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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7년 7월 365일 민원을잠재우지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가뭄피해최소화에총력
농업용수공급등선제대응

기장군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강우 부

족 등에 따른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

제가뭄피해예방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기장군의 경우 이른 폭염과 지속적인

가뭄으로 1~5월에 내린 비는 평년 315.6

mm로 전년대비 647.2mm(50％)수준이며

수일내많은비가오지않을경우물부족

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에 군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애로 등

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뭄

극복종합대책을수립해시행중이다.

가뭄에 대비해 읍굛면별로 보유하고 있

는 양수장비 32대 정비와 하천 2개소 굴

착, 저수지 3개소에 준설을 마무리 했다.

또 긴급 예비비를 4천400만원 편성, 읍굛

면별 급수차량 1대씩을 임차해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급수차

량 진입이 불가하거나 평시에도 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정 4개소를 개

발 중이며 추가로 10여개소를 더 굴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적정량의 비가 내

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요청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정 개발과

급수차량 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모내

기를 못한 논의 경우 밭작물로 전환하는

등 영농 지도도 병행해 농민들의 농가 피

해 최소화와 농업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등을계획할예정이다.

일광해수욕장 특설 무대에 설치된 분

수대에 이른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이 물

놀이를즐기고있다.

한편 일광굛임랑 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62일간 해수욕객에

게개방된다.

21회를 맞이하는 기장갯마을 축제는 7

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광낭만가요제

는 8월 5일에서 6일까지 이곳 일광해수

욕장특설무대에서열린다.

임랑해수욕장에서는 8월 19일부터 20

일까지 2017 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

벌이개최된다.

<자세한축제일정은 20면 참조>

때이른물놀이

릲도시철도 기장선긿정관선유치16만기장군민모두나서야릳

유치위원회출범과범군민서명운동전개
도시철도기장선추진일지

2009년 부산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포함

2012년 11월 정부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제출

2013년 2월 기장선(안평~교리) 유치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 실

시 11만 6천명서명부중앙

정부제출

6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착수

12월 KDI 1차 점검회의

12월 기장군, 대안노선검토요청

2014년 4월 KDI 2차 점검회의

6월 기장군, 2차 보완요청사항

제출

2015년 5월 기장군, 부산시에도시철도

망 구축계획 반영 요청[기

장선(안평~일광)]

2016년 6월 부산시, 국토부에 기장선

(안평~일광) 포함 도시철

도망구축계획승인요청

2017년 3월 국토부, 기장선(안평~교리)

예타결과부산시에통보

6월 국토부, 기장선(안평~일광),

정관선 포함 부산 도시철

도망구축계획확정고시

부산도시철도기장선, 정관선도시철도 기장선(안평∼교리) 정부 예

비타당성조사탈락

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부산도시철도 4

호선 연장인 기장선(안평∼교리)이 5년 만

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

하지못한 것으로뒤늦게밝혀졌다. 안평∼

교리를 잇는 최초 노선은 총길이 6.6㎞에

정거장 3곳사업비는 3천348억원이다. 예타

를 통과하려면 BC(경제성) 0.8이상, AHP

(정책 등 종합평가)가 0.5를 넘어야 한다.

올해 동해선 개통과 함께 기장선이 예타를

통과해조기건설되고일광신도시까지연장

되면대중교통이획기적으로개선될것으로

기대를모았으나또다시원점으로돌아가자

기장군관계자들은허탈감에빠졌다.

앞서 기장군은 2012년 기장선(안평~교

리) 유치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

하여 11만 6천명의 서명부를 2013년 2월

중앙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6년여 동안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DI(한국

개발연구원)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150여차례에 걸쳐 직접 찾아다니는 등 사

활을걸고노력했으나결실을이루지는못

했다. 더 충격스런 것은 부산시가 이 예비

타당성조사결과를이미지난 3월 28일 통

보받고도 80일동안알려주지않고있다지

난 6월 19일 부산시 교통국장이 군수실을

방문해처음알려줬다는사실이다.

원전밀집특수성고려해경제성보다주

민생명과안전이우선

기장군수는 릲6월 19일 기장선 예타 탈락

소식을 접한 뒤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그

동안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한 부산시의 처

사에 매우 실망했다릳면서 릲기장은 세계 최

대의원전밀집지역으로 50여년동안각종

규제에묶여엄청난재산권침해와지역개

발의 낙후 등 피해를 입어왔다릳며 릲원전사

고시 16만 기장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을

안전하고신속하게대피시킬수있는생명

선인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은 유일한

대피수단으로서 반드시 유치해야 할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두배

로 뛴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릳는 결

의를거듭밝히며 릲정부와정치권, 특히 부

산시는기장군과함께힘을모아주기를바

란다릳고말했다.

부산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신설기장

선(안평∼일광신도시) 5순위, 정관선 3

순위

그러나기장선건설이완전히물건너간

것은 아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정관선

과마찬가지로앞으로처음부터다시부산

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KDI(한국개

발연구원) 등 행정적 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안평역까지 운행 중인 도시철도 4호선

을 기존 안평~교리 구간에서 안평~일광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신설 기장선(경전

철)과 동해선 좌천역에서 월평까지 연결

하는 정관선을 노면전차(트램)로 건설하

는 계획이 포함된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

축계획이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6월 19일

고시됐다.

부산시는 기장선을 포함한 7개 노선이

담긴 릫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릮을 단계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장선은 7개 중 5

순위로, 정관신도시를 통과하는 정관선

(월평~좌천)이 3순위로개통될계획이다.

신설 기장선은 기존 안평~교리 구간에

서 일광신도시까지 구간을 연장해 총연장

은 7.1㎞이다.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

(안평~일광신도시)굛정관선건설사업최종

유치를위해가능한모든행정력을총동원

하기로했다.

