지어주고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잘 키울 것릳이라며

릲원예체험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

겠다릳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

센터 전화 709-5491~3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과 KNN이 촌티콤 릫웰컴 투 가

오리릮 시즌2 제작과 관련해 MOU를 3월

29일 KNN방송국에서 체결했다.

2012년 지역방송 최초로 한국방송대상

장편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촌티

콤 릫웰컴 투 가오리릮 시즌2가 오는 4월1

일 첫 방영된다.

시즌2에서는 기장군 토박이인 장군네

가족을 중심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 벌어

지는 특별한 에피소드들이 소개될 예정

이다.

비밀을 간직한 채 갑자기 고향마을에

나타난 장군의 라이벌 순기를 비롯해 취

업과 사랑의 딜레마에 빠진 아들 진만.

주목받는 BJ를 꿈꾸는 딸 진숙, 처남, 상

수네 가족 등이 출연해 좌충우돌 일상이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국민 아빠로 유명세를 얻었던 배우 김

명국이 바다사나이 릫장군릮 역을 맡았고,

많은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역할을 펼쳤

던 탤런트 김덕현과 최영완, 한민희, 김

원범, 시즌 1에서 바보 영운을 맛깔나게

연기했던 KNN의 간판 방송인 강영운 등

이 열연을 펼친다.

특히 촌티콤을 빛내줄 지역에서 활동

하는 낯익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프

로그램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즌2는 지난 11일 첫 촬영을 시작으

로 7개월 동안 제작 일정을 소화하게 되

며 주무대는 SBS 미니시리즈 릫드림릮의

촬영지인 기장읍 두호마을이다. 한편 촌

티콤은 지역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시트콤을 표방한 촌(村)스러운 시

트콤을 이른다.

릲릫웰컴 투 가오리릮 많은 시청 바랍니다릳

KNN 방송 4월1일(토) 오전 10:25 첫방영

농업기술센터 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릫유용미생물 배양장릮 신축 개관…초등 신입생에 릫원예체험릮

일시
장소

(주민센터)
운영시간

4월6일 기장읍 10:00~16:00

5월11일 장안읍 10:00~16:00

6월8일 정관읍 10:00~16:00

9월6일 일광면 10:00~16:00

10월12일 철마면 10:00~16:00

기장군은 4월부터 릫찾아가는 토지행정

현장상담실릮을 운영해 주민들이 보다 편

리하고 손쉽게 지적관련 업무를 볼 수 있

도록 돕는다.

토지행정 현장상담실은 기장군이 올

해 군민이 감동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

해 시행하는 릫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생

활 공감 시책릮의 일환으로, 군청과 멀리

떨어진 원거리 주민들이 굳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과 가까운 읍굛면 주

민센터에서 지적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토지행정 현장상담실은 4월 6일 기장

읍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7~8월을

제외하고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운영

된다.

서비스 대상민원은 토지분할, 개별공

시지가, 부동산정보, 도로명주소, 지적재

조사사업 및 지적측량 등 실생활과 밀접

한 6개 분야이다. 한시적으로 토지관련

법률 무료상담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률자문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군청과

지적공사 직원이 상담에 나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굛처리하며 유기한 민원의 경

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

보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릫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릮

또한 1,000부를 제작해 군 직원과 민원인

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시행하고 있

는 토지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

적 민원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

이 담겨있다.

■ 토지행정 현장상담실 운영 일시

릲지적민원 찾아가서 해결 해드립니다릳

읍굛면 주민센터 토지행정 현장상담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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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는 3월 2일 2017년도 해밀교실 검정고시반 입

교식을 가졌다.

해밀교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관

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굛학습 서비스이다.

입교식 릫니캉 내캉 같이 가재이릮는 4월과 8월

에 시행되는 중굛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시험을

치르는 청소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

기 위한 첫 걸음으로 기장군 관계자, 1388 멘토

지원단, 청소년동반자들도 함께 참석해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줬다.

입교식에 참석한 해밀교실 청소년들은 멘토

강사의 지도 아래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표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가 정한 규칙을 지

키겠다고 선서하는 등 두 번에 걸쳐 시행되는 4

월과 8월 검정고시에서 꼭 합격하겠다는 강렬

한 의지를 보였다.

검정고시 대비반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윤희연 멘토 강사는 릲청소년 관련된 일에 종사

하면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도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 기회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

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릳며 각오를 다졌다.

센터 관계자는 릲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

운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릳며

릲해밀교실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첫 걸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

다. 뿐만 아니라 동기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도 운영 할 계획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릳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이번 입교식을 시작으로 검정고시

반뿐만 아니라 대학탐방,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기타교실, 영화심리치료, 축구 동아리 등) 등 학

업동기와 역량 강화 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프로

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http://1388.gijangcmc.or

.kr) 참조 또는 792-4926~7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봉사활동연계 룗청소년에코그린캠프룘 참가자모집

기장군노인복지관신규프로그램개설

강의명 요일 시 간 강의내용

노인권익사업 매월 4째주 목 10:30~11:30
노인인권, 생활법률, 금융교육,

노인학대예방, 웃음치료

강의명 요일 시 간 강의내용
초보영어교실 월 13:00~15:00 알파벳 및 기본영어 읽는 법, 생활기초영어
컴퓨터기초 화, 수 13:00~15:00 윈도우7, 인터넷기초, 문서작성 및 편집
컴퓨터활용반 화, 목 10:00~12:00 사진편집, 동영상제작, 스마트폰 앱 활용

취업기초소양교육네일아트반참가자모집

체험형법문화교육참가자모집

사할린동포어르신들을위한스마트폰교육봉사자모집

기장생활체육센터헬스주말반운영안내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참여자모집

프로그램명 내 용 사업기간

북한말씨교정아카데미 북한 억양 및 말투교정 2017년 4월 ~ 7월(주1회)

미취학자녀 동화구연 교실 동화구연 활동 2017년 5월 ~ 7월(주1회)

초등자녀 승마교실 승마체험 2017년 7월 ~ 8월

정착지원서비스
정착지원키트, 정착도우미연계,

직업체험, 문화 체험 등
2017년 4월 ~ 12월(수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 모집 합창 및 다양한 봉사활동 2017년 4월 ~ 12월(월1회)

○ 운영일시 : 2017. 4. 15(토) 13:00~17:00

○ 장 소 : 기장군청소년수련관(정관읍 달음산길 106 소재)

○ 대상인원 : 중굛고등학생 30명

○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 소양교육, 리사이클링 공예, 환경정화 도보활동 등

○ 참 가 비 : 3,000원(리사이클링 공예 재료비)

○ 기타사항 : 자원봉사 활동시간 4시간 인정

○ 신청방법 : 전화 및 청소년자원봉사 사이트(http://dovol.youth.go.kr) 신청

○ 신청기간 : 2017. 4. 1(토) ~ 4. 13(목) ※선착순 마감

○ 문　　의 : 담당자 정무열 / 792-4732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 기장군노인복지관(본관)

○ 기장군노인복지관(분관)

기장군노인복지관(본관 792-4760/분관 792-4870)

○ 기　　간 : 2017. 4. 14(금) ~ 5. 19(금)

○ 일　　시 : 매주 금요일 10:30~12:30 (총 5회)

○ 장　　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6호

○ 대　　상 : 결혼이민자 7명

○ 운영내용 : 네일아트 배우기(재료비 : 회당 5,000원)

○ 신청방법 : 전화, 센터내방 (선착순 마감)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일　　시 : 2017. 4. 5(수) ~ 4. 6(목) / 09:00~17:00 / 1박2일

○ 장　　소 : 김천법문화교육센터(경북 김천시 소재)

○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40명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친척, 자녀동반 가능

○ 운영내용 : 인권 관련 법 교육, 체험관 프로그램, 한국생활 이해 및 유대감 강화활동

○ 신청방법 : 전화, 센터내방 (선착순 마감)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활동기간 : 2017년 3 ~ 5월

○ 운영일자 : 매월 2굛4주 월요일 / 10:00~12:00

○ 운영내용 : 정관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스마트

폰 교육 도우미 활동

○ 운영장소 : 정관 휴먼시아 1단지 내 경로당

○ 운영대상 : 20 ~ 40세

○ 모집인원 : 10명

○ 신청방법 : 유선문의 후 복지관 내방을 통한 신청서 작성

○ 문　　의 : 사회복지사 이성숙 / 792-4787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대　　상 : 기장관내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제출)

○ 신청방법 : 유선문의 후 내방을 통한 신청서 작성(이용료 : 전액무료)

○ 운영장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의실

○ 문　　의 : 사회복지사 김성희 / 792-4776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 운영내용

▷ 운 영 일 : 토(06:00~22:00), 일(06:00~19:00)

▷ 모집인원 : 50명

▷ 대　　상 : 만 13세 이상 누구나

▷ 이용요금 : 15,000원

○ 신청기간

▷ 기존회원 : 매월 20 ~ 23일

▷ 신규회원 : 매월 26 ~ 말일

○ 접수방법 : 현장 및 인터넷 동시 접수 (http://lims.gijangcmc.or.kr)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2017년 전국 대학야구 주말리그 개최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는 오는 4월부터 전국 대학야구 주말리그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학 스포츠가 2017년 시즌 개막 준비에 한창

인 가운데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이하 드림

볼파크)에서 4월부터 전국 대학야구 주말리그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말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로 고교야구에서는 2011년부터 운영

해왔으며 대학야구리그는 올해부터 주말리그로

전환돼 운영된다. 전국 대학야구 주말리그는 국

내최고의 실력을 갖춘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로 4

월 8일부터 9월까지 31개 팀이 조별로 총 227경

기를 펼칠 계획이다. 리그는 강원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와 전북 군산 월명야구장, 서울 목동야

구장, 드림 볼파크로 분산해 개최되는데 남부권

역은 드림 볼파크에서 개최된다. 드림 볼파크는

총 7일 동안 대학야구리그를 유치하며 4월 달에

는 4월 22일부터 23일, 4월 29일부터 30일, 5월

달에는 5월 7일, 5월 13일부터 14일에 경기가 치

러진다. 참가팀으로는 영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총 12개 학교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대학야구 주말리그를 드림

볼파크에서 개최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개최에 따른 드림 볼파크

홍보효과와 기장 관내숙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림

볼파크는 성공적인 대학야구 주말리그를 개최하

기 위한 사전 준비로 잔디관리와 시설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 있으며 드림 볼파크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림 볼파크는 일

광면 체육공원 1로 155에 위치한 야구시설로 전

지훈련 유치, 야구대회 유치, 다양한 단체의 시설

대관을 도모하고 있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기장군도시관리공단홈페이지www.gijangcmc

.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792-4890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3월부터 공공청

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릫기장군 숨은 역사 찾기릮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초등학교 4굛5학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기장군 역사이야기, 장관청

퍼즐 놀이, 태극기 만들기, 전통놀이 프로그램

으로 구성돼 기장 장관청(기장읍 소재)을 중심

으로 인근 기장읍성과 공덕비 등을 연계해 진

행 중이다.

기장 장관청은 조선후기 동남해안을 지키던

기장군 소속 군관들이 사용하던 집무처로 2008

년 12월 16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47호로

지정굛보존돼 오다가 건물의 중요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

문화재 제153호로 승격된 곳으로 기장군민에게

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이는 2015년 3

월에 복원돼 현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담당자는 릲관내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장군의 숨은 역사 중 하나인 장관청을

직접 배우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며 초등학교 4굛5학년 교육과정인 사회교과와

접목한 교육 진행으로 참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

대한다릳고 전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한 릫장관청 해설사 양성과정릮을 상굛하반기 2

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정관읍 달음산길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2013

년도부터꾸준히 우수등급을 획득하고 있다. 더

욱이 작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토요방과후학

교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 교육부 지정 교

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는 등 우수 시

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기타 프로그램 문

의는 792-4710으로 하면 된다.

공단 행사 이모저모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릫은

빛나래 실버영상반릮을 개강해 운영 중이다.

은빛나래 실버영상반은 2016년에 신규 개

설된 프로그램으로 정보화 사회 부적응에 따

른 노인 문제, 신 노년 문화, 노년기의 재능기

부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노인의 삶을

소박하게 카메라에 담아 한편의 영화를 제작

하는 반이다.

영화의 주제에서부터 시나리오, 연출까지

수강생들 스스로 주체가 돼 단편 영화를 제작

하는 은빛나래 실버영상반은 2016년 제6회 부

산시 실버영상제에서 노년기의 재능기부를 주

제로 한 릫나누는 삶릮이라는 영상작품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었다.

올해도 노인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기장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촬영할 계획으로 지난 학

기에 참여하신 수강생들은 올해도 빨리 영화

제작을 시작하자며 재촉 문의가 쇄도할 정도

로 제작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릲평균 나이 70세를 훌쩍 넘

긴 어르신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자

체가 한편의 영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은

빛나래 실버영상반이 만들어 낼 영화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지 벌

써부터 기대가 된다릳고 밝혔다.

은빛나래 실버영상반은 3월부터 매주 금요

일(12:30~14:00)에 일광노인복지관에서 진행

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영화촬

영에 관심 있는 기장 관내 어르신이라면 누구

나 신청가능하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기장읍 대청로에 위치

한 복지시설로 건강증진프로그램, 교양교육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

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792-4760으로 하면 된다.

기장군노인복지관

은빛나래 실버영상반 개강 열기 릫후끈릮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릲기장군의 숨은 역사를 찾아보아요릳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릫친구와

함께 춤을릮에 참가하는 장애 청소년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3월 8일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치어

댄스를 매개로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3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임원 간담회를 3월 2

일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복지관의 다양한 소식과 상반기

진행되는 행사를 안내하고 프로그램 임원진과 복지관 직원 간

에 상호교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월 6일부터 난타 동아리

릫비타민릮과 POP 동아리 릫팝콘릮을 운영 중이다. 평소 관심 있었

던 분야의 문화 활동을 배우고 공통된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은 올해 연말 가족행사에서

전시회와 발표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은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초등학생

수영안전교육 기관으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학습 장소로 적

극 활용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수중

위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등 생존수영 교육 활

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17년 4월 3일(월요일) 제254호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 릫해밀교실 검정고시반릮 입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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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월요일)

정관도서관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대상

공연

마당
인형극 릲똥돼지 왕방구릳

1차 4. 15

(14:00~15:00)
정관도서관

소두방

어린이극장

키즈 레크레이션 ＆ 인형극

뢾4. 4(화) 10시부터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접수뢿

어린이 및

지역 주민

회당 144명
2차 4. 15

(17:00~18:00)

특강

마당

릲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옛 책릳

(어린이 북아트 특강)

4. 15

(14:00~16:00)

정관도서관

여름강의실

옛 책 형태 한지 서책을 만들어 보

고 속담과 사자성어 적어보기

·재료비 : 3,000원(수강생 부담)

·준비물 : 딱풀, 가위, 필기도구

뢾4. 4(화) 10시부터정관도서관 홈

페이지 접수뢿

초등

1~3학년

25명

나눔

마당

과월호정기간행물 배부

4. 12 ~ 4. 18

정관도서관

종합자료열람실

16년 과월호 정기간행물 배부

도서관

이용자

테마도서전목록 배부 16년 월별 테마도서목록 배부

자료실 추천도서 목록 배부 각 자료실
청소년 추천도서 20선/해외

작가 그림책 50선 목록 배부

참여

마당

두배로 데이 4. 12 자료실 도서 대출 권수 2배 확대 책이음 회원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교실
4. 15

(10:30~11:30)

정관어린이

도서관

룗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룘

그림책 놀이

유아 및

학부모

꿈을 응원하는 한 구절

4. 12 ~ 4. 18

정관도서관

1층 로비

꿈을 응원하는 한 구절 적어

게시판 붙이기

도서관

이용자

영화 상영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주토피아 등 4편 영화 상영

전시

마당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작가 도서전
4. 12 ~ 4. 18

정관도서관

종합자료열람실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한국 작가

5명의 작품 전시

어린이 빅북 도서 전시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빅북 유아 그림책 각 자료실 전시

테마도서 전시

4. 1 ~ 4. 30

정관도서관

종합자료열람실
일반/청소년 테마도서 전시

그림책 원화전시회
정관도서관1층

로비

룙할아버지 이야기 나무룚

그림책 원화 전시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4.1(토) ~ 4.2(일) 찰리와 초콜릿 공장 114분
4.3(월) ~ 4.4(화) 꼬마유령 92분

4.5(수) 그대와 영원히 110분
4.6(목) ~ 4.7(금) 굿 다이노 101분

4.8(토)
10시30분 -인문공감아카데미 뢾황안나-내 나이가 어때서뢿 90분

14시, 17시: 벼랑 위의 포뇨 100분
4.9(일) 벼랑 위의 포뇨 100분

4.10(월) ~ 4.11(화) 해피피트2 100분
4.12(수) 6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수상작: 보이후드 165분

4.13(목) ~ 4.14(금) 주토피아 108분
4.15(토) 14시, 17시 -인형극 룗똥돼지 왕방구룘 4.4(10:00~ 온라인 접수)
4.16(일)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폭풍수면굩 꿈꾸는 세계 대돌격 96분

4.17(월) ~ 4.18(화) 인사이드 아웃 102분
4.19(수) 7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개막작:그래비티 90분

4.20(목) ~ 4.21(금) 아이스에이지4:대륙 이동설 92분
4.22(토) ~ 4.23(일) 토이스토리3 102분
4.24(월) ~ 4.25(화) 쿠스코? 쿠스코굩 79분

4.26(수) 66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21분
4.27(목) ~ 4.28(금) 슈렉2 92분
4.29(토) ~ 4.30(일) 쿵푸팬더 92분

기장도서관

상영일자 제목 상영시간

4.1(토) 개구리 왕국 77분

4.2(일) 대배우 108분

4.8(토) 라이온 수호대: 파워업 135분

4.9(일) 도리화가 109분

4.15(토) 마당을 나온 암탉 93분

일 자 제 목

4.1(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국민서관)

4.8(토)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 어린이)

4.15(토) 심부름 (은행나무)

어린이 독서빙고
·연령별 선정도서 읽고 빙고판 완성하기

※ 빙고판 완성 어린이에게 기념품 증정
4.1~4.30

기장어린이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가족열람실)

그림책 읽어주기

·내용 :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대상 : 5~7세 유아 30명 및 가족

·접수 : 당일 선착순 입장

4.15, 4.22(11:00)
기장어린이도서관

(독서사랑방)

영화로 만나는

책세상

·내용 :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상영

·상영작 : 주말가족극장 영화상영표 참조

4.15, 4.16,

4.22, 4.23

(토 11:00,일 14:00)

기장도서관(시청각실)

알뜰잡지 나눔터
·과년도 잡지 무료 배부(500여권)

※ 1인당 5권씩 선착순 배부
4.12(10:00~)

기장도서관 1층

기장디지털도서관

추천도서목록배부 ·연령별 추천도서 목록 배부 4.1~4.30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테마도서전시회
·기장도서관이 사랑한 책들 : 종합자료실

·가족사랑 그림책 전시 : 어린이실
4.1~4.30 기장도서관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독서명언 및 캐릭터 등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대상 : 도서관 이용자(선착순 100명)
4.23(10:00~) 기장도서관1층 로비

구 분 행사내용 일시 장소

어린이 인형극 공연

·공연명 : 릲똥벼락릳

·대상 : 5~7세 유아 및 가족 100명

·접수 : 4.4(화) 10:00부터 인터넷 접수

4.13(19:00) 기장도서관시청각실

도서관 체험놀이터

·체험특강 : 도서관 책가방 만들기(냅킨아트)

·대상 : 40명(2회-회차별 20명)

·접수 : 4.4(화) 10:00부터 인터넷 접수

※ 재료비 본인 부담(2,000원)

4.16(1차시 10:002

차시 11:00)

기장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실)

대라다목적도서관

강좌명
운영

기간 시간 대상

엄마랑 읽는 영어동화 4.3~5.22(8회) 매주 월요일10:00-12:00 학부모 20명

신나는 독서 논술교실 4.1~5.27(8회)5/6 휴강 매주 토요일10:00~12:00 초등 1-2학년15명

책이랑 음악이랑 4.7~6.30(12회) 매주 금요일10:30-12:30 유아 15명

상영일자 제목 상영시간

4.16(일) 두근두근 내 인생 117분

4.22(토) 어린 왕자 106분

4.23(일) 우아한 거짓말 125분

4.29(토)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 왕국 대모험 62분

4.30(일) 검사외전 126분

일 자 제 목

4.22(토) 마녀위니 (비룡소)

4.29(토) 구름나라 (비룡소)

1. 제53회 도서관주간 행사

○ 운영기간 : 2017. 4. 12(수) ~ 4. 18(화)

정관도서관팀(709-3904)

2. 정관어린이도서관 상반기 문화강좌

○ 기 간 : 2017. 4. 17 ~ 6. 16(강좌별 상이)

○ 대 상 : 관내 6~7세 유아

○ 신청시간 : 2017. 4. 8(토) 10:00~ 온라인 수강신청[선착순 마감]

○ 강 좌 명 : 뚝딱뚝딱 어린이 건축교실, 보고 듣고 만드는 그림책 놀이터,

Blooming English

○ 장 소 :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 다목적실

정관도서관팀(709-5386)

3.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교실

○ 일 시 : 매주 토요일 10:30~11:30

○ 대 상 : 관내 3~7세 유아 및 학부모 30명

○ 수업내용 : 구연동화, 손유희, 그림책 함께 읽기, 느낀 점 표현하기 등

○ 장 소 : ▷ 1, 3, 5주 : 정관어린이도서관 2층 엄마랑 아가랑실

▷ 2, 4주 : 정관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 수 강 료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5386)

4. 소두방 어린이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지하1층)

○ 상영시간 : ▷ 평일 - 11시, 15시 (2회 상영)

▷ 주말굛공휴일 : 11시, 14시, 17시 (3회 상영)

○ 매주 수요일은 다양한 장르의 어른을 위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 11시 영화는 평생학습 수업 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 4. 4 11시 영화는 좌석번호 부착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 4. 8 11시 영화는 인문공감아카데미 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 4. 15 토요일 영화는 인형극 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정관도서관팀(709-3901)

5. 90분 토요특강 룗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룘 2강 개최

○ 주 제 : 내 나이가 어때서

○ 일 시 : 2017. 4. 8(토) 오전 10:30~12:00

○ 장 소 : 정관도서관 지하1층 소두방어린이극장

○ 강 사 : 여행작가 황안나

○ 참여대상 : 아카데미 등록 회원(사전예약자에 한함)

○ 주요내용 : 여행을 주제로 작가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소통하는 시간

평생교육기획팀(709-3944)

1. 제53회 도서관 주간 행사 안내

다독다독(多讀多讀), 내 꿈을 응원해주는 도서관

○ 행사기간 : 2017. 4. 1 ~ 4. 30 (도서관주간 4. 12 ~ 4. 18/세계 책의 날 4. 23)

○ 행사장소 :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2. 주말 가족 극장 영화 상영 안내

○ 상영장소: 기장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상영일시: 매주 토 11:00 일요일 14:00

기장도서관팀(709-5336)

3. 그림책 읽어주기 안내

○ 시 간 :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장 소 : 기장꿈나무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 유아 포함 가족

기장도서관팀(709-5321)

1. 상반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7. 4. 1 ~ 6. 30(강좌별로 상이)

○ 대 상 : 관내 유아, 아동 및 학부모

○ 장 소 : 대라다목적도서관 2층 가족자료실 및 4층 강의실

○ 수 강 료 : 무료

대라다목적도서관팀(709-3963~4)

제254호

17년 상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5대 행동수칙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40,570 69,120 89,580 110,180

지역가입자 16,160 59,940 92,050 122,700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안내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해 드립니다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 제도 운영
○ 릮17년 상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 5대 신종굛재출현 감염병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모기매개 감염병(지카바이러스감염증, 뎅기열, 웨스트

나일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병원성 비브리오

감염증(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

증), 바이러스성 출혈열(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5대 국내 감염병 : 수두, 수족구, 유행성이하선염, A형간

염, 레지오넬라증

○ 5대 국민행동수칙

▷ 올바른 손 씻기 :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기침예절 지키기 :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 음식 익혀먹기 :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

▷ 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

▷ 해외 여행력 알리기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를 파탄에 이르

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릫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릮

을 운영합니다.