도시철도최종유치를위해유치위원회

출범과범군민서명운동전개필요

지난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릲지진으로 인한 원

전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있어치명적이며국민의안전과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릳고 밝힌바 있어 기장군수는

릲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원전사고

시 생명선인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사

업은경제성을떠나주민의안전과생명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당

위성에대해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

토교통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설명하

고 특단의 정책적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

할예정릳이라며 필요하다면도시철도기장

선굛정관선 건설을 위한 추가용역도 시행

할것임을밝혔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는 릲주민대표를 위원

장으로하고지역정치권과전군민이참여

하는유치위원회를출범해, 16만 기장군민

과 350만 부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전개할예정이다릳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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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

2017년 7 - 8월 중 기장군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채용
인원

자격요건
공고기간
(예정)

접수기간
(예정)

담당자
연락처

비고

의회사무과
기장군의회
전문위원실관리

8 ~ 12월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자

○채용공고일전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부
산광역시에 등재되어있는 자

7월초 7월초 ~ 중순 709-5034

도시기반
조성과

지하수관리 8 ~ 12월 1 ○ 19세이상 7. 3 ~ 7. 14 7. 19 ~ 7. 21 709-4675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채용 후
약 3개월간

1 ○해당없음 7 ~ 8월 중 7 ~ 8월 중 709-5301

청소자원과
2017년 제2차
노인환경도우미

8 ~ 10월 20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
상 신체 건강한 자

○2016~7년도 우리군 노인 일자리 미참여자
우선 선발

7. 14 ~ 7. 26 7. 14 ~ 7. 26 709-4435
5개 읍굛면으로

신청

도서관과
갯마을작은도서관
주말 운영 지원

8. 26 ~ 12. 3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자
8. 1 ~ 8. 10 8. 1 ~ 8. 10 709-3934

주말(토,일)
근로자 채용

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닭굛오리고기, 계란굩

안심하고드셔도됩니다

○ 익힌 닭굛오리고기, 계란을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 감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닭, 오리, 계란 등은 유통되지

않습니다.

- AI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닭, 오리, 계란

은 모두 폐기했으며 검사에 합격한 것만 유통됩니다.

○ 익혀서 먹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 바이러스에 오염된 고기일지라도 익혀서 먹으면 안전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닭굛오리고기를 익혀 먹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 바이러스는 75℃에서 5분, 100℃에서는 수초 내에 완전

히 사멸 됩니다.

환경위생과(709-4412)

정관여성햇빛합창단단원모집

음악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고 희망의 화음으로 기장군을

빛낼 재능 있는 인재를 기다립니다.

○ 자 격 : 60세 미만 여성에 한함

○ 연습일 : 매주 수요일 10시 ~ 12시

○ 회 비 : 월 20,000원

○ 장 소 : 정관주민자치회관 6층 소강당

○ 전형방법 : 면접 및 간단한 오디션

○ 연락처 : 010-7572-3813 (단장 정영애)

365일 상시방역, 내실있는방역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 최초 감염병방역단 신설굛운영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 대책 수립

기장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

체단위에서는전국최초로사람과동물의

통합방역전담조직인 릫감염병방역단릮을신

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기동방역단을 구

성해 관내 공원, 완충녹지대, 하천, 다중밀

집지역 등 감염병을 전파하는 모기 및 해

충이 서식하는 생활주변에 연중 365일 대

대적인방역소독활동을펼치고있다.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은 이러한 방역 활

동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인체감염

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병 홍보, 질병

모니터링사업 등을 추진해 감염병 발생에

상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내실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기

장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또, 인수공통 감염병에 상시굛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말, 공휴일 없이 능동적이고 선

제적인방역을실시하고있다.

지난 6월 4일 기장군 관내에서 고병원

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이후에

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으

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매몰처

리와방역활동을강화하여 AI확산 차단에

총력을쏟았다.

기장군은 AI 발생 전부터 가금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었다. 50수

이상의 가금농가는 감염병방역단과 농업

기술센터가, 50수미만의 가금농가는 5개

읍굛면이 매일 방역소독과 가축농가 사육

실태를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농장주에 대해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기장군관계자는 릲기장군은 1년 365일

상시 방역과 농장 관리를 하며 소비자들

이 안심하고 닭굛오리 등을 구매하도록 하

기 위해 힘쓰고 있다릳고 말했다. 그러나

릲연례적인 AI발생으로 가금산업이 위축되

고 있는데다 미흡한 위생 관리체계, 친환

경 축산 인증 참여 농가 부족, 확립되지

않은 유통굛소비기반 등은 가금산업의 문

제점릳이라고말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

군은 가금류(닭굛오리 등) 사육장과 우제

류(소굛돼지굛염소 등) 사육장의 경제적굛

효율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국굛시비 및 군비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예정이다.

또 생석회 유용미생물(EM) 살균제 등

방역소독약품을 지원해 질병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면역력 증진사료 연구개발,

친환경축사시설의 활성화, 품질향상을 위

한 자가 부화기 설치 등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계획이다.

기장군 감염병방역단 관계자는 릲앞으로

청결한 가축사육을 조성하는 농장을 릫모범

농장릮으로 선정굛운영해 AI 발생에 대한 예

방과 대응 능력을 키워 관내 전 농장으로

확대굛운영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또 릲이번

AI대책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서도 방역체

계의개선을위한전담조직과농식품부내

방역국을 신설하고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

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릳이라

며 릲기장군은 지자체 최초로 감염병방역단

이 신설굛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

용해닭굛오리가행복하고건강한사육장을

만들것이며지난해기장군이방역모범사

례로 선정된 것처럼 기장군이 모범사례가

될수있도록노력할것릳이라고밝혔다.

릲군민들과소통의시간뿌듯릳

이도준 부군수 퇴임 인사

평소 온화한 인품으로 직원화합은 물론

군민과 적극 소통해온 이도준<사진> 부군

수가 1년간의 기장군 부단체장직을 마무

리했다.

1979년 부산진구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해 38년 재임기간중 32년간 부산시에 재

직하면서도시철도담당, 투자통상팀장, 하

천환경팀장, 조직관리팀장, 평가담당관,

재난예방과장 등 요직부서를 두루 거치며

폭 넓은 업무능력을 발휘해온 그는 지난

해 7월기장군부군수에취임했다.

지난 6월 22일퇴임을일주일남겨놓은

이 부군수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푸근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군민들에게는 합

리적이고 친절한 민원응대로 문턱을 낮추

고 후배 직원들에게는 늘 따뜻한 마음과

리더십으로 배려하고 솔선수범을 보여 직

원들의존경을받아왔다.

이 부군수는 낙동강하구 에코센터를 기

획했고온천천에낙동강원수를공급한장

본인이다. 돌이켜보면 일 속에 파묻혀 지

낸 것 같다는 이 부군수가 그간 이뤄낸 결

실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

다.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을숙도를 생태공

원으로 기획해 현재의 릫낙동강하구 에코센

터릮를 탄생시켰고 건천화와 하수 유입으로

오염에 시달리던 온천천에 하루 3만∼5만

톤의 낙동강 원수를 끌어들여 유지용수를

공급하면서 명품하천으로 재탄생 되도록

기여했다. 또 2014년 8.25 기록적인폭우이

후재난상황실에첨단장비들을도입해재

난 대응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메뉴얼

을재정비하는데일조했다.