○ 대 상 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화

상 수술굛치료를 위한 입원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의료급여굛차상위 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0％ 수준의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입원 및 항암외

래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

뢾기준중위소득 80％ 가구의 건강보험료뢿 (단위 : 원)

○ 신청기간 : 퇴원 후 60일 이내

○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환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

※ 추가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 목 적

▷ 민간의 수목진료 전문가(나무병원)를 활용, 수목진단 서

비스 제공

▷ 생활권내 무분별 농약사용의 문제점과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등

○ 운영기간 : 2017. 3 ~ 10. 31

○ 대 상 : 아파트 녹지, 학교굛도시숲, 사회굛복지굛청소년

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 접수방법 : 전화 또는 팩스 접수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

888-7134)

○ 주요내용

▷ 수목 피해 실태 및 원인 조사 후 처방전 발급

▷ 수목 병해충의 예방굛진단굛치료 실태

▷ 생활권 내 농약사용 방법 및 기계적 방제법 등 친환경 방

제방안

▷ 그 밖의 수목 관리 방안 등

□ 조사기간 및 참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20만 1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

상 가구원

○ 조사기간 : 2017. 4. 18 ~ 5. 9

○ 조사방법 : 인터넷조사 또는 면접조사

▷ 인터넷조사 : 응답자가 인터넷조사기간(2017. 4. 18 ∼

23)중 지역별고용조사 홈페이지(http://

www.narastat.kr/eregion)에 접속해 직접 응답

▷ 면접조사 : 통계청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조사기간

(2017. 4. 18 ∼ 5. 9) 중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 부재가구에 대한 조사 또는 조사표 보완을 위해 조사기

간 이후에도 방문할 수 있음

※ 우리 지역의 올바른 고용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취업정보센터(709-4377)나 정관 취업정보센터(709-5105)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인 정보

※ 자세한 사항은 기장여성새일센터 (709-5353) 또는 정관새일센터 (709-5107)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기장군 취업정보센터 구인정보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동부산대학산학협력단 해운대구 운봉길 60 제과제빵사 - 1명 09:00~18:00 (주5일) 월급160~180만원
기장군민우대,

식품위생관련자격증우대
메이플베어정관 정관읍 정관로 578 안내데스크 - 1명 10:00~19:00(주5일) 월급150만원 만42세이하
(주)제이엔오 장안읍 길천길 73 경리사무원 - 여1명 08:30~17:00 (주5일) 월급150만원 EP 프로그램 가능자

평거요양병원 기장읍 대청로 42 조리보조원 - 1명
06:00~18:00

(2틀근무,하루휴무)
월155만원 자격증무관, 59세이하 지원

부경공영(주) 정관읍 정관3로 51 조경기사모집 - 남1명 09:00~18:00(주5일) 월214만원 경력자우대, 65세이하

지리산 쌍계한의원 정관읍 정관로 563 간호조무사 - 여1명
평일 - 09:00~18:00
토 - 09:00~18:00

시급 6,470원
자격증소지자로

30대초반까지 지원가능

광신에너지(주)
정관신도시주유소

정관읍 정관로 907 가스충전원 - 1명
10:00~19:00(주6일)

(월3회 휴무)

연봉2400만원
(수습1개월
- 1700만원)

만65세이하

부산도시가스
동부산서비스센터

기장읍 차성로 331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사무원 - 여1명
09:00~18:30(주6일) 연봉2300만원 35세이상 여성

태우산업 기장읍 배산로 8
플라스틱사출기
조작원 - 남1명

08:00~18:30 (주5일) 월급 230만원 45세 전후 남자

하정푸드 일광면 이천11길 김치제조원 - 여1명
평일 - 08:00~17:00
토 - 08:00~14:00

월급 150만원 인근거주자

정관우리아동병원 정관읍 정관중앙로 56 병원식당 조리사 - 여1명
06:00~14:00/12:00~19:00
06:00~19:00(3교대)

연봉1900~
2000만원

자격증 무관,
인근거주자 우대

(기장)효사랑데이케어센터 기장읍 차성로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 1명
10:00~19:00 (주5일)
일요일, 평일1회휴무

월급 150만원 인근거주자

(주)자연세상 -
베이사이드골프장

일광면 이천8길
골프장

벙커관리직 - 남1명
08:00~18:00(주6일,토 격주휴무) 일급 65,000원

경력자우대,
20~65세 지원가능

대화전기 정관읍 양수길
전기부품

생산직 - 남2명,여1명
08:25~17:25 (주5일) 월급1.352.230원 50세이하

정인 정관읍 산단7로
재활용품

수거원 - 남1명

08:00~20:00/20:00~08:00
주6일근무, 2교대근무

(3교대변경예정)
시급 6,470원 인근거주자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위성안테나 기장군 일광면 전자부품조립원 2명 08:30~18:30(토요격주근무) 월급 160만원 중식제공

다인보금자리건강센터 기장군 장안읍 요양보호사 1명 09:00~18:00/18:00~09:00 2교대근무 월급 160만원 통근버스, 기숙사

바우와우코리아 기장군 정관읍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0명
08;30~17:00(월~금,잔업시 19:00까지),
08:30~17:00(토요일은 격주 근무)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원재가노인복지센터 기장군 기장읍 재가요양보호사 1명 13:00~16:00(주6일근무) 시급 8,825원

(주)포런리쿠르트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사무보조원 1명 09:00~18:00(주5일근무) 월급 145만원
사회초년생,
기혼자가능

평거요양병원 기장군 기장읍 단체급식조리원 1명 06:00~18:00(2일근무 후 1일휴무) 월급 155만원 중식제공
(주)영광정밀 기장군 정관읍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 08:30~17:30(주5일근무) 월급 135만원 중식제공

효성제일노인건강센터 기장군 장안읍 요양보호사 2명
09:00~18:00/18:00~09:00

9일휴무(월)
월급 175만원 통근버스,기숙사

(주)창성지앤지 기장군 정관읍 품질관리원 1명 08:00~17:00(주6일근무) 월급 180만원

해동오토(주)정관지점 기장군 정관읍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
8:30~17:30(주5일근무)

물량에따라잔업있을수있음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부산기장시니어클럽 해운대구 재송동 사회복지사 1명 09:00~18:00(월~금)/주5일근무 월급 135만원 운전가능자우대
엠2글로벌 기장군 정관읍 전산자료입력원 1명 09:00~18:00(월~금)/주5일근무 월급 150만원 중식제공

안심생활효자손
재가장기요양기관

기장군 철마면 재가요양보호사 1명 09:00~12:00/주5일근무 시급 8,389원

(주)원풍산업 기장군 정관읍 자재관리사무원 1명 08:20~17:00(주5일근무) 연봉 2300만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주식회사 씨오엠 기장군 기장읍 아파트 미화원 1명 09:00~16:00(평일)/09:00~12:00(토요일) 월급 1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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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바라며

오늘 저는 새 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을 소회의 형태로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2월과 3월의 단상 릲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릳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랫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노래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세월호유가족의 마음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날 것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

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

리는 우리 국민은 진실이 제대로 규명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

을 것입니다. 지난 2월의 어느 날 저는 정든 교정을 뒤로하고 배움

을 주신 스승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기약하고 더 큰 공부를 위해 이

별을 준비하는 몇 몇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별은 늘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약간 희망차고...그랬습니다. 제

가 학생이었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선배, 언니 형들을 내

보내는 후배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내는 말 즉 릲송사릳에 수긍하고 애

태우는 후배는 몇 명일까? 하는 발칙한 생각과 후배들의 이별의 말

에 답하는 릲답사릳에 공감하는 후배는 있을까?하는 불경스러운 생각

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를 스친, 통제 불가능한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생

각에 어른들 모르게 뒤에 숨어 나쁜 짓을 하다 들킨 학생과 같은 당

황스러움에 저도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데, 이 강제된 결코 자발적일 것 같지 않은 이 릲송사릳와 릲답

사릳는 진정코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말에 릫억지 춘향릮이라는 말

이 있습니다. 이 릲송사릳와 릲답사릳야 말로 릫억지 춘향릮의 모습이 아닐

까요.

이젠 몇 몇 사람, 몇 몇 학생이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는 입학식과

졸업식보다는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만의 우리학교만의 입학

식과 졸업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임을

마치고 퇴임을 한 이정미재판관의 퇴임사에서 법치의 중요성과 엄

중성에 대해 언급한 말이 이었습니다.

이정미재판관은 중국의 한비자의 리더의 품격에 나온 릫법지위도

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를 인용해, 릫법의 도리는 처음에

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릮라는 말로 우리 사

회의 왜곡된 법치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함과 동시에 준법정신에 대

해서도 일갈을 했습니다.

저는 이 퇴임사를 읽으면서 또 발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릲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공정하게 대

응하겠습니다릳 라는 말을 하거나 많이 듣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사

람들은 이 말은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

들이 있을까?

아니, 이 법과 원칙을 입에 올리는 많은 분들이 이 뜻을 제대로

알까? 아니면 이 법과 원칙을 거론하는 많은 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저는 발칙하고 불경스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릲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은 분노한다릳

기장군은 릫수출용 신형 연구로(이하 연구

로)릮 건설이 미래의 에너지 사업이자 차세대 산

업혁명을 이끌 핵심이라 확신하고, 9개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2010년 7월, 부산

시와 함께 공동유치에 성공하여, 비발전 분야를

선도할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45만평, 총사업비 3,512억원)에 연구로 건설을

준비해 왔다.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고, 중성

자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비파괴 검사 등에 활

용되는 소형 연구로 설비를 말한다.

연구로는 원자력 발전소와는 건설 목적과 규

모가 완전히 다르고, 안전성 또한 충분히 검증

받았다.

열 출력은 발전용의 0.3％에 불과한 반면, 내

진설계는 가동 중인 고리원전 보다 높은 0.3g(g

는 중력가속도, 규모7.0)를 채택했다.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자력발전소보다 내륙에 위치하고, 8

배 이상 높은 80m위치에 지정해 지진해일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로 허가권을 가진 원자력안전위

원회(이하 릫원안위릮)가 지난해 경주지진(규모

5.8)이 발생한 뒤 활성단층의 안전성이 확인되

기 전까지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

서 사실상 연구로 사업은 중단위기에 놓이게

됐다.

연구로 건설 허가가 안 되면 2,500여억원이

투입된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기다리는 의료굛바이오 기업과 파워 반도

체 관련 30여개 기업유치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파워반도체 산업클

러스터 조성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또한, 연구로가 부지 안전성을 이유로 무기한

중단되면서 앞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국제적인

수급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장 연구로에서는

세계 방사성동위원소 수요의 20％ 남짓을 생산

할 계획이어서 수급차질로 인하여 국제적인 망

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릲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릳은 속이 시

커멓게 타다 못해 분노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 이미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건물이 모습을

드러내어야 할 이때, 원안위는 이제 와서 경주

지진을 이유로, 5년간 진행될 원전주변 활성단

층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건설허가가 어렵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안위는 안정성을 운운하면서 정작 가동을

중지시켜야 할 원전은 추가로 건설을 허가하고,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연구로 건설은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가로막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에게 합당하고 명백

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원전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이번 원안위의 처신과 같이 탁상행정과 밀실행

정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의에 차 있는 지역주민의 한숨

과 고통에 정부와 원안위는 적극적인 자세로 연

구로 건설 허가를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강력

히 요구하면서,

우리 기장군의회는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

산시민의 뜻을 함께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정부와 원안위는 수출용 연구로 건설 허가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합당하고 명백한 근거

와 기준을 제시하고,

Ⅰ. 16만 기장군민과 360만 부산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안전하고 경제성 높은 연구로 건설

허가를 조속히 이행하라굩

Ⅰ. 0.3g로 내진 설계된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

설 허가 안되면, 0.2g로 설계 가동 중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굩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제222회 임시회

일광뉴스테이반대굛신형연구로촉구결의안채택

기장군의회는 3월 23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릫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릮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3월

17일,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3일까지 7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릫부산광역시 기

장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릮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대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릲최

근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국정혼란

등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상황일수록 우리 모

두가 한마음으로 중지를 모아 협력

해야 할 것릳이며 릲우리 기장군의회

도 의원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합

심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기

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상세일정을 살펴보면 3월 17일

본회의에서는 이승우의원이 대표발

의한 릫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

가 촉구 결의안릮과 박홍복의원이 대

표발의한 릫일광 뉴스테이 사업 추진

에 따른 반대 결의안릮을 채택했다.

이어서 3월 20일에서 3월 22일까지

삼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관련된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이

어서 김정우 의원과 이현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7일간의 회

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허가촉구결의안 일광뉴스테이사업추진에따른반대결의안
뢾기업형임대주택뢿

부산시는 140,000㎡ 규모의 기장읍 청강

뉴스테이에 이어 일광면 삼성리 일원 두 곳

에 추가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부산시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계획서를 검토굛심의하는 릲뉴스테이 자

문회의릳를 오는 3월 24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 37건중 타당성이 높은 13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13건중 2건이 기장군

일광면 지역이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사업제안자로부

터 일광면 삼성리 산26-1번지 일원

74,859㎡, 산38-3번지 일원 162,221㎡에 기

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환경

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제출되어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위원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이

기장군에 접수된바 있다.

사업추진 대상지는 조성중인 인구 25,000

여명 규모의 일광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일

광신도시는 빼어난 입지조건으로 초기분양

에서 높은 경쟁률로 그 인기를 증명하였다.

부전-일광간 동해선 복선전철개통과 년말

완공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울산고속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와 인

접한 조망권 등 수려한 주변경관이 그 이유

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대상지는 임상이 양호

한 곳으로 산38-3번지는 보전녹지지역이자

공익용산지이며, 산26-1번지는 자연녹지지

역으로서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친

환경 주거조건을 표방하는 일광신도시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동해남부

선 복선전철의 통행소음으로부터 완충역할

을 할 지대를 상실함에 따라 주거가치가 떨

어짐은 물론 사업추진 대상지 또한 직접적

으로 소음에 노출됨으로서 향후 기장군에

그 해소대책을 요구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중인 뉴스테이 사

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땅값

이 싼 녹지의 훼손을 가속화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을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 아파트를 허가하는 반환경

정책이자 주택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특혜성 사업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장군민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간이 아닌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공간을

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내세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부산시가 들러

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

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일광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공익성을 빌미로 주민의 생태적 공간

을 파괴하는 일광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취

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산시는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국외부재자신고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

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

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7.3.10 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

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굛시굛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

우편,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룗공직선거법룘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7년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

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자우편 주소 : seong825@korea.kr

※ 전자우편으로 신고굛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지원과(709-4113)

대통령선거기간중민방위교육중단안내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2017.5.9(화)로 지정[관보 제18968호 2017.3.15.공고]

됨에 따라룗공직선거법룘제33조에서 정한 대통령 선거기간〔2017.4.17~2017.5.9

(23일간)〕중에는룗민방위기본법룘제23조제6항에 의거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 포

함)과 훈련이 중단됩니다.

○ 이에 따라, 일부 교육 일정이 변경되오니 2017.4.17(월)로 교육통지를 받으신

민방위대원께서는 아래 변경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변 경 내 용 ◇

※ 2017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일정 안내

○ 신분증굛필기구 지참, 필히 본인 참석(대리참석 불가)

○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적극 이용 협조

○ 승용차 요일제 적용으로 요일별 차량 끝번호(아래 괄호안) 해당차량 출입불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 통지서에 지정된 교육일시 이외에도 참석 가능하나 교육장 수용인원을 고려하

여 가급적 지정된 일시에 참석 요망

○ 출장지, 방문지 등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 가능

○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 검색 : 인터넷 검색창에 룗재난안전포털룘 입력 또는 www.

safekorea.go.kr/

○ 문의처 : 기장읍(709-5126), 장안읍(709-5181), 정관읍(709-5241), 일광면

(709-5221), 철마면(709-5281)/기장군청 원전안전과 민방위팀(709-4281~3)

변 경 전 변 경 후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2017.4.17(월)
14:00~18:00

민방위교육장
(기장군청 지하1층)

2017.4.10(월)
14:00~18:00

변동 없음

구분 4.10(월) 4.11(화) 4.13(목) 4.14(금) 4.15(토)

시작 14:00 09:00 09:00 14:00 09:00(주말)

종료 18:00 13:00 13:00 18:00 13:00(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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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전

푸른역사/김서령

지난달에 외할머니 49재를 마치

고 상중에 길렀던 콧수염을 깎았습

니다. 아프신 곳 없이 천수를 누리

고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부산에

오기 전까지 늘 할머니와 함께 살

아서인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얼

얼합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은 벌써 곯아떨어졌

는데도 저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서 눈을 초롱거렸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이야기를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기장에서 빈자리 공감강

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37번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모두

훌륭한 강연이었지만 저는 해녀 박

말애 시인의 릫해녀와 바다 그리고

꿈릮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https:

//youtu.be/ke5GOsHy14s). 사람

이 온다는 건/실은 어마어마한 일

이다./그는/그의 과거와/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作 방문객 中) 딱 이 느낌

이었습니다.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면 강의고,

인생을 전달하면 강연입니다. 책은

어떨까요? 지식을 전달하면 교과서

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 번의 연

재에서 교과서에 가까운 책을 소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을 전달하

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령 작가는 릲사람이 우주이며

한 인간의 생애 안에 가히 우주의

천변만화가 담겨 있다는 생각릳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출간한

릫여자전릮은 지난 세기 초중반 한국

여자로 태어나 우리 역사의 우여곡

절을 온몸으로 밀고 온 일곱 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리산

빨치산, 팔로군 출신의 중공군, 위

안부, 남편이 월북한 종갓집 며느

리, 옛날식 미혼모, 춤꾼, 미술관 주

인이 주인공입니다.

작가는 서문에서 릲이분들이 한국

여자라는 공통점 말고는 신분도 학

력도 고향도 환경도 제각각이다릳라

고 말합니다. 저는 책을 읽고 주인

공 일곱 분의 공통점을 두 가지 발

견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래 사셨다

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오신

나날들이 감동적이라는 점입니다.

짧고 굵게는 쉽지만 길면서 굵어지

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살면 자연

히 오점을 남기기도 쉽습니다. 역

사의 질곡을 현명하게 헤쳐 나온

주인공들의 삶에서 인생의 지혜를

은연중에 깨우치게 됩니다.

올해에 조선인 군 위안부와 일본

군 위안소 제도(윤명숙/이학사)를

시작으로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다카하시도루/동국대학교출판부)

와 일제강점기 진실의 문(이선배/

한국학술정보)을 차례로 읽었습니

다. 국권침탈 과정과 이후 왕가의

삶은 이완용 평전(윤덕한/길)과 영

친왕(김을한/페이퍼로드)에서 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

금했던 것은 고종, 명성황후, 영친

왕이 아니었고, 이완용이나 이토 히

로부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사

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조선 백성의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

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듣

고 싶었습니다. 릫여자전릮을 읽고 저

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외국의 인기도서 순위는 우리나

라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나 유

럽에서는 자서전이 큰 인기를 끕니

다.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유명 정

치인뿐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아마

존 베스트셀러 1위는 백인 하층민

출신 J. D. Vance의 힘겨웠던 성장

기와 가난했던 가족의 역사를 쓴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위인

전은 넘쳐 나도 자서전은 드뭅니

다. 혹시 있다고 해도 성공한 사람

특히 성공해서 정치를 꿈꾸는 남자

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위인

전을 읽고 꿈을 키우셨다면, 오늘

릫여자전릮을 읽어 보세요. 꿈 대신 지

혜를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김민석 의학박사

릫 릮

맛의 천재 - 알렉산드로 마르초 마뇨(책세상)

혀끝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한데 버무려진 식탁 위의 인문학굩

이 책은 피자, 파스타,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등 이미 우리의 식문화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 음식들의 기원과 변천사, 그리고 성

공 스토리를 담은 책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접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밀가루 반죽이 피자

가 된 사연, 오스만제국에서 유행했던 커피숍을 본의 아니게 중세 유

럽에 전파시키고 만 주인공,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때문에 우연히 탄

생하게 된 누텔라가 전 세계인의 혀를 유혹한 비결 등 수많은 역사 에

피소드들이 옴니버스 영화처럼 쉼 없이 펼쳐진다.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 찰스A.이스트먼(책읽는 귀족)

이 책의 저자, 찰스 A. 이스트먼은 릫오히예사릮라는 인디언 이름을 가

진 토종 인디언이다. 그는 백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된 아버지의 영

향으로 17년간 학교 교육을 받고 의사이자 작가로, 또 강연가로 성공

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백인 사회에 적응해 살면서도 인디언으로서의 정체성

을 잃지 않았다. 평생 인디언들을 위해 일하면서 인디언들에 대한 편

견을 깨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저자는 앞만 보고 빠르게 달려가면

서 매일매일 릫속도와의 전쟁릮을 치르며 사는 독자들에게 인디언들이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릫고요하고 단순한 삶의 방식릮을 알려 줄 것

이다.