-퇴임 일주일을 남겨놓은 소회는?

릲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

로 첫 출근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8년이라는 세

월이 흘렀습니

다. 공무원으로

서의 무거운 책

임감과 의무감

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심적 평

온함을 되찾을

것 같은 느낌과

38년 동안 해왔던 일을 내려놓는 허전함

이교차해시원섭섭합니다릳

-군민과 후배 공무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릲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기장군민

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장군의 발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야간

군수실참석등군민들과소통을위한만남

의시간을가지면서느낀점은대다수군민

들이인정넘치고좋으나개발지역이다보

니간혹분쟁이있어안타까운마음이들었

습니다. 개인보다이웃을생각해서지금보

다 더 화합하는 기장군이 됐으면 좋겠습니

다. 그동안 군정에 뜻을 모아준 군민들과

700여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

다. 요즘교사나공무원들은유능하지만직

업화 되다 보니 봉사정신이 예전보다는 결

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대하고 세계가 빠르게 변

화하는 만큼 공직자 자신도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면더욱발전하리라믿습니다릳

기장군 하반기 퇴임자

▶공로연수

- 행복나눔과장강정수

- 철마면장천억수

릲닭굛오리고기안심하고드세요릳
기장군은 75℃에서 5분간 열처리 시 닭

굛오리고기 섭취로 인한 전염성 위험은 없

다며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와 관계없이 닭굛오리고기를 안심하고 먹

어도된다고밝혔다. 사진은 AI 발병 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

기 위해 기장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고

리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가 함께 릫지

역상권활성화캠페인릮을 6월 27일 고리원

자력본부정문일대에서실시했다.

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단원모집

나의발전과 기장군 문화굛예술 발전에 동참할 단원을 모집

합니다

○ 대 상 : 기장군 관내 거주 여성 (만 55세 이하)

○ 모집기간 : 상시

○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10:30~12:30

○ 연습장소 :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 문 의 처 : 기장군 해송합창단 (010-9620-1337)

해안문화 릫타박타박인문학릮성료

동길산 시인과 함께 기장포구 탐방

기장군은 지난 6월 3일 가족단위 등의

참여자 35여명과 함께 기장의 포구를 중

심으로 해안문화를 탐방하는 릫타박타박

인문학릮을성황리에마쳤다.

릫타박타박 인문학릮은 인문도시 지원사

업의 일환으로 기장군에 묻혀 있는 인문

학적 주제들을 강의식 전달이 아닌 답사

체험을 통해 기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이해를도모하고자마련됐다.

특히 이번 인문체험 행사는 부산의 대

표적인 지역시인이자 2015년 부산문화재

단의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릫포구를

걷다릮의 저자인 릫동길산 시인릮이 해설사로

직접 참여해 기장의 포구와 해안문화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참여자들로

부터높은호응을이끌어냈다.

갈맷길의 해안산책로가 시원하게 펼쳐

진 공수포를 시작으로 고산 윤선도 시비

와 오영수의 갯마을 문학비 등 한국문학

이 서려있는 이을포, 야구등대, 갈매기등

대, 붕장어등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하는 칠암외포 등 기장읍에서 일광을 거

쳐 장안읍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포구가 품은 다양한 이야기들은 한층 더

참여자들의흥미를자아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군민은 릲기장이

지닌천혜의자연경관을배경으로생소하

게 느껴지던 기장의 포구에 얽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

다릳며 릲이를통해갯마을의고장인기장을

애정을 가지고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릳며소감을밝혔다.

악취배출업체에행정처분강화

3회 초과 시 조업정지

정관면 예림리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엔씨부산의 배출

구(굴뚝)의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

됐다.

악취방지법상 정관산단지역은 악취배

출허용기준이배출구에서희석배수 1,000

이하로 배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9일 기장군이부산시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부지경계

(20이하)에서는 희석배수가 적합했으나

배출구의 희석배수가 3,000으로 측정되

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기장군은 2014년 이후 3년간해당

업체에대해 3회 악취배출기준초과에따

른개선권고처분을한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해 악취민원이 다수발생 함에 따

라 2016년10월 해당업체를 악취배출시설

로 지정굛고시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근

거를마련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금회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지정굛고시에 근거하여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명령을 하게 되며 개선

명령이행 후 2년 이내 2회 연속으로 초과

하거나비연속으로 3회 초과시조업정지

까지처분할수있다릳고말했다.

또한 행정처분(개선명령)과 별도로 악

취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라 허가부서인

청소자원과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부과된다.

2017년 양성평등주간기념식

및제4회여성어울림체육대회

○ 일 시 : 2017. 7. 6(목) 10:30~17:00

○ 장 소 : 기장실내체육관

○ 참 여 : 각 단체별 회원 및 관내여성 누구나

○ 주요행사 : 기념식, 체육행사,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 주 관 :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

반딧불이와의추억

사흘간 8천여명 다녀가

릫제4회 기장 반딧불이 생태체험행사릮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불광산장안사계

곡에서 열렸다.

올해도학생들에게사라져가는반딧불

이를현장에서관찰하며환경의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축제에서는 릫반디야놀자릮 등 다양

한 체험부스와 스피치대회, 사생대회도

펼쳐졌다.

또 저녁에는 반딧불이 탐사가 있어 어

린이들로부터큰호응을얻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최근 반딧불이 서식

밀도가 높아진 것은 기장군이 친환경 청

정지역으로탈바꿈하고있다는것을보여

주고 있다릳며 릲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도

많아 보람을 느꼈으며 내년에도 더욱 알

차게준비하겠다릳고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의 종류별로 고지됩니다.