일곱가지 이야기 - 가노 도모코(피니스아프리카에)

제3회 아유카와 데쓰야 상 수상작

팬레터와 러브레터는 마음먹은 김에 보내야 하는 법이다. 단기대학

에 다니는 열아홉 살의 이리에 고마코는 룙일곱 가지 이야기룚라는 책을

충동 구매해 읽고는 곧바로 작가에게 팬레터를 보내기로 마음먹는다.

얼마 전 주위를 떠들썩하게 했던 릫수박 주스 사건릮을 중심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자, 뜻하지도 않게 릫보내 주신 편지 즐겁게 읽었습니다.릮라

는 답장이 온다. 게다가 그 사건에 대한, 상상이라는 이름의 릫해결 편릮이

첨부되어 있었다굩 두 사람의 편지 왕래는 점점 회를 거듭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 윤경일(서교출판사)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사)한끼의식사기금 윤경일 이사장

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오가며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에피소드 38편이 담겨져 있다. 아프리카, 아시

아 오지에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구호사업

과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제3세계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희망

을 심어온 지은이의 살신성인 행위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나왔다.

코타로와 나 - 곽지훈(미래의 창)

서른이 훌쩍 넘은 싱글남, 그것도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 어느 날 사

랑에 빠졌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여자도 남자도 아닌, 바로 시바견에게

말이다. 하지만 그가 개를 키우겠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다.

그는 하루의 절반가량을 집 밖에서 보내는 직장인이었고 일본에서 외

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정

말 개를 키울 수 없는 걸까? 그는 반려견의 행복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

문하며 시바견 코타로와의 조심스러운 동거를 시작했다.

감정의 식탁 - 게리 웬크(알에이치코리아)

이 책은 음식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지배당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즉 우리가 섭취하는 건 약물이든 음식이든 모두 신경세포의 작

용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 역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정신성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을 집중적으

로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약물 속 화학물질들은

어떻게 현재의 우리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는지 다양한 예시로 살펴본

다. 예를 들어 설익은 바나나에 들어 있는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으로

인해 설사를 일으킨다는 것. 물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경험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커피와 담배를 찾거나 초

콜릿을 탐닉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2018 대학입학전형 진단

대부분 전년도 틀 유지…영어 절대평가 가장 큰 변수

전 창 민

장안제일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전문위원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가장 큰 변수

는 영어 절대평가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표

준점수와 백분위가 사라지고 등급만 제공된

다. 또한 영어 절대평가로 인해 각 대학마다

의 수시전형 최저학력기준이 다르고 정시전

형에서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천차만별이

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지 예

측하기 어려워지므로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영어 절대평가와 관련된 정보 수집

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은 영어절대 평

가를 제외하고는 전년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

으로써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년도 전형의 큰 틀을 유지

한 것이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은

수능과 실기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논술전형

의 모집인원이 감소했다.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권장하며 논술을 시행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해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출문제는 물

론 모범답안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

다. 고려대가 수시 모집에서 논술전형을 폐

지했고 주요대학의 논술고사 선발인원이 전

반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덕성여대는 논술100％전형을 신설해

299명을 선발하고 최상위권 주요대학에서는

여전히 논술 전형의 선발 비중이 높으므로

논술에 대한 대비와 함께 수능 최저학력기준

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역시 필요하다.

둘째,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했고 수시 모

집인원은 증가했다.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

원은 35만2천325명이다. 이 중 정시 모집 선

발 인원은 9만2천65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4천424명이 감소했으며 수시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1천4명이 증가한 25만9천

673명을 선발한다. 따라서 수시 지원은 선택

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자신의 수능 백분위

점수를 고려해 정시 합격 가능성을 분석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

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

심이다. 올해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의 63.9％

를 선발하며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

능 중심으로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

형은 지난해보다 1만1천130명이 증가해 전

체의 23.6％에 해당된다. 수도권 상위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거의 선발 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

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크게 강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전까

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 학기 동안이라

도 최선을 다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고른 기회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 고른 기회전형으로 선발하

는 모집인원은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1만6

천500명,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2만3천806

명이다. 지원 자격이 충족된다면 많은 인원

이 경쟁하는 일반전형에 비해 유리하므로 적

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인재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

는 특별전형인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18학

년도에는 81개교에서 1만931명을 선발한다.

특히 의대 중심의 선발이 절대적으로 많으므

로 의대 지망생은 적극 도전해야 한다. 기장

군 관내 수험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만 지원할 수 있고 이외 지역의 학생들은 지

원할 수가 없다.

끝으로 기장군 관내 수험생들에게 수능을

치르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수험생활은 자신과의 끊임없는 고

독한 싸움이다.

2017년 4월 3일(월요일)제254호

입시설명회를 다녀와서

대입성공 위한 수험생 입시전략
고3으로서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기장 대성학원에서 주

최한 입시설명회<사진>에 다녀왔다. 입시설명회에서 소개

한 2018학년도 대학입시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변수인 영어 절대평

가에 대해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 꾸준한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8학년도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모의

고사인 6월 모의평가까지는 영어 난이도에 대해 신경 쓰기

보다는 3, 4월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통해 바뀐 영어절대

평가 체제에 적응하고 꾸준히 학습함으로써 대입일정에 대

비해야한다. 우선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각 영역

별 부족한 과목을 확인하고 자신의 전국 석차와 퍼센트를

참고해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수능

에서 쉽게 출제 될지 알 수 없는 영어를 두고 고민하기보다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전략을 세우고 학력평가와 모의

고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찾고 학업역량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6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수시지원 전

략을 세워야 한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나오는 시

기는 9월 중순을 넘어가기 때문에 수시모집에 대비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전체 정원의

약 73.7％를 선발한다. 특히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은 선

발인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선발하

는 인원이 많다. 수시모집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 교과와 학년별 반영비율

을 파악해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 중요한 비교과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들

만이 반영되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수시모집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정시모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 비중이 절대적이고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성적을 최저 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

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험생들은 수시, 정시 어

느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입시전략을 한눈에 알아봄

으로써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변화하는 계절을 느낄 여유도 없이 공

부에 매진하고 있는 수험생 모두가 내년 봄에는 원하는 대

학의 캠퍼스를 거닐며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장고 3학년 정선민 황현민 명예기자

장안고 2017 입시전략빛났다

수험생 대부분 원하는 대학 입학

장안고등학교(교장 조영준, 이하 장안고)가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3학년 학생 155명 중 서울대 8명을 포함해 서

울권 명문대학에 72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과학기술 특목

대학에 24명, 경찰대, 육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3

명, 지역 명문대학인 부산대에 5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3

학년 학생이 5개 반 15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에 가까운

72명이 수도권 지역 대학에 입학 한 것으로 지방 고교로서는

큰 성과로 평가된다.

입시 대박의 비결은 무엇일까. 장안고는 교사들이 학생 개

개인을 지도하는 릫공동 담임제릮를 운영해왔다. 공동 담임제

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1반 학생을 1반 담

임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2반, 3반 등 다른 반 담임교사도 지

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1반의 A라는 학생이 과

학에 관심을 보이면 과학교사인 다른 반 담임이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지도해 주는 방식이다.

더불어 릫권역별 입시연구협의체릮 운영으로 학생들의 경쟁

력을 높였다. 협의체 안에는 수도권, 과학전문 대학권, 부산

권 등을 두어 학생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고르고 그에 맞춘

입시지도를 했다. 교감을 중심으로 전 교과 교사가 학생 개

개인의 내신 관리와 교과별 부진아 지도, 비교과 활동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는 릫학생학업관리시스템릮 역시 상시 운영해

왔다.

조영준 교장은 릲우리학생들이 국내 유명대학에 대거 진학

하는 성과를 내어 기쁘다. 이를 통해 장안고가 전국적인 명

문고로 위상을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릳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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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중 개교, 배려굛존중굛협력 실천의 장

정관중학교 전경.

지난 3월 1일 정관중학교(교장 양화진, 이

하 정관중)가 문을 열었다. 이튿날 249명의 입

학생과 초대 양화진 교장, 학부모와 기타 내빈

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과 입학식이 진행됐

다. 행사에는 교기전달식과 입학선언 그리고

해피앙상블 남성 5중창단의 흥겨운 축하노래

까지 더해져 정관중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양화진 교장은 환영사에서 릲우리 학교의 교

훈은 릫배려, 존중, 협력릮이다. 남을 배려하고 나

를 존중하며 서로가 협력하는 교육을 하려고

한다. 오늘 입학하는 학생들은 정관중학교의 1

회 입학생이자 3년 후 1회 졸업생이 될 것이

다. 학생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의 꿈과 끼를 찾고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스승을 만나시기를 바란다릳며 학생들을 북돋

았다.

정관중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년

3개월 만에 건물이 완공된 후 지난 1월 1일 교

장과 몇몇 교사가 개교요원으로 발령받아 가

구, 인테리어, 교육과정 등을 하나하나 정성들

여 만들어 왔다. 새롭게 문을 연 학교답게 최

신식 건물과 선진 기자재가 구비돼 있으며 과

목마다 전용교실이 있다. 영어와 수학의 수준

별 수업이 이루어지는 선진형 교과 교실제 또

한 운영한다. 봄이면 장미축제가 열리는 아름

다운 좌광천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있다.

학기가 시작되자 정관중은 릫사제 공감릮 사업

의 일환으로 전 교사가 사제동행 아침맞이 행

사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직접 급식도

우미가 돼 배식을 하며 학생들 한명 한명과 소

통했다.

담임 주간을 통해 다양한 수업도 진행했다.

함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시작으로 꿈 판 만들기, 반에서 학생

한명 당 1인 1역 정하기, 나의 다짐을 타임캡

슐에 넣어 우리 반 나무 아래 심기, 교과교실

견학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학교 생활

의 첫 발을 내딛었다. 2주차부터는 깨끗하게

단장을 마친 교과교실에서의 수업을 시작했으

며 친구사랑 주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푸는

우정 퍼즐, 우정 사진 찍기 등의 행사로 교우

관계를 돈독히 다지며 개교 첫 달을 마쳤다.

정관중은 현재 시작단계로 학교 주변의 조

경 사업이 한창이라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경 사업이 완공되면 학교의 나무인 회화나

무와 학교의 꽃인 무궁화뿐만 아니라 많은 나

무와 꽃들이 자라날 것이다. 푸르게 무르익어

가는 학교의 정경과 함께 학생들의 인성과 꿈

도 힘차게 자라나기를 기대해본다.

문항(8개) : 숫자8, 네잎클로버, 바지, 호루라기, 스페이드, 반바지,

거북이, 스포이드

뢾구성 : 조남원=http://blog.naver.com/cnwon00뢿

※ 엽서에 숨은그림찾기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해 상

품권을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만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 우)46077

2017년 4월 3일(월요일) 제254호

이야기로 풀어보는 한자성어

말이재앙의근원, 말하기전에다시생각하자

■ 口禍之門 구화지문 - 입은 재앙의 문

■ 禍生於口 화생어구 - 재앙은 입에서

나오다

말로써 말이 많을 시기가 왔다. 나라를 이끌

어나갈 정치 지도자를 곧 선출하게 되니 뜻이

있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펼쳐놓는 말의 선물

이 가득하다. 이런 말은 실천되기만 하면 많을

수록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험

담하는 말이 문제다. 우리 속담에 릫입이 개차

반이다릮거나 릫혀 아래 도끼 들었다릮란 것이 있

다. 앞의 것은 아무 말이나 가리지 않고 상스

럽게 말할 때를 가리킨다. 뒤의 것은 잘못 말

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조심하라는 것이다. 세

치의 혓바닥으로 다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

고, 죽이기도 한다는 동양의 금언이 있다. 이

것은 말로 인하여 죽은 자를 무덤에서 불러내

고, 산 자를 묻기도 한다는 서양의 격언과 상

통한다.

이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여러 명언 중에서

도 릫입이 재앙의 문릮이라 한 마디로 표현한 口

禍之門(구화지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

표적인 성어다. 馮道(풍도, 882~954년)란 사

람의 릫舌詩(설시)릮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중

국 唐(당)나라 말기와 五代(오대)에 걸친 혼

란시기에 73세까지 장수를 누리며 재상을 지

냈다. 유명한 그의 시를 보자. 짤막하고 쉽게

나타냈으니 전문을 소개한다. 릫입은 재앙의 문

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 입을 닫고 혀

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을 편히 할 수

있네(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 閉口深藏舌 安身

處處牢/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폐구심장설

안신처처뢰).릮 우리 牢(뢰) 글자에는 짐승의

우리라는 뜻 이외에도 사방을 둘러싸 안온하

다는 뜻이 있다.

중국에서 유래한 말조심의 성어가 릫구화지

문릮이라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좋은

말이 있다. 릫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릮는 뜻의 禍

生於口(화생어구)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인 成大中(성대중, 1732~1809)의 문집

에서 나온 성어다. 그의 잡록집 릫靑城雜記(청

성잡기)릮에 이 말이 실려 있는데 말에 관한

부분 일부만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릫내면의

수양이 부족한 사람은 그 말이 번잡하고, 마

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거칠다.릮 그

뒤에 이 말이 이어진다. 릫화는 입에서 생기고,

근심은 눈에서 생기고, 병은 마음에서 생기

고, 허물은 체면에서 생긴다(禍生於口 憂生

於眼 病生於心 垢生於面/ 화생어구 우생어안

병생어심 구생어면).릮 垢는 때 구.

한 번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도 그것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마차가 따르지 못한

다는 駟不及舌(사불급설)이란 말이 있다. 그

만큼 빠르니 주워 담기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자칫 잘못 나온 말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온

다. 가까운 사이를 원수로 돌변시킬 수도 있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 따위 나

쁜 말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口舌(구

설)이고, 받는 재난이 舌禍(설화)이다.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

만 말하기에 앞서 잘 생각하여 모두들 설화

를 입지 말고 口舌數(구설수)에 오르지 말아

야겠다.

안병화 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정관여성햇빛합창단단원모집

○ 자 격 : 60세 미만 여성에 한함

○ 연 습 일 :매주 수요일 10 ~ 12시

○ 회 비 :월 20,000원

○ 장 소 :정관주민자치회관 6층 소강당

○ 연 락 처 : 010-7572-3813 (단장 정영애)

○ 전형방법 :면접 및 간단한 오디션

음악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고 희망의 화음으로

기장군을 빛낼 재능 있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5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과정명 기간 인원 교육기간

엑셀(초급) 5.8~5.19(10:00-12:00) 25 10일

ITQ파워포인트(고급) 5.8~6.2(14:00-16:00) 25 20일

컴퓨터기초(기초) 5.22~6.2(10:00-12:00) 25 10일

1. 교육일정(2017.5.8 ~ 6.2)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 육 :무료

4. 접수기간 : 2017.4. 3(월) 09:00 ~

5.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25명)

6. 교육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과 IT커뮤니케이션팀

(709-4306, 4301)

○타임캡슐→기억상자

먼 훗날 다시 개봉해보려고 땅 속에 추억이 될 물건을 넣어

파묻는 상자.

(예) ○○초등학교는 개교기념으로 학교운동장에 전교생이 각

자의 꿈을 적은 종이를 넣어 만든 기억상자를 묻는 행사를

진행했다.

○케이터링→맞춤밥상

계약에 맞추어 음식을 대신 차려 주는 일 또는 그런 식사.

(예) 패션쇼 무대 뒤에는 모델들을 위한 맞춤밥상이 준비돼 있

었다.

○팁→도움말, 봉사료

어떤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 수 있도록 거들거나 깨우

쳐 주어서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말.

(예) 이번 해외여행 중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주는 관

행을 경험했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 테마파크 디자이너

릲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요릳

릫가자굩 환상과 모험의 세계로릮, 릫꿈과 신비

의 나라릮, 릫눈앞에서 펼쳐지는 동화 속 세상릮

테마파크가 내세우는 단골 수식어들입니다.

테마파크는 단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는 공원

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구나 건

물, 의상, 소품 등으로 조화롭게 꾸며놓은 곳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가장

잘 알려진 곳이죠.

테마파크디자이너는 건축, 음향, 조명, 인

테리어, 의상, 특수효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더 멋지고 흥미

로운 테마파크를 완성해 나가는 종합 환경연

출가입니다.

또한 새로운 테마 연출을 위해 스토리작가

가 되어 연출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디자인합

니다. 이후 테마파크 내 모든 시설과 물품을

해당 주제에 맞게 설계한 후 실제 건설과정

에 직접 참여해 테마에 상응하는 조형시설물

및 전시물을 구축하고 동선에 따라 배치하는

전 과정을 지휘합니다.

해당 주제에 맞게 세부적인 설계대로 공사

가 진행되는지 감수하는 일도 테마파크디자

이너의 역할입니다. 그 밖에 테마파크가 완

성된 후에도 시즌별로, 또는 특정일을 주제

로 변화를 줘야 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때도 주변적 환경 및 콘셉트, 그리고 고

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월트 디즈니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 릫디즈니랜드릮를 만들어낸 것

처럼 테마파크디자이너는 무한한 상상력을 현

실로 이루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현

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

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무엇

보다도 경력이 우선시됩니다.

오랜 기간 디자인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

아야 테마파크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하나의 테마파크 건설에 있어 건축물디자

인, 의상디자인, 상품디자인,조경디자인,그래

픽디자인 등 다양한 세분화된 디자인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완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테

마파크디자이너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모두 알아야만 합니다.

제공: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www.work.go.kr)

·학업 지원 : 4,8월 대비 중.고졸 검정고시 준비 및 기

초학습 지도

·1:1 멘토 지원 : 1:1 매칭을 통한 심리. 정서 지원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스포츠 및 문화체험 활동

멘토링프로그램안내

릫1388멘토지원단릮이란무엇인가요?

청소년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인력망 구축을 통해 청소

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 학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및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굩굩

어떻게신청할수있나요?

1. 자 격 :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졸업 및 재학 이상인 자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 관련학과)

2. 모집기간 : 2017년 4월부터 수시

3. 신청방법 : 이력서, 소개서 작성

이메일(1388@gijangcmc.or.kr) 접수

＊기타사항은 전화 문의

4.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

5. 문의전화 : 상담원 이혜경(792-4892)

201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릫1388멘토지원단릮을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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릲거리의 청소년들 모두 제 자식 같아요릳

릫좋은 문화릮 김혜숙 회장

전업주부로 지내온 김혜숙뢾사진굛

릫좋은 문화릮 회장뢿씨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교우관계

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교에서

속칭 릫전따릮라는 따돌림을 받았고 많

이 힘들어 하는 자녀를 보면서 릲왜 우

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릳

라고 생각하게 됐다. 원인이 뭐였을

까? 방안을 알아보면서 관련 서적도

읽어보고 이곳저곳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기도 했다. 학교폭력,

외톨이, 따돌림 등 우리 주위 곳곳에

만연히 담겨져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이들이 겪

고 있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청소년

들의 사례들을 접하게 됐다. 작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찾기 시작해 벌써 30

여년 세월 동안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길을 걷고 있다.

자녀들이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내 다른 아이들까지 보듬어 주

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할아버지는 항상 다

른 이들을 가족만큼 챙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남을 더 생각하

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였다. 그

녀는 자녀 역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현재까지 봉사를 실천하고 나눔의 생

활을 거리낌 없이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수년째 미술심리 치료 상담

을 하면서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다

재다능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주로 결손가정, 불우한 가정 속

에 살고 있는 청소년 중 일부는 재능

을 발휘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엇나

가는 마음으로 불량 청소년이라는 타

이틀을 지닌 아이들이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됐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사회에 적

응하고 재능을 끌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

다. 청소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안겨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자원봉사

센터, 릫좋은 문화릮 단체가 기장 청소년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기획

했다. 그 결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올해 벌써 7회째 맞이하는 릫기장가곡

제(본보 18쪽 기장가곡제 포스터 참

조)릮를 시행하고 있다.

성악을 전공한 딸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여러 주위 봉사자 분들이 마음을

모아 기장군내 거주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회를 연지가 벌써 7년째이고 올

해도 역시 4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기장군 차성아트홀에서 무료관람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릲기장가곡제에 참여하는 한 청소년

은 한때 결손가정 내에서 엇나가는

마음을 달래지 못해 힘들어 했지만

지금은 무대에서 더 많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무대에서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뿌듯하다릳고 그녀는

말한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 보다 머리

가 하나 더 있다고 할 정도로 세상 물

정을 모르는 것이 없다. 다만 가정사

로 인해 여건이 안 되고 릲왜 나만 불행

하지? 왜 나만 힘들지?릳 좌절하고 희

망을 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아져 가

고 있다. 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이터 외진 곳에서 서로 허기짐을 달

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 간단한 도

시락이나 간식을 사서 같이 먹기도 한

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이

야기가 있을 때는 언제든 편하고 쉽게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연락을 기다린다고 한다. 자신

이 힘들 때 주위 들어주는 이가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

각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지기 때

문이다.

그녀는 릲희망을 품고 미래를 다짐하

는 우리 기장군내 청소년들의 환한 미

소를 봐 왔었기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다. 개인적인 이력과 경력을

내세워 살고픈 생각은 전혀 없고 변함

없이 한결 같았던 마음 그대로 우러나

오는 마음 그대로. 내 아이에게 애정

을 쏟듯 우리 기장 군내 청소년들에게

언제까지나 마음을 다해 내어줄 것릳이

라고 말했다.

염유정 명예기자

활기찬 노년 -박숙경 할머니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며

릲어릴 때부터 성당에 다녀서 많은

분들을 알고 지냅니다. 그 중 한분이

어린이집 봉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어린이집에서

기저귀 개어주는 일을 도와주고 있

습니다릳며 박숙경(81굛사진) 할머니

가 이야기 한다.

박 할머니는 기장에 20여 년 째 거

주하고 있다.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인들의

권유로 기장으로 이사했다. 살아볼

수록 기장이 살기 좋은 곳이라 만족

스럽다고 했다.

릲처음에 몸이 불편한 릫언니릮라고 부

르는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장애인

이라 군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간단

한 음식은 혼자 만들어 먹었고 나도

조금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둘이 죽

을 때 까지 함께 살자고 약속 하였는

데 어느 날 친척들이 찾아와 요양원

으로 옮기는 바람에 가슴 아픈 이별

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금 때문인

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참 매몰차게

헤어지게 되어 한동안 마음의 병이

심했습니다릳하고 박 할머니가 눈물

을 보였다.

릫사람의 인생이 다 이런 건가릮하는

자괴감에 한동안 마음이 아팠고 지

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가끔 언니가

보고 싶지만 연락할 길이 없어 마음

이 아픈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소

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릲나보다도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

에게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일이 없

어요. 노인복지관 식당에서 점심 식

사 배식을 돕고 있는데 사실 비가오

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꾀가

생기기도 합니다. 차라리 내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하루 가지 않겠

지만 봉사하는 일이기에 그럴 수가

없더라구요릳하며 봉사에 임하는 소

회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릲몸이 불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손

잡아 주며 아름답게 사는 것이 아름

다운 마무리릳라고 말했다.

할머니와 대화하는 내내 사람이라

면 누구나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할머니에게 응원의 박

수를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

람들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생활하기

를 기원한다.

이명희 명예기자

기장의문화를풍요롭게공유

청량사, (사)향기로운문화동행설립

청량사(철마면 안평리 소재) 보혜

스님뢾사진 맨 오른쪽뢿이 문화재단

릫(사)향기로운 문화동행릮을 설립했다.

(사)향기로운 문화동행은 3월 18일

청량사 대웅전에서 발대식을 열고 시,

소설, 동시 등의 문학부문과 전통차

계승, 장학복지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보혜 스님은 릲문학은 현대인의 정

서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차는 자

연의 감성을 느끼며 여유를 되찾게

도와준다. 문화의 꽃을 피워 사람들

의 정신을 맑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 향기로운 문화

동행은 앞으로시낭송 창작대회, 향기

로운 문화 책 발간, 차문화대학, 국제

차교류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앞장

서겠다릳고 말했다.

또한 힐링과 감성으로 다가가는 기

장차문화대학 2기 학장에 보혜 스님이

취임했다. 보혜 스님은 릲굳어있던 경

찰들이 차를 통해 여유를 찾고 안정되

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더 나

은 차문화대학을 만들고 기장의 차문

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릳고

포부를 밝혔다. 기장차문화대학 2기는

기장 군민과 기장 소방서 대원을 대상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전자계약안내

부동산거래비용 500만원 절감굩 실거래신고 자동처리굩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굩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릫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

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릮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

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굛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절차

거래당사자 (중개의뢰) →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작성)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확인굛설명 및 전자서명) → 연

계굛통합처리 (실거래굛확정일자 자동처리) → 공인전자문서

센터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굛출력 가능)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굛우리굛신한 등)

▷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 0.2％추가 인하(1억 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확대할 예정

○ 등기수수료(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30％ 할인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편리합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 불필요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및 자동부여

○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안전합니다

○ 계약서 위굛변조 및 부실한 확인굛설명 방지

○ 무자격굛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특별이벤트

○ 대학생 등 임차인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 대상: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포함),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임차인

▷ 내용: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바우처)

※ 선착순 100명 한정(소진 시 이벤트 종료)

○ 중개수수료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2~5개월) 및 5만원 캐시

백 제공(최대 300명)

□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4174로 문의 하세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안내

○ 사업대상 : 주택용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슬레

이트 지붕

▷ 주택 부지 내 창고 , 축사 등 지원가능/ 단독 창고, 축사,

공장 등 제외

▷ 무허가 건축물 포함(단, 토지소유자 일 경우 해당)

○ 사업기간 : 2017. 2 ~ 12월 초

○ 지원대상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 중 사업 참여 희

망자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가구당 최대 336만원)

▷ 경제적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가구당 최대 3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개인부담

○ 시행방법 :부산환경공단에 사업 위탁해 지붕철거 및 개량

○ 신청기간 : 2017. 2 ~ 11월 (사업조기완료시 지원불가)

○ 신청방법 : 기장군 환경위생과(709-2725)에 사업지원 가

능여부 확인 후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팩스 : 709-4389)

○ 유의사항

▷ 사업은 부산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며 철거대상 건

축주에게 사업비가 일체 지급되지 않음.

▷ 건축물 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이 사업추진중인 재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에

위치할 경우 해당 조합 및 건축부서의 승인을 득하는 등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함.

정관읍청년회(회장 송기섭)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백미 20㎏ 30포(환가 120만원)를 3월 10일 정관

읍에 기탁했다.

2017년 4월 3일(월요일)제254호

소비자교육중앙회 기장군지부 기장읍분회(회장 임정애)는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3월 10일

에 기장읍에 기탁했다.

기장문화원(원장 송영우) 2017년 제21차 정기총회가 2월

23일 기장문화운 2층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개최했다.

2017년 평화통일 염원 스피치대회가 자유총연맹 장안읍분회

(분회장 문수만) 주최로 3월 10일 장안읍사무소 2층 대강당

에서 열렸다.

기장군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옥)는 3월 16일 일광면무료급식

소에서 중추신경계 마비를 일으키는 메탄올 워셔액 대용으로

에탄올워셔액을만들었다. 군민에게무료로배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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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345친목회는 조은 D＆C 및 조은봉사단과 연계해 집수리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릫기장345친목회(회장 양원석)릮는

비영리 순수봉사단체이다. 기장의 30

대~50대를 주축으로 결성된 봉사단체

인 릫기장345친목회릮는 2015년 12월,

발대식 이후부터 현재까지 열정, 봉

사, 사랑의 정신으로 기장지역의 발전

을 위해 헌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회원 대부분은

본업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날이

면 자기 일을 미루고 지역 내 굳은 일

을 도맡아 해결한다. 더욱이 릫기장345

친목회릮의운영은 지자체 또는 지역단

체의 어떤 지원이나 보조금 없이 회

원들의 회비나 재능 기부 또는 물품

기부 등으로 자체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모임의 활동의 분야는 다양하

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어르신을 위

한 삼계탕 배식봉사와 장수사진 촬

영 봉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와 연탄배달 봉사,

소년소녀가장 대상으로 학용품과 문

화상품권 기부 등 다양한 나눔을 실

천했다. 그 중 장수사진 촬영 봉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해 6월과 7월, 총 2

회에 걸쳐 실시된 영정사진 촬영은

릫기장345친목회릮와 릫조은 D＆C릮 및

릫조은봉사단릮과 연계해 어르신들로부

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어르신들의 무

병장수를 기원하며 시행한 이 행사

에서는 100여 분께 정성이 담긴 무

료 영정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

다. 촬영 때 몸이 불편한 어르신은

안전을 위해 회원들이 직접 모셨다.

내 이웃, 내 부모를 생각하며 어르신

한분 한분께 헤어와 메이크업을 직

접 해드리고 의상 또한 손수 준비했

다. 주말을 반납하고 힘든 일정을 기

꺼이 해낸 회원들의 얼굴에는 미소

가 떠나지 않았다.

한편, 수혜자또는수혜지역은공정

한 선정을 위해 릫기장군 자원봉사 센

터릮나 릫읍면사무소릮, 릫기장군 장애인협

회릮 등의 추천을 받았다. 이 후 추천

받은 대상을 직접 방문해 가장 도움

이 절실한 지역이나 수혜대상자를 선

정했다. 이렇게 릫기장 345친목회릮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에 공

헌하기까지는 양원석 회장의 경험과

노력에 기댄 바가 크다. 양 회장은 고

아원에서 봉사를 시작하며 진정한 나

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고

아원 아이들의 눈빛을 잊지 못한 양

회장은 이후 더 큰 사랑을 나누고자

부산시 교통장애인 봉사단장, 기장군

장애인협회 후원부회장, 부산 어깨동

무봉사단등 다방면에서 활동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릫기장345친

목회릮의 행사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당차고노련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양

회장은 자신보다 회원들에게 공을 돌

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은

좋아서 할 뿐 기사에 나올 만큼 자랑

거리가 아님을 강조한다.

릲여기는 신분과 계급이 없고 사회적

또는 영리적 목적도 없습니다. 회원

모두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지역 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나 소외계

층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

장 345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살기

좋은 기장, 다 함께 살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릳라고 양

회장의 포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당당하게 보여준다. 릫기장345

친목회릮의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

된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회장 양원석 전화 010-

2726-1334, 총무 정연철 전화 010-

5114-9687로 문의하면 된다.

이송이 명예기자

릲마을에 따뜻한 사랑방 생겼어요릳

발전소 최인접

길천마을에 신축회관 건립

3월 15일 길천마을회관 준공식이 열렸다.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40

여 년간 고리원자력본부와 희로애락

을 함께 해 온 발전소 최인접 길천마

을. 887가구 1천765명의 주민이 삶

의 터전을 잡은 길천마을에 최근 경

사스러운 일이 생겼다. 고리원자력

본부의 지원으로 낡고 오래된 마을

회관을 허물고 깨끗하고 쾌적한 최

신식 마을회관을 완공한 것.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

본부(본부장 노기경)는 3월 15일 오

전장안읍길천마을에서 릫길천마을회

관 준공식릮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

는 길천마을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

민, 기장군수, 기장군의회 의장과 의

원, 김쌍우, 정동만 부산시의원, 기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외빈과 노기

경 본부장을 비롯한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으로 새로운 마을회관 준공을

축하하고 길천마을의 발전과 발전소

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

었다. 주민들은 릫고리원자력본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同幸(동행)마을릮

이라고 새긴 현판은 그동안 크고 작

은 갈등을 마감하고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준

공에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

로 감사패도 증정했다.

길천마을회관은 고리원자력본부

가 발전소 최인접 길천마을 주민들

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의 낡은 마

을회관을 허물고 지난해 9월말 공사

를 시작해 6개월여 만인 이날 완공했

다. 건축면적 274㎡, 연면적 826㎡로

지상3층 규모로 민원실, 이장실, 휴

게실 등을 마련했다.

삼월삼짇날 민속 한마당

기장문화원

기장문화원(원장 송영우)은 3월

30일(음력 3월 3일)에 예부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이며 세시풍습인

삼월삼짇날 답청가절(踏靑佳節)을

맞아 기장의 정기를 품은 취봉산

(달음산) 일원에서 정유년의 풍년

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릫제15회

취봉산 삼월삼짇날 전통민속 한마

당축제릮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까지 릫달음산 삼

짇날 민속보존회릮에서 개최했으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활

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장문화원

에서 주관,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행사의 내실화를 꾀했다.

취봉산 정상에서 하늘에 고하는

천신제를 시작으로 산자락에 마련

된 노천광장에서는 고유제와 풍물

패시연, 축시, 고전무용, 민요한가

락, 난타한마당으로 이날의 행사를

더욱 흥겹게 했다. 또한 일광지역에

서 수확한 기장쪽파로 문화원 회원

들이 파전을 구워 행사장을 찾은 군

민에게 봄의 맛을 대접했다.

어려운 가정 찾아 헌집고치고 장수사진 찍어

릫기장345친목회릮 다양한 봉사활동 펼쳐

갤러리 아라(관장 박덕남, 기장읍 소재) 주최로 4월 20일까지 동

남권원자력의학원 로비에서 환자들의 힐링을 위해 릫행복한 여자

춘심이(150호)릮 이철진 作 외 11작품이 전시중이다.

기장소방서(서장 김한효)는 3월 17일 기장읍 소재 소울메이트에

서 소방관계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지역 남성의용소방

대장(취임 문명수) 및 구조지역 남굛여 의용소방대장(취임 김병

홍 김숙경) 이굛취임식을 거행했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 임원과 회원 20명은 3월 17일 기장읍 무료

급식소에서 기장 향토음식릫다시마 짱아찌릮를 담가 무료급식소 이

용자를 위한 밑반찬으로 제공했다.

기장군은 3월 3일 정관 윗골공원 일대에서 자율방재단,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등 50여명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참여,

개학기안전홍보 등의 캠페인을 펼쳤다.

재활용품분리배출버리면쓰레기굩
모으면자원입니다.

종 류 배출요령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박스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종이박스류는 테이프나 칠핀 제거

·비닐 코팅된 종이류
·화장지, 물티슈, 기저귀

종이팩/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

해 배출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별도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유리병류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

출※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도굛
소매점 등에서 환불

·유리컵(크리스탈), 사기류, 내
열식기, 깨진유리, 거울, 유리,
폐타일 등

캔/고철류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해 배출
·부탄가스, 살충제용통 등은 구멍 뚫어

배출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
물질이 묻어 있는 통

PET/플라스틱류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재활용표시가 돼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

·그릇, 쟁반, 장판지 등
·열에 잘 녹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

스티로폼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백색 스티로폼
·택배박스 송장 및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코팅, 유색, 오염된 스티로폼
·건축자재용 스티로폼

폐비닐류 ·재활용표시가 돼 있는 깨끗한 비닐류

·물기, 음식물 등 오염된 비
닐류

·비닐랩, 휴대폰 액정 보호필
름 등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

나 묶어서 배출
·솜이불, 베개, 방석, 인라인

스케이트, 여행용가방 등

전지류
·제품에서 분리해 전용수거함(읍면사

무소 및 공동주택 등)에 배출
·녹슨 전지

형광등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 전용수거함(읍

면사무소 및 공동주택 등)에 배출
·깨진 형광등

대형폐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m이
상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한국전자산업협회) 신
청해 배출 (콜센터 1599-0903, 인터넷
www.15990903.or.kr)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류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류
·폐가구(책상,의자,안마의자등)
·악기류(전자피아노등)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

소형폐가전제품

·노트북, 청소기, 프린터기 등 높이 1m
미만 소형가전

- 공동주택: 전용수거 함 상시배출
- 단독주택: 문전수거지역(수요일), 타

종수거지역(목요일) 배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792-4725)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건전지, 종이팩은 군 청소자원과 및 읍굛면사무소에서 새 건전
지, 화장지로 교환하세요.

청소자원과(709-4451)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모집

교육과정 접수기간 교육기간 교육시간 인원 장 소

기계부품
조립원

~ 4.5(수) 4.6(목)~4.28(금)
월~금

09:30~13:30
20

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Replay 어린이집
교사되기

~ 4.14(금) 4.24(월)~5.24(수)
월~금

09:30~13:30
20 기장군청

맞춤급식
실무전문가

~ 5.8.(월) 5.15(월)~7.10(월)
월~금

09:30~13:30
20

기장직업학교
(정관)

선착순 접수가 아닌 서류심사굛면접심사를 통해 교육생을

선발합니다.

2017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위 교육과정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대상

▷ 취굛창업의지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

▷ 취약계층 및 고용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참가자 우대

○ 접수장소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

(기장군청 1층)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굛구직신청서(센터 비치) 해당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지참

○ 교육혜택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 기타사항 : 본인부담금 10만원

※ 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시 면제

※ 수료시 5만원 1차 환급, 교육종료 후 6개월이내 취굛창업

시 5만원 추가 환급

○ 문 의 :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709-5353~9)

2017년도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안내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릫2017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릮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적

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 3 ∼ 12월

○ 지원대상 :룙중소기업기본법룚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

인굛단체, 업무굛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

일러, 냉굛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

시설은 제외)

※ 사업장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

업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

▷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제조업 사업장

② 제조업 외 사업장은 질소산화물(NOx) 저감량이 큰 보일러

○ 접수기간 : 2017.3.10(목) ∼ 3.20(월)

※ 신청결과는 릮17. 3월중 개별 통지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기후대기과(22층) 방문 제출

○ 구비서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www.busan.go.kr)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75)

폐건전지를새건전지로
종이팩을화장지로바꿔가세요~굩

○ 교환장소 : 읍면사무소 및 군청 청소자원과

○ 교환기간 : 연중실시

○ 교환내용 : 폐건전지 20개 → 새건전지 2개, 종이팩 1.5kg

→ 화장지 1개

□왜분리배출해야되나요?

○ 폐건전지는 쓰레기로 배출 시에는 중금속으로 인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만, 분리배출 시에는 성분의 95％를

재활용해 아연, 마그네슘 등 유용한 금속자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은 100％ 수입에 의존

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포장재로 펄프화 과정에

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종이와 혼합배출 시 재활용

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사군자굛서예수강생모집

□ 일광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무료)

○ 모집인원 : 10명(선착순 모집)

○ 모집기간 : 4. 1 ~ 4. 21(21일간)

○ 운영일정 : 월, 금(10시~12시까지) 주2회

○ 담당강사 : 계산 김재형

○ 장 소 : 일광면 주민자치센터(구)일광보건지소

○ 문 의 처 :강 사(010-2574-9119), 일광면사무소(709-5212)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에서는 3월 16일 기장군보훈회관에서 회

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식전행사로 흥겨운 노래한마당과 의경어머니회, 기장군여

성의용소방대의 다과봉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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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교수

봄. 새색시처럼 상큼한 봄. 새내기들의 연분

홍 미소가 교정 가득히 숨바꼭질하는 새 봄입

니다. 내 제자들을 만납니다. 첫 만남 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그 많은 시간 중에 지금 바

로 여기에 나를 찾아온, 참 소중한 인연입니

다. 내가 참 좋아하는 인도 철학자 타고르

(Tagore)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수업에 들어

갑니다. 릲선생님의 중요한 사명은 모든 의미를

밝혀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의 문을

두드려 주는 것이다릳 릫아동미술릮 첫 수업시간.

내가 만든 교재 릫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행복한

아동미술릮 책을 보여주며 첫 번째 질문을 합니

다.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정신의 문을 똑-똑 두드려 봅니다.

릲여러분, 이 책이 아동미술 수업의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

이 정답일까요?릳 학생들은 잠시 머리를 갸우뚱 하다가 릫네릮 하는 학생도

릫아니오릮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말합니다. 릲이 책의 내용은

정답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을 위해 내가 정성껏 만든 책이기 때문입니다릳

그러면 아이들은 수근 거립니다. 릫왜 뻔한걸 물어보지릮 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릲얘들아, 이 책

의 내용은 정답이야. 그렇지만 이 책의 내용만 정답은 아니야. 이 책을 쓴

사람은 벌써 옛날 사람이야. 지금 젊고 싱싱한 너희들의 맑고 밝은 생각도

참 좋은 정답이야릳 그렇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고

민하고 생각해 정하는 답이 더 좋은 정답이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창조한

콘텐츠(UCC : User Created Contents)의 릫첫 발자국릮입니다.

학생들에게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릲얘들아, 너의 친한 외국인 친구가 김

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네 맘대

로 적어 봐릳 학생들은 머리를 짜내 몇 가지 방법들을 공책에 적고, 그 다음

나는 내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릲가장 나쁜 방법은 무얼까? 그것은 그림

하나 없이 글자만 가득한 책으로 김치를 배우는 것이겠지? 그 다음은 김

치 사진이 있으면 좋겠고, 동영상을 보여주면 좀 더 좋겠지.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여러 종류 김치를 여러 번 먹어보는 것이겠지. 최고의 방법은 무

얼까? 그래, 자신의 땀으로 김치를 담가 직접 김치를 먹어본다면, 정말 김

치를 사랑할거 같아. 그렇지, 얘들아?릳 그동안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학

교를 다니며 정말 수많은 시간동안 책으로만 릫김치릮를 배우고 시험치고 평

가했습니다. 책을 달달 잘 외운 학생은 우등생이 됩니다. 참 대단하지요.

김치 한번 담아본 적 없는, 김치 맛 한번 못 본 우등생입니다. 무작정 외우

기도 바빠 창의성은 생각할 틈도 없고, 자기 스스로 뭐 하나 해 본 경험 없

이 어느새 대학생, 어쩌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교육부(2011)에서 말하는

창의성교육 요소는 인지적, 성향적, 동기적 요소가 있고 하위내용으로 사

고의 확장과 수렴, 문제해결력, 개방성, 독립성, 호기심, 흥미, 몰입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직접 창의적으로 요리해 함께 행복하게 먹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어제 말고 내일 말고

오늘, 마음먹고 마음대로 창의성을 쓰면 됩니다. 자주 써본 사람이 창의성

도 잘 씁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지금 간단히 스마트폰의 스케치

앱(App)을 열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싶으면 당장 메모장에 쓰면 됩

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오래 합니다.

삶이 행복하면 창의성도 훨씬 잘 발휘됩니다. 행복과 창의성은 우리의 본

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모두 다 창의적이고 완

전 행복했습니다. 함께 창의적인 행복한 세상,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우리 지구별에 소풍 온 이유는 지금 바로 여기서 now ＆ here 릫행복

하기릮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행복이랑 창의성이랑 친구하려 합니다. 내

멋진 친구야굩 행복아, 창의성아, 나, 너 사랑해굩 ~~^^♥

공감의 숲

내 멋진 친구

릫행복릮이랑 릫창의성릮

기장시장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 후 시장시장 외벽에 LED 통합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단장했다(위 사진). 지하

활어센터를 새롭게 단장해 고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했다(아래 왼쪽 사진). 시장 2층에 마련된 고객쉼터, 도서관과 모유 수

유실 등이 마련돼 있다(아래 오른쪽 사진).

지난해 3월 기장시장이 골목형시

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올해 2월 사

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골목

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전

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도심

과 주택단지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개성과특색을살려 릫1시장1특화릮하

고 자생력 기반을 갖춘 주민친화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릫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광형 수

산물 시장릮을 목표로 특화환경조성

등 5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했으

며 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기

장시장 만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강

화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먼저, 기장시장만의 통합디자인

이 만들어졌다. 푸르고 물좋은 기장

청정바다 안에 다양한 수산물과 해

조류를 담고 역동적인 파도의 형상

을 통해 시장의 활기를 표현한 브

랜드와 시장 대표 상품을 의인화한

푸름이(물고기), 다심이(미역굛다

시마) 캐릭터를 개발하였으며, 포

장재 등 다양한 응용 콘텐츠를 발

굴했다.

기장시장만의 특색을 가진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건물 외벽, 1

층 바닥 환경, 지하 LED조명에 통

합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단장했

고, 밝고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을 조성했다.