○납부기간 : 2017. 7. 16 ~ 2017. 7. 31

○과세방법 :주택(연세액의 1/2), 건축물, 선박굛항공기

※ 재산세와 병행과세 세목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9월 과세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납부

전용 가상계좌

※ 납부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납부 :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국민, 우리, 농

협, 씨티, 하나카드

※ 공인인증서 로그인 뢿 나의 ETAX 뢿 고지굛체납확인

○ 전국은행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 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릫지방세 납

부 메뉴릮 이용

○ 납부전용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가

상계좌 이체 납부

○ ARS 전화납부 :☎ 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

스 등)을 통한 납부

○ 카카오페이(카카오톡/더보기/카카오페이/청구서/QR납

부) 납부

자주재정과(709-4191~5)

7월은재산세납부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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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제척지오수관로설치공사

기장군은 기장 발전을 위해 도

시철도 기장선 및 정관선 노면전

차 건설사업, 정관제척지 오수관

로 설치공사 등 대단위 기획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정관제척

지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가는 등 성

과를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기장군 관계자는 4월, 5월, 6월

기장군 정관 좌광천 내 수질 개선

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지속적인 관심과 국비 지원

을협조요청한바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정부 추경 안에 정관제척

지 오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산 10

억 원이 편성되어 국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좌광천은 정관신

도시를 통과하는 도심하천으로 주

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러나 정관신도시 조성 시 제척된

기존 마을지역의 생활오수가 좌광

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가중과

도시미관 훼손 등 지역주민의 지

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에 기장군은 좌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릫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사업릮을 통해 좌광

천내 오수유입을 막는 것이 사업

의 기본이라 판단했다. 해당 사업

은 정관1처리분구의 분류식화 사

업완료에 따라 기장군 정관신도시

조성시 제척된 기존 마을지역인

산곡마을외 9개마을에분류식오

수관로를 설치해 각 마을 생활오

수가 좌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릫정관제

척지 오수관로 설치사업릮의 경우

총사업비 196억4천900만원이 투

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업기간

이 길고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

업진행이 불명확했다. 이에 기장

군은 환경부 등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추경안

에 해당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그

노력의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

할수있다.

제257호

옥수수홍보및판매행사

기간

2017년 7월 11일(화)~15일(토)까지(5일간)

장소

정관탑마트옆 공터

옥수수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지만 이 외에

도비타민 B1 B2 E는 물론 칼슘, 마그네슘등

각종 미네랄, 식이섬유를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어 피부미용에 좋고 식사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

문의 : 황규원 010-3552-6988

농촌지도자기장군연합회장

기간 : 7월 23일 곰내연밭소나무아래

초청가수 : 민희외다수

프로그램 : 현장노래방, 농산물깜짝세일

연잎차굛연꽃차시음회

메뉴 : 연막걸리, 연 부침개, 국수외

문의 : 철마면새마을지도자김윤득

010-4554-3589

주관 : 중리마을

제6회곰내연밭및

청정농산물홍보행사
기간

7.15 ~ 16(2일간) 09:00 ~ 18:00

개최장소

철마토마토공원(철마면철마로 802)

대상품목 : 토마토외신선농산물

행사문의

친환경농업과 (709-4404)

철마찰토마토작목반(010-8527-4218)

제11회철마찰토마토홍보행사

릫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릮기장에유치해야
유치필요성과유치당위성에전역량결집

지난 6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

(주)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릫고

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릮에서 문

재인대통령은기념사를통해 릲고리

1호기영구정지는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면

서 원전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치

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릳고 말했다.

이에대해기장군수는 릲문재인대통

령의 말을 매우 환영하며 정부에서

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

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해야 할 것이며 기장군에 반드시

유치돼야한다릳고말했다.

기장군은 지난 2014년 9월 26일

릫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범군

민 유치위원회 출범식릮을 갖고 만장

일치로 대정부 건의문 릫고리 1호기

당연 폐쇄 및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 기장군 유치릮를 채택해 정

부에강력히촉구한바있다.

기장군수는 릲국가사업인 원전발전

을위해 40여년동안묵묵히희생을

감내해온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16만

기장군민은 물론 350만 부산시민의

복지향상과안전을위해폐로된고리

1호기가 원전해체기술의 첫 실증굛적

용사례가 돼야 한다릳며 릲고리 1호기

폐로와 함께 릫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

센터릮의 최적의 입지는 기장군릳임을

강조했다.

또한 릲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의 연구결과를 고리1호기 해체에 가

장 먼저 적용해 우리나라 전체 원전

에대한상용해체기술을확보하고이

를통한수출산업화의초석이될것릳

이라며특히 릲국내원전 83％, 세계원

전 63％를 차지하는 가압경수로형인

고리 1호기의 폐로를 계기로 고리 1

호기를대상으로한해체기술을개발

하고축적된기술을해외수출로연결

하면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전세계에가동중인원전해체비용

약 200조원,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면

약 100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원

전해체시장을 선점해 기장군뿐만 아

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미래 먹

거리산업의전초기지역할을할것릳

이라고밝혔다.

기장군은수출용신형연구로,중입

자가속기 치료센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등세계최고수준의집적화된방사선

기술 핵심시설을 유치하여 릫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릮를 장

안읍 일원에 147만7천907㎡(44만8

천평) 규모로 2014년부터 조성공사

중에있으며방사선핵심기술들과연

계할수있도록본산업단지내에 릫원

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릮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 11만3천295㎡(3만4천

평)를확보해추진하고있다.

또한, 수출용신형연구로등연구

기반시설과 방사선 의굛과학 산업단

지, 원자력산업단지 등 원자력 연관

시설,원전부품(건설)업체가동남권

역에 70％ 밀집해 있고 교통여건과

정주여건, 대학 연구기관 등 릫원전해

체기술종합연구센터릮의 유치에 최적

의인프라를갖추고있다.

기장군수는 릲영구정지 된 고리1호

기가부산에위치한만큼원전해체기

술을 검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공정을 관리할 원전해체기술종합연

구센터 역시 고리1호기 주변에 설치

되는 것은 당연하다릳며 릲원전해체기

술종합연구센터는 기장군이 조성하

고있는동남권방사선의굛과학일반

산업단지 내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

다릳고강력히주장했다.

또 릲앞으로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

센터사업의 필요성과 기장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직접 정부와 국회 등

을 방문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예정

이며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재구성해

16만 기장군민과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은 범시민 원전해체기술종합

연구센터유치서명운동을전개해나

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의 필요성과 기장군 유

치의 당위성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실시할것릳이라며원전해체기

술종합연구센터의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표명했다.

기장군은지난 6월꿈과추억, 예

술이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

생한 죽성 드림세트장의 7월 전시

회 일정을 밝혔다. 7월1일부터 30

일까지기장예술인협의회사진분과

(분과장 서명옥) 주최로 릫아름다운

기장릮사진전시회가개최되며지역

의사진작가 20여명이 그동안 필름

에 담아둔 주옥같은 기장의 풍경들

을일반에전시하게된다.

6월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기

장예술인협의회 회화분과(분과장

안정숙)의 릫기장미술가협회전릮은

기장 미술작가 14명의 작품 28점

이전시됐으며하루평균약200명,

주말에는 약500명 이상의 관람객

이 방문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무료 웨딩사진촬영 이벤트

를 통해 6월에는 3쌍의 부부에게

웨딩사진을 선사했으며 7월에도 4

쌍의 부부에게 무료로 의상과 웨

딩용품을 제공해 웨딩사진을 촬영

해줄 예정이다. 야간에도 드림세

트장 외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일몰이후 방문객들에게도 이국적

인 풍경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하고있다.