특히 지하 활어회센터에 고객휴

게공간을 조성해 시장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입구에 아쿠아리움을

모티브로 한 벽화존을 조성해 포토

존으로 활용하고 대형 모니터와 안

내게시판을 설치해 내방객에게 지

역 정보와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장시장만의 특화상품이 생겼

다. 멸치넛트쿠키, 미역샤브레, 멸

치만주 등 특산품을 활용한 공동기

획상품을 개발하고 상인회에서 자

체적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으며 시장의 다양한 식

재료와수산물(장어, 오만디, 새우)

을 활용해 덮밥 3종 세트를 만들었

다.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고객과

상인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장시장 특화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장시장이 더 활기차고 재밌어

졌다. 라디오 스튜디오와 방송시스

템을 구축하고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했

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상인DJ

양성 교육 등을 실시했다. 기장시장

라디오방송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상인들의 활기찬 체조로 시작하고

있으며 상인과 고객이 함께하는 다

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기장시장의 매력과 자랑거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장

의 주요 관광자원과 시장의 특화요

소를 가득 담은 홍보 동영상과 시

장노래를 제작했으며 모바일 마케

팅(SNS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전통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젊고 다

양한 계층이 기장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장시장이 중소기업청 2017년

릫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릮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최대 18억원의 사업

비를 지원받는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성과와 추

진 경험을 바탕으로 기장군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특산품과

기장시장만의 특화요소를 발굴굛연

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형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됐다.

이번 공모사업계획 수립 시 골목

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출되었던 지자체와 상인회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고 골목형시장의

성과와 연계굛발전시켜 나갈 수 있

는 방안은 모색했다. 특히 동해선

복선전철 개통,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릫17년 12월예정) 등 교통인

프라 확충으로 기장시장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

력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릫지역 관광자원

과 시장을 연계한 투어 상품 및 이

벤트 개발릮, 릫정보통신기술굛통합디

자인굛스토리텔링을 결합한 특화

콘텐츠 제작릮, 릫사물인터넷 기반의

쇼핑환경 개선, 가가호호 배송서비

스 구축릮, 릫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굛체험공간 조성릮, 릫상인조

직 자생력 강화 및 공동 수익창출

위한 협동조합 설립릮등 으로 쇼핑

환경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선<제일 아래 사진> 번영회

장은 2011년부터 회장직을 맡아 전

통시장 시설과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올해 3번째

임기를 맞이했다. 기장시장의 상인

대표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들어보았다.

릲금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확정으로 기장시장에 새로운 기회

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이

시설 개굛보수에 치중하였다면, 이

제 전통시장은 더 편리하고 더 재

미있게 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은 상인의 의지입니다. 상인이 먼

저 변해야 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

니다. 활기차고 친절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상인역량교육을 최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상인과 소통하고 기장군과 협력하

여 어느 한 곳 낙후되지 않고 함께

성장굛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인과 소통하

고, 기장군과 협력하여 어느 한 곳

낙후되지 않고 함께 성장굛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굩릳

릲바다내음 가득한 기장시장으로 놀러 오세요릳
기장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지역선도 관광수산시장으로 도약

2017년 4월 3일(월요일)제254호

본 교육원과 함께하는 치매굛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실버캐슬 노인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4년 연속 우수 장기요양기관 선정굩

▣ 기장군 본인부담금30％ 지원센터

거동불편 어르신(가족요양포함) 상담

기장, 장안, 일광, 정관 요양보호사 모집 중

방문요양문의 051)722- 0169

♣ 국비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문의처 : 수영구 고용노동부

(T: 760-7200)기장 퍼스트인잡(T: 744-7200)

수강문의)724-5651(대표번호)

9년 전통의평생비젼교육센터
(구 기장요양보호사굛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

위치 :가화테라스현장 LH4단지 쪽GS25 건물 3층

국비지원국가자격증과정굩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공통준비사항: 기본증명서1통 굛 3X4 사진3매 지참

노후대비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22회시험(7월8일)반-5월11일개강굩

(30명선착순/5월11일시험접수마감굩)

전국최고의합격률(98.5％)과취업률(75％)

2008년 2월부터약3천5백명배출의명문학원

구)기장요양보호사교육원(부산시제6호지정)

고소득직종국가자격증

장례지도사
(부산경남유일국비지원학원)

제6기-7월3일개강굩(20명선착순/사전접수필굩)

현무시험수료과정 굩굩굩

2012년 9월부터 약200명 배출의 명문학원

구)현대장례지도사교육원(부산시제4호)

기간: 2개월/ 수업:09:00~15:30(1일6시간) / 이론굛실습굛실전

문제풀이실시굩/ 수강료(국비지원포함): 취득시까지60만원

기간: 3개월 /수업:10:00~16:30(1일6시간) /이론굛실기굛장례현

장실습실시굩/ 수강료(국비지원포함): 취득시까지110만원

유료광고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 재활용 나눔

을 통해 환경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 정관만의 새로운 놀이문화를 창조하여 일상에

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정관나눔프리마켓행사안내

■ 일시 : 2017. 5. 20(토) ~21(일) 10:00-18:00

■ 장소 : 중앙공원 옆 광장8호

■ 주최 : 정관읍 /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 셀러 모집 : 2017. 4. 24(월) ~ 5. 4(목)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정관읍민 우선 선발)

■ 운영방법 - 구간(Zone)설정 운영

- 키즈 프리마켓 :어린이가 사용하던 장난감, 책, 문구류, 의류

※ 어린이/청소년 - 보호자 동반 필수

- 일반 재활용 프리마켓 :일반재활용품판매,핸드메이드프리마켓

■ 부대행사

- 기장군 자원봉사센터의 다양한 체험 부스 개설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나눔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신청/문의 : 정관읍사무소 총무팀 051)709-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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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경상도읍지릮기장현지도(1832년, 채색필사본, 규장각)

올해로 1260년째 사용하는 기장이라는 지

명은 고려 때 와서 차성(車城)이라는 별호를

나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부터

한말까지 기장을 대상으로 한 고전인문학 중

에 한시나 산문 등의 문학 작품이 다수가 전

해져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의 다양함과 풍성함

을 알 수 있다. 기장과 관련된 글들은 조선 전

기 기장현을 방문한 서거정(徐居正), 김일손

(金馹孫)과 조선중기와 후기에 기장으로 유

배 온 윤선도, 고두문, 이선, 심노숭 등 여러

인물들의 글이 아직도 잘 남아 있다. 그리고

기장고을 백성으로 김방한, 신오, 오기영, 정

인준, 송덕영 등 지방 선비들의 글이 상당 수

남아 당시의 기장을 잘 소개하고 있다. 더불

어 기장 현감이었던 권적, 윤학동, 송재명 등

타지에서 부임한 여러 고을 원들이 지은 시문

들도 잘 남아 있다. 특별하게 기장 무형의 보

물인 기행가사 릫차성가(車城歌)릮 등이 전해

오고 있으며 기장 지역과 관련된 각종 한시는

100여 수가 훨씬 넘고 있는 실정이다.

서거정의 기장을 노래한 한시 - 성문의 북

소리는 밤의 한기를 물러나게 하구나

조선 전기 학자인 사가정(四街亭) 서거정

(1420∼1488)이 기장에서 지은 칠언율시의

한시이다. 서거정이 어떤 연유로 기장에 왔

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지금의 기장초등학

교 자리가 조선시대 세종 7년(1425)에 완공

된 기장읍성의 객사였다. 그는 이곳에서 멀

리 해운대 송정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가 보

이는 곳을 배경으로 노구(老軀)의 자신에 대

한 신세를 한탄하며 지은 시로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릲병든 몸으로 말을 몰아 달려온

늙은 재상이 와서 앉아 동쪽 기둥의 발을 힘

들게 걷어 올린다. 해질 무렵 눈 내릴 구름은

오히려 생각을 더 나게 하며, 산들바람 가는

비가 더욱 가냘프고 여리게 보이구나. 산허

리로 나온 길은 구불구불하여 험하고, 바닷

가 멀리 산봉우리 말귀 같이 뾰족하구나. 쓸

쓸한 손님 회포는 긴 밤을 슬프게 하는데, 성

문의 북소리는 밤의 한기를 물러나게 하네.

(驅馳病與老相兼 來坐東楹懶捲簾 落日凍雲

猶念念 微風小雨更纖纖 山腰路出羊腸險 浦

口岑遙馬耳尖 寂寞客懷悲永夜 城門뾋鼓服宵

嚴)릳라고, 작자의 당시 감회를 읊고 있다.

김일손의 릫기장현관기(機張縣館記)릮 - 바

다의 수비 또한 태평에 물들어서 그 외침의

방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5세기 기장을 노래한 대표적인 산문은 탁

영(濯纓) 김일손(1464~1498)의 릫기장현관

기릮이다. 이 글은 조선 초 4대 사화(士禍) 중

하나인 무오사화가 일어나기 8년 전인 1490

년(성종 21) 7월 16일에 김일손이 기장현에

들려서 쓴 기문으로 지금으로부터 527년 전

기장읍성 안의 관아에 대한 모습을 보다 소

상하게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릲영남 67곳의

크고 작은 고을은 모두 산 고개를 경계로 바

둑돌을 펼쳐 놓은 모습이다. 바다에 연하여

읍이 된 크고 작은 군현 또한 20여 곳이다.

바닷가 고을의 민속은 모질기가 오랑캐와 같

은데, 해산물 공납은 산간과 평야 고을보다

극심하다. 파도의 경계, 바다의 수비 또한 태

평에 물들어서 그 외침의 방어를 소홀히 해

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해변 고을을 다스리

는 관리는 문무의 재능을 갖춘 인재가 아니

면 대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한가할 여유가

없다. 기장은 오래된 고을이나 바다에 접해

있어 작고 쇠잔하다. 본래 신라 때는 갑화양

곡(현)이였으나 옛날 동래군에 통솔되었다

가, 그 후 양주에 소속되었다. 고려 현종 때

울주에 옮겨 소속되었다가, 조선에 들어와

기장현이 되었다. 그 작고 그 쇠잔함이 이와

같고, 그 오래 됨 또한 이와 같은데도, 예전

일은 기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찌

또한 땅이 좁아 그렇게 된 때문이 아니겠는

가? 1485년(성종 16) 여름에 훈련원 습독관

인 여흥 민관공이 이 군현 현감으로 부임하

여, 옛 객관이 저습하고 좁으며 낡고 무너질

듯한 것을 보고, 임무를 받고 왕명을 받들고

국왕을 모시는 사람에게는 부족하여 객관을

새로 짓고 싶어 했다. 마침 흉년에 시달리어

역사를 할 여력이 없었다. 4년이 지난 1488

년(성종 19)에 풍년이 들어 마침내 옛 객관

의 북쪽에 터를 잡아 건물을 줄지어 건립하

니, 동서의 건물은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20

여 칸이나 되었다. 가혹하지도 소란스럽지도

않고, 일을 할당하여 권장하는 데도 정도가

있어서 4개월 만에 공사를 끝냈다. 또 이듬

해 1490년(성종 21)에 공이 교체될 즈음, 내

게 편지를 보내어 기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

였다. 지금 와서 기문을 청하고, 또한 공이

글과 풍류를 좋아함을 가상하게 여겨 거듭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 건물의 장대함, 단청

의 꾸밈, 풍경의 어울림은 내가 한번 눈여겨

보고서는 그 섬세함을 글로 다 쓰기 어렵구

나.(嶺之南大小六十七官 緣嶺而棋布者皆是

也 幷海而爲邑者 又大小二十餘海隅民俗獰同

蠻뢯海錯上供劇於山野而波警海戍又不可둧

昇平而疎其防虞以此吏海邦者 非文武能幹之

材盖應務之不遑矣 機張古縣也傍海而小且殘

本新羅甲火良谷舊領於東萊郡後屬之梁州高

麗顯宗移屬蔚州入本朝爲縣其小也其殘也如

是 而其古也亦如是前此無一可紀者 豈亦地之

使然耶 成化乙巳夏訓練院習讀官驪興閔侯寬

出監是縣 視舊客館湫隘頹弊 不足以奉使承命

尊主人欲新之方憔荒政不可擧욷越四年戊申

歲熟乃卜地於舊館之北 列營廳事 東西軒屋大

小合二十餘架不苛不擾勸課有程四閱月而斷

手又明年庚戌侯將受代 以書抵余請書之 -中

略- 今來索記又嘉侯之能喜文雅不復辭其棟

宇之壯丹靑之飾風景之會余未得一寓目而書

其纖悉也. 弘治庚戌七月旣望盆城金馹孫

記).릳라고, 기장현 관아가 20여 칸으로 4개월

만에 장대함과 아름다운 단청꾸밈으로 공사

를 마쳤다는 내용의 기문이다.

권적의 릫등루부(登樓賦)릮 - 머리 굽히고

뜻을 꺾었으니, 누가 조정하여 내 뜻을 실행

할까.

권적은 1733년(영조 9)에 기장 현감으로

부임하여 기장읍 시랑대에 시문(詩文)을 각

자하고, 릫등루부릮 등 기장을 인근한 지역을

배경으로 다수의 글을 남겼다. 당시 권적의

관직은 현감이지만 이조참의에서 축출당한

인물로 임금이 계시는 한양과 천리나 떨어진

곳에 유배 아닌 유배 같은 현감부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권적은 릫박문

수릮의 호남 관찰사 임명을 반대하다가 영조

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벌로 정3품 당상

관에서 종6품의 기장 현감으로 강등되어 결

국 기장으로 오게 되었다. 기장에 온 권적은

당시 기장읍의 남문 누각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글로써 마음을 추슬러 본다.릳 - 상략 -

차성 가는 길은 아득히 멀고, 넓은 낙동강에

는 파도만 일렁이네. 전원과 멀리 떨어지는

슬픔이여, 어찌 고향 생각을 그칠 수 있으랴?

-중략- 선악의 부류 분별하려다가, 사나운

새매의 마음에 저촉되었네. 봉황은 잠깐 울

다 소리를 감추고, 붕새는 날려다가 날개가

부러졌네. 술을 따라 서로 축하한 일 있었더

니, 친구들은 나를 위해 장탄식을 하네. 미천

한 신하는 분수를 달게 여기지만, 왕실을 생

각하자니 마음이 슬퍼지네. 이에 머리 굽히

고 뜻을 꺾으니, 누가 조정하여 내 뜻을 실행

할까. 이에 묵은 붓을 들고 근심을 쏟아내어,

애오라지 문미(門楣) 곁에 써 두노라(-上略

- 車城杳而路長 洛江浩而波深 悲田園之遠隔

굈鄕思之可禁 -中略-要薰줽之卞別 値鷹準之

物色 鳳乍鳴而韜舌 鵬欲擧而析翼 有酌酒而

相賀 知舊爲之太息 在微臣而分甘 念王室而

心惻 斯屈首而抑志 誰操柄而行臆 爰舊筆而

寫憂 聊以題乎楣側).라고, 글에서는 작자의

감내하기 힘든 현실과 낮아진 신분에 대한

감정을 글로 적고 있다.

기장의 고전인문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자 - 미래 기장의 인문학 창조

조선시대 기장은 한양과 천 리나 떨어진

곳으로 한 때는 귀양지가 되기도 하였다. 이

런 연유로 기장 유배인들에 의해 독특한 유

배문학(流配文學)이 탄생될 수 있었다. 이

문학은 다른 지역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기

장 지역의 경제, 사회, 교육, 정치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기장현

을 방문한 시대별 인물들이 기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시문도 남겼다. 특별히 기장 현민으

로서 학문이 높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토

착인문학(土着人文學)이 창작되기도 하였

다. 이와 같이 기장을 노래한 고전인문학 작

품들은 단순히 기장을 찬미하고, 산천경개를

노래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에서는 자

신들을 포함한 공동체 삶에 대한 끈질긴 생

명력과 애환, 그리고 미래 인문학창조에 대

한 희망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고전인문학 작품을 통하

여 기장 지역의 전근대 생활사를 복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소개한 글들과

여타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기장의 고전인문

학을 크게 활성화하고, 나아가 미래 기장 인

문학 창조에 박차를 가할 할 때가 되었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기장의 고전인문학 활성화 방안 보부상 일기

8세기 통일신라 경덕왕 때 사람이름은 물론

관직과 땅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꾼 문명의 전

환이 일어났다.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릫첫

마을릮을 뜻하는 순 우리말 지명 갑화양곡(甲畵

良谷)도 기장(機張)으로 바뀌었다. 신라를 이

은 고려도 열린 사회였다. 최초의 릫종합무역상

사릮를 세운 통일신라의 장보고와 송나라는 물

론 아라비아 상인도 드나들던 고려의 국제무역

항 벽란도는 그 징표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수

도 개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기장은 차성(車

城)으로 불렸으며 변경을 지키는 군사적 요충

으로 기능했다.

문화사적인 시각에서 한국사의 흐름을 개관(槪觀)할 때 1392년 조선왕

조의 개창과 1876년 개항을 분수령으로 전후 시기의 사회성격이 확연히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시대에서 고려(高麗)시대까지는 세계로 향한

문이 열려 있던 개방의 시대였던데 반해 개항이전의 조선 왕조는 닫힌 사

회였다. 물자의 교역만이 아니라 의식의 개방까지 촉구한 조선후기 선각자

박제가의 탁견도 서슬 푸른 위정척사(衛正斥邪)의 외침 속에 묻혀 대답 없

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통신사만이 부산을 통해 일본에 오갔을 뿐 이

렇다 할 해상 무역은 없었다. 빗장을 안팎으로 걸어 잠갔던 조선시대 기장

은 바닷길을 잇는 항구로서의 기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기장 앞바다 무지

포(武知浦)는 대마도로 선수를 향하던 배들이 역풍을 만나 표류해 와 닿던

작은 포구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마를 들여왔던 통신사 조엄의 배도 바람

에 밀려 무지포에 밀려 온 바 있었다.

쇄국시대에 동해바다에 연한 기장은 바깥세상의 물화가 와 닿는 곳이 아

니었다. 따라서 보부상들도 배에 실려 온 박래품(舶來品)이 아닌 기장의

특산품인 미역을 사다 팔기 위해 이곳을 오갔다. 조선의 지배층 양반들조

차 주린 배를 나물과 물로 채우는 안빈낙도(安貧樂道)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그때 기장은 상업이 발달한 요지가 아니었다. 당시 기장은 왕명을 받

아 경상도 수령들을 감찰했던 암행어사, 그리고 일본행 배를 타기 위해 동

래로 가는 통신사들이 거치던 행로에 있던 작은 고을에 불과했다.

릲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릳 1871년 신미양요 직후 흥선 대원군이 전국

에 세운 척화비(斥和碑)의 명문이 우리의 가슴에 비수로 꼽힌다. 서구 열

강들이 물밀 듯 밀려들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를 맞아 중국이 서양

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洋務)운동을 전개하고, 일본이 문물과 제도 전반

을 서구화한 메이지유신을 일으켰을 때도 우리의 문호는 굳게 닫혀 있었다.

고인 물이 썩듯 사람과 정보와 물자의 출입이 막힌 닫힌 사회의 앞날은 암

울했다. 결국 1876년 문화적으로 얕잡아 보던 일본의 포함외교에 무릎을

꿇고만 조선은 부산 등 세 개의 항구를 열 수 밖에 없었다.

늦었지만 변화의 바람은 조선에도 몰아쳤다. 릲도로를 닦아 묵은 오물을

없애야 나라 전체의 기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릳 1880년대 초 부국강병에 매

진하던 일본의 변화상을 보고 돌아온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은 메이지

일본을 따라 배우려 했다. 그 제일보는 도로망의 정비와 철도와 화륜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었다. 그러나 열강의 각축전 속 개화파의 꿈은 물

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로망과 주요 도시를 잇는

신작로는 우리가 아닌 일본의 손으로 놓이고 닦였다. 그렇기에 화물선이 들

고 나는 항구와 곡창과 광물 산지를 잇는 수탈의 통로였던 철도와 신작로

는 애초부터 이 땅 사람들의 편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방 후 허송한 역사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릲바쁘다 바빠릳와 릲빨리빨리릳를

입에 달고 분초를 다투며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진한 우리는 무역을 통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일구어 내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을 4시간대와

2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열차의 시대를 사는 오늘. 새삼 보부

상과 암행어사가 타박타박 걷던 옛길이 그리운 이유는 속도전에 지친 우리

에게 주변을 살피는 느림의 미학(美學)을 일깨우는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

하기 때문일 터이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넘어가던 꼬부

랑 고개를 볼 수 있는 기장의 꼬부랑길을 걷고 싶다.

인문학 칼럼

2017년 4월 3일(월요일) 제254호

4월 릫문화공감빈자리릮 무료강연안내

○ 주제 :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릫별이 된 영원한 청년, 동주릮

○ 강사 : 강여정(사회복지법인 한성복지재단 대표이사, 한

국시인협회 인증재능 시낭송가)

○ 내용 : 북토크

- 처럼/김응교/시론

- 동주/구효서/소설

- 소년/윤동주시/이성표글그

림/그림책

- 윤동주반딧불/동시동요집

(특별시낭송: 동화구연가 차화연)

○ 일시 : 4. 13(목) 오후 7시

○ 주제 :music in my life

○ 강사 : 이유식 기타리스트, 선싸인밴드

(sunshine band)

○ 내용 : 대중음악사 강연과 음악공연

(연주곡 : 호텔캘리포니아, 작은

새, 편지 등)

○ 일시 : 4. 21(금) 오후 7시

유료광고

2017년 적십자회비 2차모금

금융기관
금융기관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

동입출금기(CD/ATM)로 송금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해 지로용지 앞면 하

단에 있는 가상계좌(입금전용 지정계좌)로 송금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적십

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송금

QR코드
지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적십자사 모바일

웹 접속, 지로용지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10자리

를 입력한 후 결제

ARS
휴대폰으로 1577-8010을 누른 후, 지로용지에 기

재된 전자납부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해 납부(익월 휴대

폰요금에 합산 청구)

편의점
지로용지 지참 후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

톱, 바이더웨이에서 송금

신용카드
포인트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신

용카드 포인트(국민, 비씨, 신한, 삼성, 외환카드)

이용

※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국가의 자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

보를 적십자회비 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만 사용하

며, 개인정보 사용중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로 앞면에 표시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 모금기간 : 2017. 2. 10 ~ 4. 30

○ 납부방법

릫문화공감 빈자리릮에서는 4월 13일(목)과 21일(금) 오후 7

시 대변리 무양로 21 릫하가빈릮 커피숍에서 주민을 위한 무료

강연을 엽니다. 군민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문화공감빈자리 051-611-4111

허동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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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증진을 위한 건강식 레시피

봄내음 통통새우 달래전

릫작은 마늘릮이라고도 불리는 달래는 독특한

향과 알싸한 맛으로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돋

운다. 알싸한 맛의 원인인 알리신 성분은 항

암굛살균 작용을 한다. 달래는 비타민C가 풍

부하여 날이 따뜻해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

는 봄에 춘곤증, 피로회복, 감기에 좋다. 비타

민C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부신피

질호르몬의 분비와 조절을 도와 노화를 방지

해 주고 피부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의 기초

성분이 되어 피부를 탱탱하게 가꿔 준다. 또

칼륨의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키

는 역할도 한다.

재료 및 분량(1인분 굛 5개 분량)

달래 25줄기, 냉동새우 5마리, 부침가루

100g, 홍고추 0.5개, 국간장 2g, 식용유 15g,

들기름 5g

만드는 방법

1. 달래는 뿌리의 흙을 깨끗이 씻어주고 알뿌

리의 질긴 겉껍질을 벗겨낸다.

2. 달래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내고 도마에

눕혀 알뿌리 위를 칼등으로 눌러 향을 낸

다.

3. 달래를 5줄기씩 모아 지름 3 ~ 4cm 정도로

둥글게 말아준다.

4. 새우는 미리 해동해 놓고 세척 한 후 물기

를 제거한다.

5. 부침가루와 물을 고르게 섞고 국간장을 넣

어 반죽한다.

6. 홍고추는 링 모양으로 썰어둔다.

7. 말아놓은 달래에 반죽을 얇게 묻혀 식용유

와 들기름을 두른 팬에 먼저 올리고 그 중

앙에 반죽을 묻힌 통새우와 홍고추를 놓고

앞뒤로 노릇하게 부친다.

8. 유선지에 기름을 닦아내고 깨끗한 그릇에

가지런히 담아낸다.

동부산대학교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성경

릲육즙이 살아있는 돈가스를 보셨나요릳

기장군 음식점을 찾아서 - 장안읍 길천리 릫식당 월내릮

음식과 사람이 돋보이는 식당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가 어려운 식당이

있다. 지난 2015년 10월에 문을 연 릫식당 월내(대표

강인(32), 장안읍 길천리 소재)릮는 돈가스 전문점이

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 그 명성을 떨치고 있었지만

식당을 찾아가는 길이 조금은 험난했다.

하루 전날 예약을 하고 인근 약도 정도만 확인하

고 간 것이 화근이었다. 골목을 몇 바퀴 돌아서야 식

당을 겨우 찾았다. 낡은 일반주택 건물에 간판이라

고는 손바닥만 했다.

큼큼한 바다냄새가 코끝에 걸린다. 한 블록만 나

가면 푸른 바다가 펼쳐진다.

식당으로 들어서니 테이블이 놓인 작은 식당 내부

와 조리실이 일체형이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조리실

은 위생에 대한 강한 신뢰를 주고 있었다.

작은 검은색 테이블 6개와 흰색 벽, 잔잔히 흐르는

재즈음악이 식당 인테리어에 전부다. 누가 봐도 전

문가의 손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식당. 나쁜

의미는 아니고 조금은 심심해 보인다는 말이다. 그

렇다고 딱히 군더더기도 없다. 음식과 사람이 돋보

이는 식당이다.

이런 기자의 생각에 강 대표가 멋쩍어하며 말했

다. 릲식당을 시작할 때 자본금이 1천500만원이 있었

습니다. 조리실 기구와 테이블, 월세 계약하고 나니

남는 게 없더군요. 식당 위치를 이곳 좁은 골목길 주

택으로 정한 것도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이었죠릳

강 대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을 창업하

기로 마음먹은 후 메뉴 선택에 나섰다. 그는 평소 좋

아하는 음식 중에서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재료만 미리 장만해 놓으면 손님이 올 때마

다 바로바로 튀겨서 낼 수 있는 음식이 돈가스였다.

릲돈가스 레시피는 인터넷을 활용했어요. 특히 영문

레시피는 너무도 상세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

다릳 강 대표는 인터넷 레시피를 활용해 몇 개월 간

수없는 시험을 거쳐 지금의 돈가스를 탄생시켰다.

이후 메뉴가 정해진 뒤 강 대표는 실패할 요인으

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들었다고 한

다. 일반인들은 성공을 향해 단계를 밟아 갈 텐데 강

대표는 그 것을 뒤집었다.

릲어떻게 하면 실패로 끝날 수 있을까하는 연구를

몇 개월 했어요(웃음). 그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니 사업에 더욱 신중할

수 있었지요. 먼저 부채를 지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

는 자본금만을 활용해 시작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니 자연히 실속을 찾게 되고 작은 식당을 얻고, 가

재도구는 발로 뛰어 저렴한 것을 직접 구입했어요.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인테리어 공사는 제가 직

접 했습니다릳

강 대표는 이렇게 해서 식당업에서 자본금이 제일

많이 투자된다는 식당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크

게 절감했다.

고리발전소 인근에 자리 잡은 것도 오랜 시장조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길천마을은 고리발전소와 기업

체가 많다. 직원들에게 합격점만 받아도 될 것이었

다. 또 한 블록에 바닷가가 있어 주차문제가 해결된

다는 장점이 있었다.

릲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맛이 없다면 식

당은 성공할 수 없겠죠. 돼지고기는 제주 흑돼지고

기를 사용해서 육질이 좋은 것은 물론 구제역 등으

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해 손님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릳

두툼한 고깃살에 염질숙성처리, 튀기는 온도의 노

하우 등의 결합으로 이곳의 돈가스는 육즙이 살아있

다. 칼로 썰어 입에 넣을 때 마다 부드럽게 녹는 고

깃살의 풍미는 지금도 군침을 돌게 한다. 제주흑등

심돈가스 8천500원. 점심은 11시30분부터 1시 30분

까지. 저녁은 6시부터 7시까지. 차후 카레라이스를

준비할 계획이다.

주소는 장안읍 길천2길 43. 예약은 전화

010-4006-4070으로 하면 된다.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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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영양 상식

최근 암 예방에 관련된 많은 영양소와 식품들이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중 식탁 위에

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암 예방 식품들을 소

개해 본다.

1. 셀레늄 함유식품

체내의 과산화물은 자유기로 전환되어 세포막을

파괴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인데, 셀레늄은

이러한 과산화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암을 예방

하는 기능이 있으며, 면역기능도 향상시키는 기능

도 있다. 셀레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국, 생

선, 견과류 등이 있다.

2. 해조류

해조류의 알긴산과 푸코이딘은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해 준다. 또 셀레늄, 요오드, 망간 등

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

해 준다.

3. 베타카로틴 함유식품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T 세포 증식을 자극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 베타카로틴은 당근, 시금

치 등 여러 가지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

다. 베타카로틴은 세포분화과정 전 단계에 있는 세

포를 특정 기능을 가진 세포로 발달시키는 분화과

정에서 주된 기능을 한다.

4. 비타민 E함유식품

비타민 E는 항산화작용으로 암 예방을 억제한다.

자유기는 세포막을 산화시켜 세포에 손상을 주는

데, 비타민 E는 자신이 산화되어 이러한 세포손상

을 막아준다. 이처럼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함

으로써 면역세포를 포함한 세포들의 작용을 정상화

시키며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준다.

5. 함유황 채소

알린, 알리신 등의 함유황 물질이 많이 함유된 마

늘이나 양파 등에는 체내 노폐물과 발암물질은 대

사시켜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암을 예

방시키는 기능이 있다. 또 브로콜리, 케일 등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발

암물질을 해독해 준다.

6. 퀘르세틴 함유식품

사과와 양파에는 퀘르

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

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

어서 암을 예방해 주는

기능이 있다. 또 사과에

는 펙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 유산균

증식을 도와주며 유해한

물질을 배설하여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

7. 요구르트

유산균은 장내 발암물질은 빨리 배출시키며 장에

서 발암물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해 준다.

강현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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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우처 제공기관 전국1위
최우수기관선정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정관에는 제일프라자 3층(동일1차 맞은편)

기장평생교육센터

T.기장점:723-9700

T.정관점:727-9950

※ 각 과목별 석ㆍ박사 출신의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

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전문 교육상담 기관인 우리 센터와 함께

기타 문의는 센터로 연락주세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선정 기관

1. 부모코칭

2. 동화야 놀자

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4.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5.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주

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

리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릫장애

인전용주차구역릮을설치굛운영하고있습니다.(룗장애인굛노인굛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룘제17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란색릫주차가능릮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릫주차가능릮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

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

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릫주차가능릮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반 적발 시 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등을 위한 편익증진보

장에 의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10만원 과태료 부과

3. 릮15. 7. 29 시행된 룗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룘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

었습니다.

※ 위반 적발 시 장애인굛노인굛임산부등을 위한 편익증진보장

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50만원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

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

려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용 및 단속 안내

행복나눔과(709-4372)

기장야화 46

윤선도가 기장 유배시절 부친영전에 올린 제문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16년 조선 제

15대 임금인 광해군을 둘러싸고서 정권

을 마음대로 전횡하던 예조판서 이이첨

과 병조판서 유희분 그리고 뒷날 우의정

벼슬까지 한 박승종 등 이른바 당시 3자

동맹이라던 이들의 죄를 낱낱이 적어 상

소문을 올렸던 성균관 유생 윤선도가 도

리어 이들에 의해 무고죄에 말려 경원을

거쳐 기장으로 유배되었다. 이 사건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그의 아버지 윤유

기도 불충한 자식을 두었다고 하면서 파

직되었다. 1618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기

장두모포(현 죽성)로 이배되어 유배생활

을 하던 이듬해 관직에서 파직되어 서울

집에 있던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는 부음을 받았으나 윤선도는 유배지에

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

래서 이듬해 첫 제사 때 제문을 지어 서

울로 보내었는데 그 제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력(萬曆) 47년(1620) 11월 26일 불

효한 아들 선도는 귀양살이하는 이곳(기

장)에서 울부짖으며 북쪽을 바라옵고 절

을 올리면서 집안 일꾼을 시켜 변변치 못

한 제물을 보내어 아버님영전에 삼가 올

리나이다. 불초한 아들은 볼모양 없이 나

라에 죄를 짓고 이 먼 곳에 와 있나이다.

또한 임금님께 버림받고도 스스로 죽지

못하고 그 화근이 아버님께 까지 미치게

되었나이다. 아버님이 병중에 계신 줄 알

면서도 의원을 불러 간병 한번 하지 못하

였을 뿐 아니라 임종에 들어서 그 자리조

차 지켜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게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장례까지 치르지 못

하였나이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분묘에

풀이 제법 자라도록 아직 성묘도 못하고

있나이다.

먼 옛날에서 지금까지 천지사방을 둘

러보아도 소자와 같이 불효한 처지에 있

는 사람이 어디에 있사오며 이같이 애달

프고 원통한 사정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모두 애를 끊지

않는 것이 없사오며 두루 헤아릴 수도 형

언할 길도 없사옵니다. 아- 슬프나이다

이세상 누구인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

모 있으리오마는 불초한 소자를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아버님같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중략) 아무리 성신한 행실이

있는 아들인들 어버이의 사랑에 깊은 감

동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릲부모

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라릳는 공자의

말처럼 아들된 자 비록 미욱하다 하더라

도 어찌 감히 잊고 살 수 있사오리까. 옛

날 제갈량도 선제의 현명함에 행여나 상

훼됨이 있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듯

이 임금과 어버이 섬기는 길은 예나 지금

이나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식이 못나 변

변하지 못해도 아버님께 누를 끼칠까 두

려워하고 부끄러움을 느낄까 늘 생각하

고 있사옵니다. 병진년(1616) 대궐문 앞

에서 과격한 말로 상소를 올리고져 할 때

아버님께서는 처음은 말렸으나 다시 간

곡히 말씀드리니 마침내 허락해 주셨는

데 말림은 아들을 사랑하는 정의 깊음이

었고 허락해 주심은 나라를 위한 길이었

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지요. 이토록

자식을 사랑하셨지만 옳은 일에는 큰 화

를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허

락해 주셨나이다. 보통 어버이로서는 해

낼 수 없는 일이 옵니다. 이런 듯이 진실

되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보옵

니다. 불초한 소자가 임금님의 물리침을

받았을 때 아버님도 저 때문에 연좌되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 계시

면서 귀양살이 하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내어 왔습니다.

날마다 이 글을 눈물로 읊으며 멀리서

그리는 아버님 생각에 넉넉한 위로를 받

았사옵니다. 생각건대 소자가 대궐문 앞

에서 부르짖음이 비롯 광명하였다 하더

라도 이 또한 시운이요 운명이 였습니다.

처음엔 어떤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도 아

니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출발한 것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님의 깊은 뜻

을 잊어버리고만 행위가 되었사옵니다.

하오나 아버님 마음속은 옳은 길이다 여

기시고 한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사옵니

다. 오는 이 궁천의 아픔을 당함에 살아

도 죽은 것 같사오나 아버님은 자식의 이

처사를 한스레 여기시지 않으시니 오히

려 소자의 이 미어터지는 불효한 마음을

조금이나 덜어 주는 것 같사옵니다. 슬프

나이다 서울 옛집에 모셔져 있는 아버님

의 영전을 귀양살이하는 이곳으로 모셔

오고 싶어도 이곳은 궁핍하기 짝이 없는

어촌이라 영위를 모셔 와도 향불을 올리

지 못할 형편입니다. 정리를 보면 남을

시켜 향불을 잘 차렸다 하더라도 소자 몸

소 정성들여 올린 찬물 한 그릇 보다 낫

다고 하겠나이까. 또한 소자가 고향에 돌

아가 뫼시고자 해도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귀양살이하는 신세이옵니다. 비록

죄지은 사람이라 해도 가족과 함께 살아

가야 하는 굴레가 얽매여 있사옵니다. 음

식 거주 의복 모두 남들과 같이하고 처

자식들 또한 일찍 나의 죄값을 치르고 있

으니 그저 하나같이 궁곤할 따름이옵니

다. 비유하건데 고향을 멀리 떠나가는 사

람같아서 영위와 어머님선주 그리고 조

상의 신주를 홀로 두고서 등 돌려 모시고

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니 어찌

하오리까.

오호라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 까지

늘 아버님 영위에 한 그릇 밥이라도 올리

려고 했지만 이 궁항한 귀양살이에는 온

갖 것이 어려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혹 사람을 보내어 서울에서 제수

물을 만들어 올리게 함은 그것은 정신이

없어 올리지 않는 것만 같아 그저 안타까

움뿐입니다. 이제사 오늘 올리는 것은 박

주지만 좋은 술병에 담은 좋은 술같이 귀

하게 여기시옵고 과일과 어물등 해산물

이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 부부가 정성껏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제물이 비록 보

잘 것 없사오나 천리나 먼곳(기장)에서

자식이 올리는 정성이옵고 오직 아버님

에 대한 자식의 성심을 다 담아 올리지

못할까 저어할 뿐입니다. 슬프옵나이다

말씀은 다함이 있사오나 정은 아직 남아

넘치옵고 저 하늘과 땅이 무궁하도록 소

자의 아픔은 한없고 그지없나이다. 북쪽

을 바라옵고 통곡하오니 서러움이 기가

막히고 구곡간장이 끊겨 가슴이 찢어지

는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모르옵나이다 굽

어 살펴 흠향하옵소서.(한문번역굛부산대

유탁일 교수)

공태도 향토사학자

중독, 그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 원장

김정미 원장의 가족상담소

과거 뉴스 중 우리나라 청소년 상당수가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을 한다는 소식이 심

심찮게 보도되어 많은 어른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기

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스

마트폰에 빠져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

과거나 현재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모습은

행태만 다를 뿐 중독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중독의 현상은 비단

청소년들 뿐 아니라, 남녀 혹은 노소를 불

문하고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로 거론

되고 있다. 이러한 중독의 유형을 학문적으

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약물, 마약, 알코올 등

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중독과 도박,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의 행위중독으로 분류가 된

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독으로 도박, 인터

넷(게임), 알코올, 약물, 담배 등의 중독자

수는 800여만 명에 이르며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약 200조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는 외국에 비하여 2~3배가 높

은 숫자이며 3인 가족기준으로 보면 국민

의 약 50％이상이 중독의 직굛간접적인 영

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독(中毒)은 개인에게는 우울

증, 불안, 신체적 질병, 자살 등으로 폐해가

가지만 이러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은 별거, 이혼, 가정폭력, 가족관계 해체 등

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흉악한 사건사고 뒤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

제 등 그 심각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

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

독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한 많은 전문가

들은 이를 만성질환으로 분류하여 약물 치

료 또는 상담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또한 중독의 문제는 일개인의 문제라기보

다는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 역시 적극적

으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앞장을 서

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 역시 이견이 없다. 다만

이 글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자 병적

상태로 분류되는 중독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싶

다.

우선 중독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가정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필

자는 알코올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진료

하는 입원병동에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환자보다 환자를

대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보여준 행태 등

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기에 저런 냉담

한 눈빛을 줄까하는 생각을 한 적 있다. 하

지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을 하다보면 그들이 언제 그런 무시한 행태

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순한 어린 아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공통된 사실 하나는 중독에

빠지는 과정 중에는 언제나 가족들의 무관

심 혹은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고 느끼는 것이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받

기 위한 욕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발전하

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이러한 사

랑과 관심의 시작은 가정이다. 물론 결과적

으로 중독 현상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면서

그 중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 사회나 국가

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나, 그 시작

은 가정에 있다고 필자는 본다. 따라서 가

정에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물 치료나 전문가로부터의 상담 등은 궁

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건 중독에 빠진 사람

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았다고 느

낄 때, 혹은 자신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

을 때, 그 행위에 더 집착하게 되고 헤어나

지를 못하는 듯하다. 필자가 제목에서 언급

하였듯 이들의 중독된 행위는 사랑이나 관

심을 받지 못해 느끼는 공허함이나 외로움

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며 그러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몸짓이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가정이나 혹

은 주변에도 어떤 종류의 중독이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진정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이라 생각한

다.

또한 자라나는 자녀에게 부모의 무관심

이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필자 이 글을 올려본다.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727-9950

2017년 4월 3일(월요일) 제254호

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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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

○ 12월말 결산 법인의 릮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릮17.4월말

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굛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굛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

한 연장 가능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굛납부 안내

자주재정과(709-4152)

구분 2016년까지 2017년부터

신고서 제출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제출

안분신고서,

안분명세서의무적 제출

안분신고서는 릫과세

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릮와 통합,

안분 대상 법인만

릫안분명세서릮 제출

안분 법인

경정청구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청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자체에 일괄 경정청구

안분대상 법인이

한 곳에 일괄

신고납부시

고지전까지 수정신고

※가산세 없음

안분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2016년 개정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결손금 소급공제

특굛광역시 내 일괄신고

특별징수세액 일괄 환급

2016년부터 적용

본점 소재 자치단체

있음(무신고 가산세20％)

있음(법인세의 10％)

세무서 신청만으로 가능

가능(주된 사업장), 군지역 별도

가능(본점 소재 자치단체)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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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 6년

간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해 온 희

망의 음악회가 3월 15일 300회를

맞아 특별 공연을 개최했다.

희망음악회는 2011년 2월 25일

기장지역 학생연합 연주단체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혹은 격주

로 개최되어 왔으며 지역 연주자들

과 봉사단체 등 다양한 연주자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환우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희망의 메아리

가 되어 왔다.

이 공연을 여러 차례 관람한 어

느 환우는 릲항암치료의 힘든 순간

에 음악을 들으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고통도 잊게 된다.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음악회가 열리면 기

분이 좋고 큰 위로를 얻었다릳고 소

감을 밝혔다.

300회 기념 공연은 전문 사회자

김경진의 사회로 릫소리꾼 송이의

경기민요릮, 트롯까지도 구성지게

풀어내는 조아람의 전자바이올린

연주, 손영희의 팝페라, 지역을 대

표하는 해송합창단의 합창 등 실력

과 인기를 모두 갖춘 공연들로 이

뤄졌다. 특히 공연 관람자 전원에

게 300회를 기념해 소정의 선물도

증정했다.

서봉근 병원장(의학원장 대행)

은 릲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연주를 통해 암

치유를 도와주시는 연주자분들과

환우들의 성원에 힘입어 300회까

지 이어오게 되었다. 언제나 희망

의 선율로 환우들의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 음악회가 되고자 한다릳고

밝혔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희망

의 음악회는 ㈜현대RB의 후원으

로 진행되고 있다.

릫암 수기릮 4월 30일까지 공모

한편 의학원이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암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돕기 위해 릫암 수기릮를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로 6회째 열리는 이번 수기 공모전

은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암 극복 사례를 공유하여 암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

로 환자와 환자 가족, 암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암 조기 발견 경험담부터 암 극복

사례, 간병 이야기 등 암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동남권원자

력의학원장상과 암정밀검진권

(150여 만원 상당), 우수상 2명에

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상과

종합검진권(50여 만원 상당)등이

수여되고 적절한 양식을 준수한 참

가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

권을 증정한다.

암 수기 공모전 양식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동남권원자력의

학원 홈페이지(http://dirams.re.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물기증문화확산

정관박물관

정관박물관(관장 이현주)에서

지난 3월 14일 박물관 회의실에서

관장과 기증관련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정인언(76) 씨에게 기증증서

를 전달했다.

정관읍 달산리에 거주하는 정 씨

는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청동숟가

락 1점을 정관박물관에 기증했다.

40년 가까이 소장하고 있었던 청

동숟가락은 조선시대 전굛중기의

것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해 조

선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

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기증자 정 씨는 릲유물을 시민 모

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정관박물

관에 기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릳고

밝혔다.

이에 박물관 관계자는 릲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박물관 전시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며 이번 기증을 계기로 정관지역

에 거주하는 시민여러분의 보다 많

은 관심을 기대한다릳고 덧붙였다.