기장군은 죽성 드림세트장을 통

해서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꿈과

추억, 예술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

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문화예술활성화와관광자원화에도

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좌광천수질위해 10억 국회반영 릫아름다운기장릮사진전개최

죽성드림세트장 7월 30일까지

릲허용된농약만사용하세요릳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

선)에서는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교육및 홍보 강화에 나

섰다.

PLS란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

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

는것으로, 사용 시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

난해 12월 31일부터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의 견실종과류와 참다

래, 패션프루프 등 열대과일류에 한

해 1차로 시행됐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도입

될예정이다.

PLS제도 시행 전에는 해당 작물

에미등록된농약을살포해잔류농

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처리

됐으나 시행 후에는 미등록된 잔류

농약이 검출되면 모두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

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증가가예상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기장군농업기

술센터 작물지도팀 전화 709-5306

으로문의하면된다.

장안읍노인회관준공 장안읍 노인회관 준공식이 6

월 5일 장안읍 좌천리 328번지

에서 열렸다. 장안읍 노인회관은 2015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6

년 6월착공해 8개월의공사를마쳤다. 장안읍좌천리 328번지(부지면적

807㎡)에 예산 24억4천300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587.06㎡, 지상3층 규

모의시설을완공했다.

릫통일공원릮 견학 줄이어 충주시청 문화복지국 문화복지국

장 윤정훈 외 22명이 6월 1일 기장

읍 통일공원을 견학했다. 기장시장 인근에 위치한 통일공원은 2016년

BF공원으로리모델링해장애인과노약자등누구나쉽게접근가능하고

이용할수있도록조성됐다.

문화해설사와함께하는

릫생태문화관광체험학습릮

기장군은 기장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역사굛문화 유적에 대해 문화

해설사와 함께 보고, 듣고, 즐길

수있는 릫생태문화관광체험학습릮을연중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

다복동사업발대식 기장군은 지난 5월 31일 부산은행연

수원에서 이도준 부군수를 비롯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공무원등총 70여명이참석한가운데 2017년기

장군다복동사업발대식과워크숍을개최했다.

♡무료웨딩사진촬영이벤트♡

○ 대 상 :기장군민중웨딩사진을갖지못한부부

○ 문의 및 신청 : 기장예술인협의회 고문 윤기철(010-9393-2066) /

사진분과장 서명옥(010-3098-9258), 네이버카페 -기장사진동호회

(cafe.naver.com/gijangsa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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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월요일)

강 좌 명
운 영

장소 교육내용
모집
인원기간 시간 대상

동화랑 마술이랑매
직 스토리텔링

8.2 ~ 8.23
(4차시)

매주 수요일
14:00-16:00

초등1-2학년 여름
동화와 신기한 마술을 접목

하여 상상력과 집중력
키우기(재료비:15,000원)

20명

신문과 함께
떠나는 지리여행

8.4 ~ 8.25
(4차시)

매주 금요일
10:00-12:00

초등3-4학년 여름
NIE수업으로 신문과 지도
를 활용하여 창의력과 융통
성 함양(교재비:5,000원)

20명

도서관 밖으로
떠나는 체험특강

8.8 ~ 8.10
(2차시)

8.8 화요일
9:30-12:00

초등1-3학년

정관박물관
체험기관을 방문하여 역사
문화 및 에너지 절약을
생생하게 체험해보기
(재료비:2,000원)

20명
8.10 목요일
9:30-12:30

학리
기후변화센터

나의 롤모델 찾기
진로체험특강

8.9 ~ 8.30
(4차시)

8.9 수요일
10:00-12:00

초등4-6학년

여름
도서를 통해 역사 속 인물
들을 알아보고 진로체험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
해봄으로써 미래 직업을 탐
구해보는 활동 (입장료 및

재료비:5,500원)

30명

8.16 수요일
09:00-13:00

과학체험관

8.23 수요일
10:00-12:00

여름

8.30 수요일
09:00-13:00

시청자
미디어센터

나는 글 쓰는
중딩이다굩

8.1 ~ 8.24
(7차시)

매주 화목요일
17:00-19:00

중학생 여름

사고력 및 글쓰기 능력 향
상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해보는 독서논술수업

20명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7.1(토) ~ 7.2(일) 미니언즈 91분
7.3(월) ~ 7.4(화) 뮨:달의 요정 85분

7.5(수) 님은 먼 곳에 126분
7.6(목) ~ 7.7(금) 마다가스카3:이번엔 서커스다굩 94분

7.8(토)
10시30분 인문공감아카데미뢾최윤규-관점, 다르게 보는 힘뢿 90분

스폰지밥:극장판 92분
7.9(일) 스폰지밥:극장판 92분

7.10(월) ~ 7.11(화) 박스트롤 96분
7.12(수) 킹스 스피치 118분

7.13(목) ~ 7.14(금) 쿵푸 팬더2 91분
7.15(토) ~ 7.16(일) 아이스 에이지:지구 대충돌 94분
7.17(월) ~ 7.18(화) 니모를 찾아서 100분

7.19(수) 우아한 거짓말 117분
7.20(목) ~ 7.21(금) 토이스토리2 92분
7.22(토) ~ 7.23(일) 명탐정 코난:화염의 해바라기 112분
7.24(월) ~ 7.25(화) 마야 87분

7.26(수) 시간 여행자의 아내 107분
7.27(목) ~ 7.28(금) 몬스터 대학교 110분
7.29(토) ~ 7.30(일) 갓파 쿠와 여름방학을 138분

7.31(월) 카2 113분

강 좌 명 대상 기간 및 시간 교육내용 준비물[재료비] 장소
FunFun

영어동화여행
유아6세15명
7세15명

8.2~8.23
매주 수15:00~17:00

영어동화를 읽고 느낌과 감정을
여러 가지 활동으로 표현하는 수업

필기구, 색연필,풀,
가위, A4파일[재료비 5,000원] 평생

학습실
북적북적책놀이터

초등1~2학년
20명

8.4~8.25
매주 금14:00~16:00

독서편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책읽기와 체험형 독후활동

필기구, 색연필, 사인펜, 풀,
가위[재료비 12,000원]

생각에 날개를 다는
글쓰기 교실

초등3~4학년
20명

8.3~8.24
매주 목13:00~15:00

정서발달을 촉진하고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글쓰기 교실

필기구
시청
각실내가 바로

ucc영화감독
초등5~6학년

15명
8.2~8.23

매주 수15:00~17:00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팀과
함께하는 스마트폰 영화제작교실

필기구, 휴대폰

강 좌 명
운영

교육내용 비고
기간 시간 대상

3D펜 체험으로
배우는 스팀교육

8.7 ~ 8.28(4차시) 매주 월요일14:00-16:00
초등3~4학년

(20명)
3D펜의 기본원리 이해 및
3D펜을 활용한 소품만들기

재료비
(20,000원)

별난 역사 톡톡 8.9 ~ 8.30(4차시) 매주 수요일14:00-16:00
초등1~2학년

(20명)

역사 테마별(인물, 문화재
등) 스토리텔링 및 연계

체험활동

교재비
(15,000원)

RUN굩 웹툰굩
Learn굩

8.10 ~ 8.31(4차시) 매주 목요일16:00-18:00 청소년(20명)

웹툰 제작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웹툰작가 체험활동

(실습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

재료비
(4,000원)

일 자 제 목

7. 1(토) 심심해서 그랬어

7. 8(토)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이야기

7. 15(토) 미술관은 재밌어

7. 22(토) 설리야 물가에 가지마

7. 29(토)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아

정관도서관

1.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17. 8. 1(화) ~ 8. 31(목)

○ 운영장소 : 여름강의실 및 체험학습기관 방문

○ 접수기간 : 2017. 7. 12(수) 10:00 ~ 룆선착순 마감룇

○ 접수방법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비, 재료비 및 입장료는 개인 부담)

정관도서관팀(709-3905)

2. 정관어린이도서관 여름 맞이 인형극

○ 일 시 : 7. 15 릫수탉이 왜이래릮 16:30~17:30

○ 대 상 : 3~7세 유아 및 학부모 (동반 보호자 포함 100명)

○ 신청방법 : 당일 현장접수 (선착순)

○ 내 용 : 키즈 레크리에이션 및 인형극 공연

○ 장 소 :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 다목적실

○ 수 강 료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5386)

3. 릫아빠 마술사 학교릮 마술사 모집

○ 일 시 : 2017. 7. 18(화) ~ 9. 12(화), 화굛목(19:00~21:00)

○ 대 상 : 기장군민 15명

○ 접 수 : 2017. 7. 4(화) ~ 7. 14(금) 선착순 전화접수(709-3941)

○ 내 용 : 마술의 이해, 다양한 소품마술, 가족초청 마술 공연 등

○ 장 소 : 정관도서관 2층 봄 강의실

○ 수 강 료 : 무료(재료비 5만원내외 본인부담)

평생교육기획팀(709-3941)

4. 90분 토요특강 뢾기장 인문공감 아카데미뢿 5강 개최

○ 주 제 :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 강사 : 이철환(소설가)

○ 일 시 : 2017. 7. 8(토) 오전 10:30~12:00

○ 장 소 : 정관도서관 지하1층 소두방어린이극장

○ 참여대상 : 아카데미 등록 회원(사전예약자에 한함)

○ 주요내용 : 릫인간의 본성릮과 릫인간의 감성릮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평생교육기획팀(709-3944)

5. 소두방어린이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지하1층)

○ 상영시간 : 월요일 15시(1회 상영)/ 화굛목굛금 10시30분, 15시(2회 상영)/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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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8일 11시 영화는 인문공감아카데미 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 7월 21일 오전영화는 11시에 상영합니다.

정관도서관팀(709-3901)

기장도서관

1.여름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17. 8. 2(수) ~ 8. 25(금) - 장소 : 평생학습실 및 시청각실

○ 운영내용 : 6-7세 유아 및 초등학교 1-6학년생 대상 4강좌

○ 모집기간 : 7월 11일 (화) 오전10시부터 선착순

○ 수 강 료 : 무료(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 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기장도서관 홈페이지)

기장도서관팀(709-5321)

2. 여름방학 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 2017. 7. 25(화) ~ 7. 28(금)

○ 운영장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평생학습실

○ 운영내용 : 룗도서관에서 만나는 기록문화룘 주제 특강 및 독서지도

○ 대 상 : 초등학교 3학년(20명)

○ 접수기간 : 2017. 7. 12(수) 오전10시부터 선착순

○ 접수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기장도서관팀(709-5321)

3.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1:00 ~ 12:00

○ 운영장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 유아 포함 가족

기장도서관팀(709-5321)

4. 주말 가족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상영일시 : 매주 토요일굛일요일(11:00)

※ 상영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기장도서관팀(709-5321)

대라다목적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 운영기간 : 2017. 8. 7 ~ 8. 31

○ 운영장소 :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강의실

○ 운영대상 : 초등학생 및 청소년

○ 접수기간 : 2017. 7. 12(수) 10:00 ~ (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대라다목적도서관 홈페이지)

○ 수 강 료 : 무료(단,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기장도서관팀(709-3961)

제257호

어업경영체등록신청하세요

어업인(주민등록 상 1가구 기준) 어업법인

·연간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연간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판매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수협 위판 실적 확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어장관리실태조사서

·어촌계 조업일지 등

복지용구무료대여사업안내

2017년도 전기자동차민간보급지원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비엠
더블유

파워
프라자

한국
닛산 현대 한국

지엠

차량명 RAY SOUL SM3 트위지 i3 라보
PEACE LEAF 아이

오닉 BOLT

□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 맞춤형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의 경영정보(인적, 어업현황 등)를 국가기관에서 등록굛

관리하는 제도

□ 어업경영체 등록대상

○ 등록제외 대상

▷ 어업행위를 하지 않고 유어장굛유어낚시업굛체험어장만

경영하는 자

▷ 어업권은 확보하고 있으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

▷ 무면허굛무허가굛무신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등

□ 어업경영체 등록하면

○ 관련 법령 상 해당 요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할인

▷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40,950원 지원, 건강보험료 0~

28％ 경감

○ 향후 어업인 관련 등 국가 융자굛보조금 및 지원사업 신

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 제출서류

○ 어업면허굛허가굛신고 사본

○ 어업인 증빙 서류(판매 또는 종사 실적)

□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신청 및 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051-609-6512~5)

○ 등록절차

▷ 등록신청 → 작성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등록증 발

급(신청 후 30일 이내)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

게는 저렴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 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수급자 중 저소득층

○ 기 간 : 상시운영

○ 신청방법 : 전화, 방문신청

○ 위 치 :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1층

○ 대여품목 : 휠체어, 보행 보조차, 수/전동침대, 이동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10종

○ 문 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051-502-1445~6)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계획 및 지원내용 안내