한편 정관박물관에서는 연중 수

시로 시민들의 기증접수를 받고 있

으며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박물

관 유물로 수증 받는다. 기증자에

게는 기증증서와 특별기획전 초청

장, 도록 등이 발송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정관박물관 720-6921로 문

의하면 된다.

릫기상기후사진전릮 4월 9일까지

국립부산과학관(관장 이영활)

과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3월 15

일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인재 육성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확산사업

공동 추진 및 교류 협력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콘텐츠 교류 협력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기타 상호 합의된 관심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은 하동에

서 릫2016 찾아가는 과학관, 두드림

프로젝트릮를 진행해 1천300여명

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관장은

릲지난해 진행된 국립부산과학관 두

드림 프로젝트의 첫 개최지인 하동

은 우리 과학관과 인연이 깊다릳며

릲앞으로도 부산경남 지역의 청소년

들에게 다양한 과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 관계

를 이어가겠다릳고 밝혔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과 부산지

방기상청(청장 김남욱)은 세계기

상의 날(3.23)을 기념하기 위해

릫2017년 기상기후사진전릮3월21일

부터 4월9일(일)까지 국립부산과

학관에서 개최한다.

릫구름, 바람, 햇살과 그 찬란함굩릮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상기

후사진전은 부산지방기상청이 주

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과 공동으

로 주관해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파트숲 위에

펼쳐진 무지개 한쌍을 촬영한 대상

릫쌍무지개릮와 겨울산을 배경으로

눈속에 피어난 꽃의 모습을 담은

금상 릫봄과겨울의길목릮 등 30점을

전시하고, 3D펜을 이용한 구름, 바

람, 햇살 등 날씨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릫기장읍캠프프로그램릮큰호응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3월

3일 기장군청 대회의실에서 센터

에 등록한 120여명의 각 봉사단체

회장과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릫회

장단회의릮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한 해 센터

에서 운영할 사업안내와 참여한

각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 등을 소개하며 봉사단체 간

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 우리

군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활성화

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

간을 가졌다.

자원봉사의 길잡이 릫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릮은 모전중

학교 전교생(1천100명)과 다문화

가족 나눔봉사단을 대상으로 진

행했으며 많은 학교와 단체의 신

청 바란다. 3월 25일 기장읍에서

진행된 릫자원봉사 V-day릮는 자원

봉사 시스템교육과 에코백만들

기, 정관읍 특화프로그램인 릫자원

봉사 이음스쿨릮은 자원봉사 기초

교육과 홍보캠페인 활동으로 진

행됐다.

3월 6일 기장군청에서 실시하

는 릫갈맷길 민관 합동 로드체킹릮에

참여해 기장군청에서 임랑해수욕

장에 이르는 갈맷길 구역에 시설

물 안내표식 상태 점검과 환경정

화활동을 실시했다. 도움을 준 정

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회장

신종희)회원과 하모하모봉사단

(회장 김순조), 숲을사랑하고봉

사를실천하는사람들(회장 김귀

옥)에게 감사를 전한다.

한국원자력여성모임(회장 박선

옥)과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

원자력본부 고리봉사대(본부장

노기경)는 매월 2회 월내복지관

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및 전달 봉사를 꾸준히 실

시하고 있다.

한편 제7376부대 공병대대(담

당 이영찬 상사) 장병들을 대상으

로 전통놀이 봉사단 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내 어르

신 입소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정

화, 야외활동 보조와 함께 투호,

제기, 윷놀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극단 가마골(대표 김하영)에서

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공연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성

아트홀 공연은 선착순 50명 무료

관람이며 안데르센극장 공연은

10명에게 50％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 가능하

다.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동안 기장읍

사무소 2층 자치활동실에서 진행

하고 있는 릫기장읍 캠프릮 프로그램

은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릫희망의음악회릮 300회 특별공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노동부지정 국비과정 훈련생모집

내일배움카드 계좌제

훈련비80％지원 본인20％부담 식비 교통비 별도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100％지원

★ 일반 수강생 모집(주굛야간반)

1. 개강 : 상반기 3월 개강

하반기 9월 개강

2. 교육기간 : 1년과정(간호조무사교육과정)

3. 지원자격 : 내일배움카드제 카드발급자.

고졸이상 또는 동등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실업자, 주부가능)

4. 위치 : 기장중학교 정문

롯데리아 맞은편

051) 724-7131

뷰티아티스트의꿈을이루는곳굩

릲소수정예 1:1 개인별책임지도릳

이정래미용학원

☏ 722-8026

유료광고

헤어 / 네일 / 메이크업 / 피부미용

두피모발관리사 / 업스타일 / 뷰티일러스트레이션

(3개월과정/수강료 90만원)

1) 개강 : 4월(매주 화요일)

2) 지원대상 : 미용업관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본인)

3) 지원내용 : 수강료의 90％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연간 2회 지원

4) 교육과정

두피모발관리사자격증반 / 업스타일자격증반

여성커트반 / 남성커트반 / 레저테이퍼가위커트반

속눈썹증모술반 / 뷰티일러스트레이션반

http:// gijangyory.com

정관신도시모전리위치

상담전화☞ 727~8831~2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재직자)국비지원

유료광고

실업자
국비지원
(무료)

한식조리기능사취득(이론.실기)
- 수강료의 100％~

50％국비지원
- 훈련수당28만원,
수당.식비지급

(식비는1일5시간이
상훈련과정일 때)
- 실업자 누구나

지원가능
(단,60세 이상이하)

한식.중식기능사취득(이론.실기)

양식조리기능사취득＆실무조리

카페브런치샌드위치조리사
인력양(초급)

안주요리양성과정-실기반

중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반

일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

한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
-월,수,금

- 저녁반
- 훈련비 60％

국비지원
- 수업시간

6시30분~9시20분

양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월~목

일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화,목

중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화.목

일반과정
조리기능사반.생활요리반,창업요
리반.조리산업기사.조리기능사반

수시모집학생반과정
(고교특별전
형조리사반)

중굛고교생대학진학반.조리대회반
(학기제도.책임반과정)

기장군자원봉사센터

국 비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일반생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관에서

올해 두 번 째 기획전으로 릫수산과

학관에서 만나는 관상어릮 기획전이

열린다.

일반시민들에게 관상어에 대한

관심과 수중생태계의 관찰 기회를

제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관상어

류 15종 150여 마리, 비어류 7종

40여 마리 등 전체 22종 190여 마

리의 살아있는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관상어의 정의, 관상어의

종류 및 현황, 담수관상어와 해수

관상어, 테마별 관상어 이야기, 관

상어 사육의 역사와 효과 등 19개

설명 패널을 통해 관상어의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기획전 관람은 무료이며 5월 14

일까지 수산과학관 기획전시실에

서 관람이 가능하다. 관련문의는

720-3061로 하면 된다.

5월 14일까지관상어기획전열려

국립수산과학관

유료광고

국립부산과학관

[자원봉사활동 안내]

일자 활동내용

4월

8일, 15일 기장향교-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예절교육

22일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환경정화

자원봉사 V-day(기장읍)

자원봉사 이음스쿨(정관읍)

5월

13일 기장향교-자원봉사 소양교육 및 예절교육

20일

자원봉사 페스티발-걷기대회 및 자원봉사 문화체

험, 봉사실적 4시간(정관읍)

NGO지구환경운동연합-해양환경정화

27일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회-환경정화

상시모집

국립부산과학관 안내봉사, 기장도서관 서가정리,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조정관도서관 서가정리,

정관어린이도서관 서가정리, 차성아트홀 영화상영보조

기장읍

캠프

- 일시 : 매주 (월) 13시 30분 ~ 16시 30분(봉사실적 3시간)

- 장소 : 기장읍사무소 2층 자치활동실

- 참여대상 : 누구나 참여가능

- 활동내용 : 관내 독거 어르신댁, 저소득층가정, 해외아동에게 지

원되는 물품만들기(핸드메이드 헤어핀 만들기, 친환

경 수세미 만들기, 수제 건강차 만들기 등)

- 접수방법

온라인(www.1365.go.kr) 및 전화접수(724-1365, 722-2365)

※프로그램의 일정 및 활동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

( )
선착순동호지정모집

동굛 굩

굩굩

1. 대상주택 :전용면적 24㎡형(공급면적 37㎡), 523세대
＊금회 공급은 최초모집(릮16.6) 및 추가모집(릮16.9) 후 잔여세대
를 대상

2.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
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 3,419,110원 이하(3인 가구 기준)
＊자산 : 부동산 및 금융자산(22,800만원 이하)

+차량가액(2,522만원 이하)
＊정관7단지 기존 계약자는 신청불가

3. 임대조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공고문 :공사 홈페이지(http://lh.or.kr) 릲임대주택릳에 게시

5. 공급일정

＊계약은 신청접수→입주자격 요건 검색 후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통보

＊일정은 공급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

6. 문의처 : 1600-1004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납부 보증금 최소납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7,000,000원 135,000원 22,000,000원 60,000원 4,000,000원 145,000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계약 입주

2017.03월말 이후 개별통보 2017.07월 예정

유료광고



17

■일반/학생반모집

2017년 실업자.근로자국비훈련(근로자과정에서검색)

실업자
(우선)
근로자
통합
과정

일식조리기능사 취득 및
양성

(튀김.냄비.구이요리)

2017. 4. 3 ~ 6. 10
오전9:30~(월~금)

＊특전:(64세 이하 모든분)
①훈련비전액무료(일부분
조건자부담) ②훈련수당 월
28만원정도 지급(교통비.식
대별도지급)
＊교육대상:①남여(주부)요
리에 관심있는분 ②신규.전
직실업자 ③고.대학생졸업
예정자④취업.창업준비생
누구나 가능[직장인국비지
원특전]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지원
＊훈련비 60％ 국비지원

소자본창업실무요리양성
(한식,양식,중식)

2017. 3. 17 ~ 4. 31
오후2:30~(월~금)

한식조리기능사취득과정
(이론+실기)

2017. 3. 31 ~ 5. 2
오후6:50~(월~목)

일식.복어조리기능사
취득 및 취업양성

2017. 3. 27~
오전9:30~(월~금)

중식조리기능사취득 및
향상

2017. 4. 5~
오후2:30~(월~금)

양식조리기능사취득
2017. 3. 27~

오후2:30~(월~금)

일반인
(창업
퓨젼
요리)

한식.양식.중식.
일식.복어

단기간 자격증 90％ 합격확신자격증대비
과정 수시개강(속성반)

창업실무요리
갈비찜. 감자탕. 육계장. 아구찜. 탕수육.
샐러드. 스테이크. 스파게티. 특별소스.

특별창업메뉴

밑반찬.생활요리
장아찌.낙지볶음. 구이. 조림. 찜. 무침.
김치. 탕요리. 한굛양굛중굛일식생활요리

학생특별
전형

(중.고.
대학생)

＊학생반- 6개월/1년 자격증책임지도반. 진학반우대. 대회반특별
관리

＊중.고.대학생 겨울방학특강 특별모집

국비무료(지원)요리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취업굛창업유망직종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 수시모집
4월 17일 개강 합니다.
문의: 051) 944-4022

5월8일부터~5월11일까지
국시원 접수합니다,

5월 12일까지접수가안되면 7월8일날

시험을치룰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소망재가센터

방문요양, 목욕, 복지용구

소망주 ,야간보호센터

어르신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문의 ) 051-724-4022

2017년 4월 3일(월요일) 제254호

유료광고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정관읍사무소 컴퓨터 초급반 수강생들의 모습.

정관읍사무소 컴퓨터 초급반

릫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지?릮 주름진 손가락

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더듬더듬 움직이자 모

니터 안에는 궁금했던 세상이 펼쳐진다. 한편

에서는 엑셀을 이용해 아내가 부탁한 가계부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정관읍사무소 컴퓨

터 초급반의 수강생 모습들이다.

정관읍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을 높이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해 컴

퓨터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업은 초급반

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되며 초급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심화반

은 매주 수요일 12시30분부터 오후2시까지 정

관읍사무소 3층 컴퓨터실에서 진행된다. 수강

료는 무료이고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업은 타자연습을 비롯해 한글, 파워포인

트, 엑셀, 인터넷, 동영상 만들기, 스마트폰 이

용 등을 배운다. 또한 수강생들의 연령대가 평

균 70대 고령자임을 고려해 수강생들의 눈높

이에 맞춰 1:1 수준별로 학습지도하고 있다.

3월 8일 컴퓨터 초급반을 방문했을 때,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이전에 배

운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을 맞이하는 수강생

들의 모습에서 컴퓨터를 배우고자하는 강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컴퓨터 초급굛심화반을 담당하는 한순옥 강

사는 릲마음과 다르게 손이 자유롭지 못해 마우

스 조작조차 힘들어 하던 수강생들이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 검색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리고 사진 편집도 하는 모습을 보

면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릳고 전했다.

수업이 시작하자 강사의 지도하에 수강생들

은 컴맹에서 탈출해 사이버 세상을 훨훨 날아

보려는 의욕으로 가득 차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느라 분주하다. 그 모습을 본 한 강사는

릲수강생들의 연령대는 높으나 배움의 열망은

어느 젊은이 못지않다릳고 웃으며 말했다.

최해용 수강생은 릲컴퓨터 배우기에 늦은 감

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 사무장일에

도움이 될까 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역시나 많

은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뉴스 검색,

지도 찾기 등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

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는 거

같다릳고 말했다.

릲오늘 기장군민대학 인터넷 수강 신청하는

날이라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했다. 컴퓨터를 못했다면 직

접 군청으로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편리할 수

가 없다릳고 곽길순 수강생이 수업에 만족해하

며 이 강좌가 폐강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감동

적이다.

컴퓨터를 배움으로써 멀리 떨어져 있는 가

족, 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구들과

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편리와 기동력 있

는 윤택한 생활이 릫백세파워릮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쪼록 초급반

수강생들 전원이 심화반에 무난하게 안착해

젊은이 못지않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길

기대한다.

변화에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대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선택이나 결정

을 할 때 실패나 좌절에 앞서서 당당하

지 못하고 두려워하거나 시행착오를 겪

지 않으려 회피하게 된다. 자신의 삶에

직면하고 당당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자기주도적

결정능력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통해

향상시켜야 함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공부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몸만 자란 릫어른

아이릮 같은 사람들이 많은 요즘 현실은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

기가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 시대 아

이들이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해진 데에는 맞춤매니저 부모들이 많은

탓이라고 본다. 작게는 자녀의 학원 스케줄부터 크게는 자녀의 인생

스케줄까지 일목요연하게 짜준다. 이런 부모들은 나름대로 청사진을

그리고 중장기적 스케줄을 다 꿰고 있으며, 그 계획대로 실천하기 위

해 자녀들이 따라와 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선택의 폭

을 자녀에게 많이 준다고 착각한다. 아빠는 물질적 경제적 기반을 갖

추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엄마는 제시간에 학원에 데려다 주거나

체크를 하는 교육적 모습이 자연스레 다반사가 된 지금 우리는 자녀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기회를 사라지게 만든 주범이 부모

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는 대

신,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이를 존중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할 기회를 주거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넘쳐나는 정보나 자료를 통해 부모는 시행착오를 줄여서

중요시간을 귀히 여기려 한다. 기회를 주는 시간이 아까운 것은 다양

한 경험의 산물보다 단순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자

녀가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런 관리는 자녀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실패해도 스스로 책임

을 져야 겠다는 의지를 방해한다. 오히려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

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양한 경험이 밑

거름이 되어 혼자 딛고 일어날 힘을 스스로 만들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 더 절실하다. 넘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

어진 이후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넘어지지 않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의 결정대로 하다가 실패하면 좌절이 더 클 수 있다. 만약 인생

전반의 중요한 시점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일류 코스를 밟아서 명문대

에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이 탄탄하지 못하다면 자신의 선택기

준에서 벗어난 상황에 그 자녀는 더 위험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 스스

로 동기부여에 대한 취지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무력감

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주장을 단순히 자기의

사를 강요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 자기주장은

상대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을 포함

한다.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과 부모의 의견에 따르도록 설득,

지시 및 감독하는 과정은 다른 것이다. 즉, 어려서부터 결정능력 배양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함께 진행하고 자녀의 생각을 읽어내고 부모의 생

각에 대한 조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기주장이 관철되는 힘을 갖

는 연습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자기주도적 삶을 사는 것이다. 부모의 과잉 간섭이 아닌 능

동적인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선택에 대한 집중과 책임감을 키우

고 자기이해의 과정과 타인 의견 수용과정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

가 이어져야 한다.

릲이메일은 할 줄 아셔?릳 우리들은 실버 컴퓨터 박사

릲두려움을 잊고 열정을 갖고 모험에 뛰어드

는 것, 그것이 바로 청춘이다릳라고 누군가 말

했다. 평생학습시대에 릫공부하는 청춘들릮이 있

는 기장노인복지관을 찾았다. 3월 7일 화요일

2시, 복지관 2층 강의실 앞에 일본어교실 초급

반 학생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릲일본

어 수업 어떠세요?릳 조심스레 물어봤다. 릲너무

재미있어요. 반복해서 듣고 배우며 하나씩 알

아가요. 모르는 걸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

복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게 가르

쳐줘요릳 릲일본인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주니 정

말 좋아요. 우리 머리가 안 돌아가 못 따라가

는 것이 문제죠릳이길자 반장이 기다렸다는 듯

이 자랑을 늘어놓는다.

2시 30분,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가방

을 뒤적이며 학생들은 うきうき(우끼우끼)일

본어교재와 노트를 꺼낸다. 선생님: 릲오늘은

86페이지 ぃ(이) 형용사, な(나) 형용사 연습

문제를 하겠습니다.릳 선생님:この くるまは

きれぃですか (이 차는 깨끗합니까?)

학생: ぃぃえ きれぃではありません (아니

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한다.

선생님: どんな まちですか (어떤 마을입니

까)..... 질문할 때마다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답을 한다. 릲밤새워서 공부하고 오셨

어요? 오늘 모두들 너무 잘 하시네요릳 선생님

의 칭찬에 행복한 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

온다. 돋보기를 끼고 교재를 넘기며 삼색 볼펜

으로 부지런히 체크를 한다. 익숙한 손놀림이

다. 일본어 초급반은 매주 월, 화요일 2시 30

부터 4시까지 수업을 한다.

릲일본에 자녀나 친척이 있어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으로 여행 가려고 배우는 분도 있

고 목적은 각자 다르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

이 대단해요. 어려운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발

전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존경

스러워요릳 야마무라히나에 강사는 흐뭇한 미

소를 지으며 나이를 잊고 배우는 어르신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한다.

릲일본어 공부는 일본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문화를 전하는 게 참 어렵죠. 다행히

이번 3월에 스크린 빔을 교실에 설치했어요.

영상을 통해 일본 문화를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고, 노래 등을 통해 재미있고 보다 쉽게 일

본어를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본 문화를 접해보자는 가벼

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처음

초급반을 시작할 때 5, 6명이었는데 이번에 17

명이 수강신청을 했어요. 학생 수가 많아져서

기뻐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공부해요. 일

본노래도 불러요.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서 다

젊어 보여요. 어떤 학생이 75세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릳 학생들 수준이 각각 다른데 개인적

으로 다 맞춰주기가 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야마무라히나에 강사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소설가 박완서는 릲이 나이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저 나이에는 저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청춘에서 멀어지게 한다릳고 했다. 고정

관념을 뛰어넘고 공부하는 청춘들이 있기에

기장이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서옥희 명예기자

기장노인복지회관 - 일본어 교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 넘다

자기결정권과 자기주도적 삶

김소희
SST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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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환 도예가가 고구려 고분벽화 재현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32년째 고구려 고분벽화 재현에 힘써온

송중환 도예가(소름요 대표, 기장읍 죽성

리 소재)가 55개의 고구려벽화 재현에 성

공하고 릫고구려 벽화 재료의 물성 및 결합

관계 연구릮 - 바탕벽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2016년 11월 릫고구

려발해연구릮에 발표해 세간의 화재를 모

으고 있다.

중국의 집안지역과 북한의 평양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구려 고분벽

화는 118기에 이른다. 대부분의 벽화는 석

실봉토분에 그려졌다. 118기의 고구려 고

분벽화 중 송 도예가가 릫무용총릮 등 55개

를 재현 한 것. 고구려 고분 벽화는 오늘

날 전해지는 5~7세기 동아시아 전체의 문

화적 업적 중 가장 뛰어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국 문화의 뿌리를 캐는 작업치

고 고구려 고분 벽화를 언급하지 않는 것

은 없다. 미술사, 복식사, 음악사, 무용사,

생활사 민속사, 장식 문양사 등 어느 것이

고 그 기원과 유래를 따지려면 고구려 벽

화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최근에

는 생활식기와 물항아리 그리고 차(茶)

상을 앞에 둔 여인의 모습 등은 차문화 연

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송 도예가는 논문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는 우리나라 미술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미술사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고

분벽화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은

주로 고고학, 미술사학적인 관점에서 진

행되어 왔으며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고구려 벽화의 제

작을 실현에 옮기면서 회벽벽화(灰壁壁

畵)의 미장층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제작

기법을 밝히고자 했다. 여기서 회벽벽화

의 바탕이 되는 미장기법은 육상건축의

미장기법이 지하고분에 도입되었다는 가

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벽화에 사용된 접

착물질의 본체와 물성, 그리고 재료를 수

반한 시공방법의 중요성과 내구 보존성과

의 연관관계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과학적

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본 연구과정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에

는 다수의 시험편(片) 제작을 토대로 초

기벽화, 안악3호분과 회벽벽화, 통구12호

분, 무용총 등의 세부도와 석면벽화 오회

분4호묘, 오회분5호묘 또 고구려 시대가

끝난 후 7~8세기에 축조된 고송총의 여자

군상까지 70여 점을 재현 제작했다. 특히

원 벽화의 변색, 탈색, 바락 등 훼손된 모

습은 상태 그대로를 재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송 도예가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 1976

년 릫각저총릮, 1977년 릫무용총릮 1978년 릫모두

루총릮 등 훼손된 부분에 대해 수리가 진행

됐는데 벽화표면에 화학재료를 사용한 결

과 일부 벽화에서는 내부로부터 부식이

발생했다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제작을 실

현에 옮기면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와

제작기법의 연관 관계에서 보장될 수 있

는 내구보존성에 대해 고찰하면서 원 벽

화에 사용된 재료와 제작기법을 밝히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송 도예가는 릲고구려 고분 벽화에 담겨

진 것들을 통해 우리는 고구려인들의 기

질과 기상, 종교와 사상, 우주관, 생활관과

풍속, 예절, 남녀 인물들의 복식과 관묘,

꾸밈새와 화장법, 각종 기술과 발달 정도,

문화의 성격과 변천, 외국 문화와의 교류

양상 등 수많은 것을 엿볼 수 있다. 즉 고

구려 벽화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보배인

동시에 소중한 역사적 사료인 것릳이라고

말했다.

송 도예가는 앞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55기 재현작품을 전시함은 물론 각계각층

의 전문가와 더불어 고구려 고분 벽화에

관한 토론의 장을 열고 싶다는 포부를 밝

혔다. 소름요 722-0018.

한국 문화의 뿌리 릫고구려 고분벽화릮 55개 재현
소름요 송중환 도예가

유년을 찾아굛10
-활나물

이 문 걸

약력

·1977년 뢾시와 의식뢿 등단, 한국시협

중앙위원, 목마시동인회장, 기장문협

상임고문

·시집 룙즉흥환상곡룚 외, 시론서 룙한국

현대시 해석론룚 외, 시선집 룙시간의

무게룚

·부산시문화상, 고운최치원문학상 대상

외 수상, 동의대 명예교수(문학박사)

청자색의

신선한 활나물 꽃이 필 때면

문득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의

노천명을 생각하노니,

갑사저고리의 옷고름 매무새로

푸른 5월을 노래했던

고절파 사슴의 시인은 언제나

흔잎나물, 장구채, 고사리

그리고

활나물의 사연이 많았다.

야백합이라 부르기도 하며

온몸이 거친 털로 덮여 있는

너를 보면

다시금 떠오르는

머언 먼 보릿고개 사연…

자동차내외장관리전문업체

샤 이 닝 모 빌

12년 노하우로시공합니다.

케미컬가이파이어볼기온쿼츠로시공합니다.

부산울산김해전지역출장시공

▷동래점굛구포점굛대전점굛영종도점굛마산점굛진주점굛전주점

대구점 / 전국 가맹점모집중입니다.

카카오톡 - sn8535

네이버에서 릫샤이닝모빌릮을 검색해주세요.

전화 : 010-6637-8535

오전 9시오픈오후7시마무리합니다.

퀴즈협찬광고

(주굛야간보호)
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 2년이상거주최대3만원지원

(A)효사랑 기장군 최초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평가)

♥전통가마솥으로식사제공♥

♥1급요양보호사목욕서비스제공♥

♥윤리적이고투명한경영♥

♥내과-치과의원협약으로간호관리♥

♥가족상담실-개인정보관리실운영♥

▷1급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전문케어

사회복지사실습환영

복지용구, 노인돌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유료광고

☎051)724-3060, 724-3232

☎010-5311-1779
기장군기장읍교리(차성로376)

유료광고

기장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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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숨은그림 찾기 정답>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5명 등기발송)

▷ 전현정(정관읍 모전1길) 김서란(기장읍 기장대로) 박누리(정관읍 정관3로)

안영남(철마면 고촌로) 이지연(기장읍 청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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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아(정관읍 정관로) 차선융(기장읍 배산로8번길) 김지후 김인선(기장읍

기장대로) 김은선(정관읍 산단2로) 김준화(기장읍 차성로404번길)

○ 롯데몰 동부산점 협찬 영화권(2만원 상당, 9명 등기발송)

▷ 이주향(기장읍 차성서로) 김복순(기장읍 차성로) 김형진(정관읍 정관4로)

박은경(기장읍 소정안길) 박서영(기장읍 차성동로) 김보람(철마면 사등길)

이혜원(기장읍 기장대로) 김남구(철마면 고촌로44번길) 김선주(정관읍 정관

4로)

○ 행복서점 협찬 도서교환권(2만원상당, 6명 등기발송)

▷ 조규준(정관읍 정관3로) 손수근(정관읍 정관로) 현영희(정관읍 정관3로) 김

주은(정관읍 정관5로) 이선희(정관읍 농공길) 김지영(정관읍 방곡로)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장명애(기장읍 차성로326번길)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7만원

상당, 1명 미래전략과 방문수령)

▷ 박세라(기장읍 차성서로)

○ 샤이닝모빌 협찬 세차굛광택 사용권

(18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 신선자(기장읍 차성로253번길)

┃릫기장사람들릮 253호 설문조사응모당첨자┃

행복한 삶이 있는 우리 경로당

마음으로 쓰는 편지

릫마음으로 쓰는 편지릮에 독자 여

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이 코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에게 마음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가족, 친지, 친구 간의 사랑과 우

정을 나눠 보세요.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chunbo@korea.kr

햇살이 좋은 정오 때가 다가오면 경로

당은 분주하게 돌아가며 활력과 생동감

이 넘쳐 오른다.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정

돈 하고 매일 연지곤지 찍고 경로당으로

출근하시는 형님 아우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 칙칙 돌아가는 밥솥의 화음과

된장국 냄새는 환상의 궁합이라 말하고

싶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자녀들은 아침저녁

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지만 이곳은 우

리에게 소박함과 잔잔한 행복이 깃든 최

상의 놀이터이자 쉼터가 되어 주었다. 갓

지은 밥과 국은 쓸쓸함을 녹여주고 서로

주고받는 인사 속에 사랑이 솟아오른다.

이래서 이웃이 좋고 주변이 좋다는 말을

하는 구나 되뇌며 오늘의 화제로 또 다시

이야기꽃을 피워본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한마디 씩 던지

는 말 속에 스며있는 박식함과 안목은 신

간 신문의 논술보다 예리하고 정확할 때

가 있다. 역시 연륜과 세월의 흔적은 묵

과 할 수가 없구나 싶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경로당 한 가운데 탁상에는 신이 나서

흥얼거리며 고스톱을 치는 7학년 언니들

이 있다. 텔레비전 앞에는 8학년을 넘나

드는 왕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담

소를 나누는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그네

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중요한 하루임

을 상기하고 하루의 해는 그리 길지 않으

니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나를 사랑하고 주위와 이웃을 사랑

하자고 다짐하면서.

사랑만큼 쉬운 일이 없다. 사랑은 곧

나의 행복이고 엔돌핀이다. 오늘도 나에

게 기를 듬뿍 넣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정영희(정관LH 5단지 경로당 총무 )

릲그냥 잠이 안와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릳 이렇게 말

씀하시면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이 안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

는데 잠을 못자니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불면증은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옮기거나 사업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등의 환경적 변화가 생기면 불면증을

겪기도 합니다. 잠을 못자니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고 잠자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런 걱정이 더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이들 양육에 대한 걱정,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고민을 갖고 있는 주부부터 나이

가 많거나 적거나 직업적 고민을 갖고 있는 남성까지 불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안

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불면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나

타내는 잣대일 수도 있습니다. 팔 다리 허리가 아픈 신체적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자

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두 번

잠을 못 이루고 설치게 되면서 다음날 생활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띵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며칠을 보내게 되면 자는 시간이 다가 오는 게

두려워집니다. 오늘도 잠을 못자고 뒤척거리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 때문에 더 긴

장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 지속되면 긴장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잠을 못자는 상태

가 되어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시도를 하게 되는데 술을 마셔서 잠을 청해보기도 합니다. 술은 잠을 유도하

는데 쉽게 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자꾸 깨게 되고 오히려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

니다. 술의 양이 자꾸 늘게 되고 횟수가 잦아지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사먹거나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

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양과 횟수가 늘어나

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면증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과 관련이

많습니다. 불면증은 이런 우울증 불안증이 먼저 생기고 난 이후에 생기기도 하고 잠

을 못자니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3주 이상 불

면증이 지속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정

신의학회의 일차성 불면증의 진단기준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수면의 시작, 유지의

어려움을 보이고, 수면장애나 그로 인한 피로감으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을 보이

고, 수면장애가 기면병, 호흡관련 수면장애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정신과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나 일반적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

닐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면

밀한 관찰과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요클리닉의 수면십계명을 소개해드리면 1. 휴일에 늦잠을 자지

마라. 쉬는 날 늦잠을 자면 그날 불면증이 오기 쉽고 한 주 내내 수면패턴이 어긋나

게 됩니다. 2.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지마라. 저녁은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드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술은 코골이를 유발할 수 있고 깊

은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3. 담배, 커피(카페인)를 피하라.(니코틴, 카페인 등은

각성상태를 만들어 잠을 방해합니다.) 4. 낮에 활동을 많이 하라.(적당한 노동, 육

체활동이 도움을 줍니다.) 5. 실내는 선선하게 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라.(실내온

도는 약간 서늘하게 하는 게 좋고 손발은 담요 등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혈액순환

이 잘 되어 도움을 줍니다. 6. 낮잠을 20분 이상 자지 마라. 낮잠은 당연히 밤잠을

빼앗아갑니다. 7. 잠자리 들기 전 명상을 하라. 자신만의 이완이나 복식호흡 등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8.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라.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준비를 합니다. 9.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 몸의 긴

장을 풀어줍니다. 10. 수면제를 남용마라. 불면증의 원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석천탕5층 전화 724-2345)

의학칼럼

불면증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 설문조사

군민과 군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군민께 더욱 알차고 훈훈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씀.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오려서 편지봉투, 또는 엽서에 붙여 릫부산광역시 기장

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릮으로 이름, 연락처, 도

로명주소, 우편번호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독자 중 24명을 추첨해 광

고협찬상품굛문화상품권 등을 5월 15일까지 보내드립니다(스캔을 하거나 폰으

로 촬영 후 이메일(asdf1004@korea.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5일 도착분

까지 유효합니다.

1. 독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여자 ②남자

2. 독자의 나이 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10대 이하 ②20~30대 ③40~50대 ④60대 이상

3. 기장사람들은 얼마나 보십니까?

①매달 ②1년에 6번 이상 ③1년에 2~3번 ④1년에 1번

4. 거주 양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아파트 ②다세대주택(빌라 원룸 등) ③개인주택 ④상가 등 기타

5.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십니까?

①읍면에서 이장 또는 도우미에 의한 배부 ②우편배달

③군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군보 구독

6. 릫기장사람들릮 배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①잘된다 ②가끔 한번씩 안 들어올 때가 있다 ③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7. 릫기장사람들릮 기사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①매우 신뢰 ②보통 신뢰 ③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8. 편집 디자인(글씨 크기, 삽화, 사진 등 배열)은 적절하던가요?

①매우 좋은 수준이다 ②적절한 수준하다 ③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9. 각 지면 구성은 적절하던가요?

①매우 적절하다 ②보통이다 ③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10. 기사는 읽기 쉽고 내용이 충실하던가요?

①매우 충실하다 ②보통이다 ③충실하지 못하다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11. 릫제목릮은 적절하게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적절하다 ②보통이다 ③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12. 더욱 보강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①군정 ②주민생활 ③교육 ④문화/예술 ⑤생활정보 ⑥관광 ⑦독자참여

＊기타 다뤘으면 하는 분야를 적어주십시오.

( )

13. 릫기장사람들릮을 통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매우 도움 ②보통 도움 ③도움 안 됨

14. 릫기장사람들릮을 통해 주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①군정소식 ②행사일정 ③교육 ④문화/예술 ⑤생활정보 ⑥관광

15. 유료광고의 지면 구성은 적절한가요?

①매우 적절하다 ②적절하다 ③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16. 군민명예기자 활용과 독자참여란 등 지면 구성은 적절한가요?

①매우 적절하다 ②적절하다 ③적절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

17. 군보편집실에 바라는 점이나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느낀점을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

응급의학과 의사가 쓴 죽음과 삶,

그 경계의 기록

와글와글 독후감 - 만약은 없다

본보 릫책으로 여는 세상릮 또는

릫와글와글 책방릮에 소개된 책을 읽

고 독후감을 보내주세요.

죽음을 목격한 순간이 있다. 키우던 강

아지가 내 품에서 죽음을 맞았다. 어제까

지만 해도 밥도 먹고 함께 산책도 다녀왔

는데 밤사이 호흡이 가빠지더니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렸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가빠지는 호흡과 점차 감기는

눈….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었지만 죽음

을 직감했다. 12년을 함께한 존재의 죽음

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으며 허망했고

두려웠다. 그 후에 찾아온 슬픔은 아주

오래도록 남았다.

그때부터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릫만약은 없다릮

는 눈에 띄는 책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

씩 생사의 고비를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

보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어떤 생각으로

그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는지 궁금했다.

이 책은 크게 1,2부로 나뉘는데 1부는

릫죽음릮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처절하고

급박한 응급실의 상황과 환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반면 2부의 주제

는 릫삶릮이다. 분위기를 전환해 한 인간으

로서 의사의 일상과 가볍고 재밌는 에피

소드를 소개한다. 서로 다른 두 권의 책

으로 느껴질 만큼 분위기가 달랐다. 사실

1부는 생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응급실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도 현실감

있게 느껴져 읽기에 조금 버거웠다. 그래

서인지 이를 지나고 도착한 2부의 에피

소드가 더욱 유쾌하게 느껴졌다.

책장을 모두 덮은 후엔 응급의학과 의

사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에세이 형식

의 책은 저자가 몸소 체험했던 응급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 만큼 한순간의 실수가 환

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 중압감을 이

겨내고 환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자리를

지키는 응급실의 모든 직원이 존경스럽

고 감사했다.

릲내 지시대로 처치한 환자가 죽는 일은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내

가 직접 입을 열어 사망선고를 내린 시체

와 눈을 맞대고 잠시 그 과정을 복기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이 의식을 치러야만

그 죽음이 이해되었고 조금은 죄책감을

덜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릳 저자의

번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은

구절이었다.

한 인간의 생명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

가? 저자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

문이다. 그 질문을 나에게도 해본다. 반

복되는 일상 속 매너리즘에 빠져 흘려보

낸 하루하루가 떠오른다. 나는 지금

릫나릮라는 존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 치열한 삶과 죽음의 기록 끝에서 새

삼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 1부는

죽음, 2부는 삶으로 구성된 이 책처럼 릫죽

음릮에 대한 생각은 결국 감사함과 소중함

을 깨닫고 살아가는 릫삶릮으로 귀결됐다.

정영옥(기장읍 소정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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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인가

4/2(일) 더킹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폼 나게 살고 싶었던 태수(조인성)는 우여곡절 끝에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정우성)을 만나 핵심라인을 타고 승승장구 하게 된다.

정권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 새로운 판을 짜며 기회를 노리던 이들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는데…

대한민국이 속 시원하게 뒤집힌다굩

남북 최초 비공식 합동 수사

4/9(일) 공조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

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릫림철령릮(현빈). 동판을 찾아야만 하

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릫차기성릮(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적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

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릫강진태릮(유해진)에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령의 밀착 감시

를 지시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령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예측불가 공조수사

가 시작된다굩

디스크캐논vs블랙미러, 지구의 운명을 건 배틀이 시작된다굩

4/16(일) 터닝메카드W : 블랙미러의부활

악의 화신 블랙미러의 부활과 사상 최악의 위기.

메카니멀 군단과 친구들이 지구의 운명을 걸고 최강의 배틀을 펼친다굩

지구 최초 메카니멀인 릫디스크캐논릮이 완성될 무렵 지구와 트라이포스에 이상한 기

운이 감지된다. 소멸된 줄 알았던 블랙미러가 복수를 꿈꾸며 부활한 것굩

시공을 넘어 현재로 온 블랙미러는 클론 메카니멀들을 이용해 도시를 파괴하고 테

이머들은 사상 최악의 위기 속 최후의 배틀을 준비하는데...

시리즈 사상 최강의 마법전쟁이 펼쳐진다굩

오구오구 화나셨새오?

4/23(일) 앵그리버드더무비

위기에 빠진 릫새계릮를 구하라굩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분노새 릫레드릮,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깐족새 릫척릮, 욱

하면 폭발해버리는 폭탄새 릫밤릮

모두가 행복한 버드 아일랜드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앵그리버드 레드, 척, 밤

어느 날, 정체불명의 초록 돼지 릫피그릮가 찾아오고, 평화로운 새계에 수상쩍은 일들

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앵그리버드, 이들이 화난 진짜 이유가 밝혀진다굩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모험이 시작된다

4/30(일) 정글북

릲정글은 더 이상 너에게 안전하지 않아릳

늑대에게 키워진 릫인간의 아이릮 모글리는 정글의 무법자 쉬어칸의 위협을 받고 유일

한 안식처였던 정글이 더 이상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을 깨닫고

모두의 생존을 위해 정글을 떠나야만 한다.

정글을 떠나는 여정은 끝없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쉬어칸 역시 그를 바짝 쫓는데…

뛰고 구르고 달리고 자빠지는 연희단거리패의 광대극

릫변두리극장릮

안데르센이들려주는세가지동화

릫인어공주릮

안데르센 극장

내꿈은저하늘을자유롭게나는백조

릫미운오리새끼릮

안 내

릫미운오리새끼릮공연 모습.

릫인어공주릮공연 모습.

호랑이처녀가들려주는색채그림자놀이자장가

릫떡하나주면안잡아먹지릮

릫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릮공연 모습.

차성아트홀

릫변두리 극장릮공연 모습.

4월 8일/22일, (토)오후2시/5시

변두리극장은 극장 안의 또 하나의 극장이 자리 잡는 극

중극 식으로 공연된다. 관객들은 공연장에 들어서기 전에

벌써 광대들과 만나 애기하고 웃고 떠드는 순간을 경험하

고극장안의변두리극장에서벌어지는사건들을유쾌하게

즐기게 된다. 3개월간 맹연습으로 구성된 악단은 모두 연

희단거리패배우들이며이들은실제연주하고뛰고자빠지

고 구르면서 광대를 연기한다. 이들의 연기는 획일적인 사

회에 대한 바보의 저항이며 삐딱이의 깽판이다.

연희단거리패 2대 햄릿이자 배우장인 이승헌, 4대 햄

릿이자 뢾길떠나는 가족뢿의 이중섭역을 맡았던 윤정섭

등이 참여하면서 미학적인 광대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4월 1-2일 (토)오전11시/오후3시굛(일)오후3시

안데르센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못생긴 외모와 괴

팍한 성격 탓에 여성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항상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안데르센의 콤플렉스

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의 작품 중 릫인어공주릮는 안데르센의 실패한 사랑을

기반으로 만든 이야기로 유명하다. 이는 릫프쉬케릮와도

연결된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그 여인을

위해 완벽한 조각을 만들었지만 차갑게 거절당하고 자

기 손으로 작품을 부수는 조각가는 안데르센 본인의 모

습이다. 안데르센의 결핍은 끝없는 상상이 되어 불멸의

영혼을 꿈꾼다. 인어공주가 바다에 몸을 던지고 공기방

울이 되어갈 때, 안데르센은 인어공주를 불멸의 영혼이

라 부르며 영원의 노래를 한다. 또한 부모님을 잃고 가

난하게 살아가는 성냥팔이 소녀가 놋쇠병정과 발레리나

인형의 사랑을 이뤄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안데르센이 들려

주는 세 가지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치유를 선사해 준다.

4월 8-9일/15-16일, (토)오전11시/오후3시굛(일)오

후3시

유난히 크고 보기 싫게 태어난 오리새끼 한 마리가 다

른 오리들에게 구박을 받고 집을 떠난다. 동물들은 날고

싶어 하는 오리를 비웃으며 거리로 내쫓는다. 미운오리새

끼는 힘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우아하게 날아오

르는 백조를 발견한다. 그러다 문득 물에 비친 자신의 모

습이 백조인 것을 깨닫고 백조가 되어 높게 날아오른다.

이 미운오리새끼는 못생긴 얼굴과 비천한 환경에서

외롭게 자라야 했던 작가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을 그려

낸 자전적 동화이다. 안데르센 작품의 대부분이 비극으

로 끝나는 데 반해 행복한 결실을 맺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의 하나이기도 한다. 세상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 하더

라도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상징이 담겨있다.

4월 22-23일/29-30일, (토)오전11시/오후3시굛(일)오

후3시

이 작품은 호랑이 설화 두 편과 그 속에 등장하는 두 개

의 호랑이 캐릭터가 살짝 변형된 채 겹쳐진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 속 떡 하나 주면 잡아먹지 않겠다던 호랑

이와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만 먹다가 끝내 포기하고

만 단군신화 속 호랑이가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

주인공은 오누이가 아니라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이다. 엄

마는이미호랑이에게잡아먹혔는데엄마를삼킨호랑이는

실은 인간이 되지 못한 단군신화 속 호랑이.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겹겹이 한을 품은 캐릭터이기도 하다. 그리고

8폭 병풍 속 동물들이 혼자 노는 아이의 친구로 등장한다.

내용 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

는데 크지 않은 무대 위에서는 근대 이전 서민들의 오락

거리였던 만석중놀이(전통 그림자놀이의 하나)가 펼쳐진

다. 병풍 속 동물들이 그림자인형극으로 표현되는 것. 만

석중놀이는 병풍 속 동물들의 세계와 소년이 속한 현실을

구분 짓기 위한 무대장치로 활용된다. 극이 전개될수록

현실과 전설이 혼재되고 주인공 남자아이도 현실과 병풍

속 환상세계를 자유로이 넘나든다. 판타지와 현실이 뒤섞

일수록 외려 주제는 선명해진다. 호랑이와 남자아이를 제

외한 인물들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니 2인극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2인극들과는 달리 무대에 그림자로 등

장하지 않는 이들의 존재감이 강렬하다.

관람료

어린이,청소년,일반인(기장군민) 1만원

일반인(기장 외 지역)

▷단, 신바람 문화회원, 20명 이상

단체관람 50％ 할인

2만원

○ 신바람 문화회원

신바람 문화회원이 되면(연회비:기장군민 1만원/타

지역민 3만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을 무료로, 안데르

센 극장 공연을 50％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입문의 051-728-0993 또는 네이버카페(cafe.naver.

com/andersentheater)

○ 티켓가

○ 셔틀버스 운행

공연 30분 전 출발하오니 공연 40분 전까지는 탑승하

길 바라며,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안데르센 극장

(051-728-0993)으로 미리 연락 바람

- 기장 :일광역 대복집 앞 - 물조은 온천 - 안데르센극장

- 정관 :정관 어린이도서관 정문 - 안데르센 극장

2017년 4월

차성아트홀 &

안데르센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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