□ 전기차 1대 보급시 소나무 17.4그루 심는 효과 / 5년간 이

용시 휘발유 차량대비 592만원 절감 효과

○ 보급계획

▷ 보급대수 : 500대

▷ 보급기간 : 2017. 1. 25 ∼ 2017. 12. 31

▷ 보급차종 : 9종

○ 구매신청

▷ 신청대상 : 신청 전일까지 부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기업 등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

▷ 신청방법 : 선착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기차 판매점(영업점)

○ 지원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1,900만원(충전기는 사용조건에 따라

200~500만원 별도지원)

▷ 인센티브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문 의 :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051-888-3576)

※ 자세한 사항은 기장취업정보센터 (☏ 709-4377~4379) 또는 정관취업정보센터 (☏ 709-5105~5106)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구인정보

※ 자세한 사항은 기장여성새일센터 (☏ 709-5353~5359) 또는 정관취업정보센터 (☏ 709-5107)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기장군취업정보센터구인정보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주)엠비모스트 장안읍 명례산단 7로 30 김치생산직 3명 08:30~18:00(주5일)
월급 1,352,270원
(상여금 100％)

중식제공

영남인더스트리
기장읍 대청로75번길

24-7
단순노무 및 배송직 1명 08:00~18:00(주5일) 월급 200만원

운전면허1종보통,
운전가능자

(주)태성컴퍼니 정관읍 예림1로 66
발전기, 발전차

조작운전 및 정비공 1명
09:00~18:00(주5일) 월급 180만원

경력2년이상＆전기공사
기능사(필수)

고용촉진대상자, 운전가능자
(주)지이스트냉동 기장읍 기장해안로 640 생산직 1명 09:00~18:00(주5일) 월급 160만원 운전가능자

빅세일 마트 기장읍 차성동로 174 매장관리 및 배달직 1명 10:00~20:00(주6일) 월급 200~250만원 운전가능자
부산도시가스

동부산서비스센터
기장읍 차성로 331

민원서비스기사 1명
(12개월 계약직)

08:30~18:00(주6일) 연봉 2,250만원

다경케터링 장안읍 장안로 29 운전배달직 1명
07:00~17:30(평일)
09:00~14:00(토)

월급 160만원
(상여금100％)

운전면허1종보통
(탑차 운전가능자)

(주)밀양유통 정관읍 정관로 879-10 배송영업직 3명 08:30~18:30(주6일, 토격주) 월급 200만원 20~30대우대
정관버클리 유치원 정관읍 정관상곡1길 34 조리사 1명 08:30~17:30(주5일) 월급 136만원 조리사자격증(필수)

센텀스톤 일광면 화전2길 86-101 대리석 가공직 2명 08:30~18:00(주6일)
월급 180만원
(상여금100％)

운전가능자,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주)엠케이건설 기장읍 차성로 418 내근관리직 1명 07:30~17:00(주6일) 연봉 2,375만원 운전가능자(필수)
동서산업(주) 일광면 기장대로 1157 제품포장 및 생산보조직 1명 08:30~18:00(주5일) 연봉 2,400만원 수습3개월

(주)알파로보틱스 장안읍 명례산단 7로 30 자재구매 사무원 1명 08:30~18:00(주5일) 시급 6,470원 30대우대
김말자 기장점 일광면 기장대로 673 주방보조 1명 09:00~18:00(월6회휴무) 시급 7,500원
(주)롯데리아
부산기장점

기장읍 읍내로 114 카운터, 배달직, 조리직 총6명 08:00~익일01:00 (시간협의) 시급 6,470원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주)우양에프앤씨 정관읍 산단3로 주방보조원 3명 14:00~18:00(월~금) 월급 70만원 인근거주자

(주)중앙엠앤에이치 정관읍 정관5로 가전판매원 1명
09:30~21:00/주6일근무
월6회 본인고정휴무

월급 202만원
중식제공,
교육비지원

(주)현대에쓰앤에쓰
기장읍 일광면

이천8길
단체급식조리원 1명

05:00~15:00(월4~5회근무)
09:00~19:00/주6일근무

월급 200만원
중식제공,
교통비지원

해동용궁수산 기장읍 용궁길 62-9 상점판매원 1명 09:00~18:00/주6일근무 월급 150만원 중식제공

(주)메가마트
기장읍 일광면
기장대로 673

매장정리원 3명
09:00~17:30

13:30~21:00(2교대,주5일근무)
월급 130만원 중식제공, 통근버스

(주)엠에이치엔지니
어링

정관읍 정관상곡1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
08:30~17:30(상여금200％)
잔업있음,토요특근 있음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은혜피아노학원 장안읍 길천2길 피아노강사 1명 14:00~16:00(주5일근무) 월급 70만원

광진기업 정관읍 농공길 13-140 자동차부품조립 3명
08:00~17:00/잔업시

19:20까지 (주5일근무)
시급 6,470원

중식제공,
장애인우선채용

(주)참푸드 정관읍 산단7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10명 8:30~18:00(월~금)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주)혁신금속 장안읍 명례산단4로 프레스기조작원 1명
08:30~17:30(월~금)
08:30~12:30(토요일)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바우와우코리아 정관읍 산단5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00명
8:30~17:00(월~토)/
토요일격주근무

10:00~16:00(월~금)/시간제

시급 6,470원
급 6,910원(남)

통근버스,
중식제공

효성노인건강센터 장안읍 한골길 159-16 요양보호사 2명
09:00~18:00

18:00~09:00(2교대)
월급 170만원 통근버스, 기숙사

리에이즈 주식회사 기장읍 기장로 268-31 호텔 청소원 10명
06:30~15:30(오전조)
13:00~22:00(오후조)

22:00~익일7시(야간조)

월급 143만원(오전,오후조)
월급 166만원(야간조)

통근버스,
중식제공

영석기업 정관읍 정관로 801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2명
08:30~17:30(월~토)
잔업시 19:00까지

시급 6,470원 통근버스, 중식제공

재은테크 장안읍 정안산단로 139 단순 사상원 1명 08:30~17:30(월~토) 시급 6,470원 중식제공



05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정서건강위해심층평가실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정서굛행

동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1단계에서 학교별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해

1차 정신건강 분별이 이뤄지며 여기에서 위험

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권역별 전문기관에 의

뢰한다. 이어 2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심층평가

와진단으로병원연계를통한심리상담서비스,

3단계에서 예방교육과 사후 관리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올해 기장관내 초등학교 1굛4학년, 중굛고등학

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별 1차 평가

에서 현재 100여명의 고위험군 학생이 선별된

상태이다.

고위험군학생들은지난해까지기장군정신건

강증진센터, 해운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관리를받을예정이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과 정신건

강발달을 위해 종합심리검사와 심층면접을 통

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유형별

로분류하고유형별특성에적절한서비스를제

공할계획이다.

특히 병원연계를 통한 치료와 심리상담 등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진행

하는집단상담프로그램, 부모교육등에도참여

해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관계 향상, 부모와 자

녀관계향상등의도움도받을수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문의는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화

792-4935로 하면된다.

결혼이민자인터넷쇼핑몰창업교육참가자모집

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가자추가모집

기장문화예절학교 릫예, 예(禮), 예(yes) 캠프릮참가자모집

기장종합사회복지관반찬지원서비스자원봉사자모집

멘토링대학탐방캠프참가자모집

다문화가족자녀여름방학특강 뢾승마교실뢿신청자모집

○일 자 : 2017. 7. 17(월) 10:00 ~ 12:00

○ 장 소 :다문화센터 2-4호 프로그램실

○대 상 :창업의의지가있는결혼이민자 10명

○내 용 :창업기초교육및컨설팅지원

○참가비 :무료

○연계기관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방법 :전화, 방문접수※선착순마감

○문 의 : 792-4798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기 간 : 2017년 연중 (주중 16:50 ~ 21:00 / 토요일, 방학기간 9:00 ~ 16:00)

○ 장 소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상인원 :중학교 1학년 40명 ※취약계층우선선정

○주요내용※수련관입교굛귀가시셔틀차량운행, 급식지원

▷주요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논술독서지도) 전문강사학습지도

▷주중체험활동(창의과학, 공예, 보드게임, 악기, 스포츠등)

▷토요전문체험활동(진로캠프, 하계·동계방학기간진로체험활동)

▷반별담임교사를통한과제학습지도, 생활지도, 동아리, 자치활동

▷개인진로상담, 소그룹진로매칭, 학부모간담회, 학부모자녀상담

○참 가 비 :전액무료(단, 교재비개인부담)

○신청방법 :전화상담후방문또는우편접수

▷신청서배부 :방문및홈페이지(http://www.gijangcmc.or.kr/youth) 참조

○신청기간 : 2017. 7. 3(월) ~ 7. 28(금) ※ 신청미달시추가모집가능

○문 의 : 792-4919 (상담가능시간: 13:00~19:00)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 모집기간 :상시

○내 용

▷반찬전처리작업 (매주목요일, 10:00~12:00)

▷ 기장읍일대반찬배달 (매주금요일, 10:00~12:00)

○ 대 상

▷봉사를원하는지역주민(주부, 대학생, 직장인, 단체및개인)

▷ 6개월이상정기자원봉사가능한분※ vms활동시간인증

○문 의 :사회복지사김정희(792-4853)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 기 간 : 2017. 7. 24 ~ 8. 31 (주1회, 총6회)

○장 소 :박실승마체험장(장안읍소재)

○대 상 :다문화가정만7세 ~ 초등학생자녀 15명

○내 용 :안전교육, 마부및승마체험등

○참 가 비 :무료

○신청방법 :전화, 방문접수※선착순마감

○문 의 : 792-47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 기 간 : 2017. 8. 14(월) 14:30 ~ 8. 16(수) 18:30 ※ 2박3일

○장 소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도권일원

○대상인원 :중·고등학생 24명

○주요내용 :진로나침반, 서울대굛연세대멘토링대학탐방, 롯데월드굛한국잡월드체험등

○참 가 비 : 1인 250,000원(신청방법 :전화접수)

○신청기간 : 2017. 7. 3(월) ~ 7. 28(금) ※ 선착순

○문 의 : 792-4735

기장군청소년수련관(792-4710)

○ 기 간 : 2017. 8. 11(금) ~ 8. 13(일)

○ 장 소 :기장문화예절학교(기장군장안읍소재)

○대 상 : 4 ~ 6학년 (11~13세) ○ 참가비 : 4만8천원(1인)

○활동내용 :전통예절, 레크리에이션, 한지공예등

○모집기간 : 2017. 7. 3(월) ~ 모집마감시까지

○모집인원 :총 40명(단모집인원 10인 미만일시캠프취소)

○모집방법 :유선연락후신청서 e-메일, 팩스접수

▷팩스 : 051)728-8022 / E-mail : puhaha5678@gijangcmc.or.kr

○ 문 의 : 792-4755

기장문화예절학교(792-4720)

다솜누리봉사단

환경캠페인 릲EM흙공하천이살아나요릳

EM흙공던지기캠페인에참여한다솜누리봉사단과정관3어린이집원아들의기념촬영모습.

지난 6월 16일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다솜누리

봉사단에서는 공단 봉사단 10명, CJ헬로비전 봉

사단 12명, 정관3어린이집 원아 70명이 참여해

좌광천에 EM흙공을 던지는 환경 캠페인을 실시

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6월 환경의 날

을 맞이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좌광천의 수

질을개선하기위해마련됐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은 유

용한미생물의복합체인EM과양질의황토를혼

합해만든것으로일정시간이지나면하얀곰팡

이가 피어나고 딱딱해지면서 발효된다. 발효된

EM흙공을하천바닥에던져놓으면퇴적된오염

물 제거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줄이는

1석2조의효과를얻을수있다.

행사에 앞서 지난 6월 2일 다솜누리봉사단은

행사에 참여하는 정관3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들과 함께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전문 강사의 지

도아래EM흙공 500여개를만들어 2주일간발효

시킨후 6월 16일좌광천에서EM흙공던지기행

사를 실시했다. 던지기에 앞서 EM 흙공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화구연 재능기부

주민조직(이하 무지개) 회원이 EM 흙공의 효능

을 동화구연으로 설명해 원아들의 큰 호응을 얻

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릲원아들이

직접EM흙공을만들어하천에던짐으로써환경

보호실천을했다는것에굉장히뿌듯해했다. 이

번 캠페인은 아이들에게 신체적굛정서적 측면에

서매우긍정적인활동이었다. 다음에도참여기

회가된다면동참하고싶다릳고전했다.

다솜누리봉사단은 공단 내 자발적인 봉사단체

로관내저소득층을대상으로사랑의집수리, 러

브박스전달, 크리스마스케이크후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야심찬계획을세우고있다.

한국야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기장-현대

차 드림 볼파크의 7월은 다양한 야구대회를 개

최하는 경기장으로 활용돼 전국 야구인들의 관

심이집중되고있다.

먼저 7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릫KBO 퓨처스리

그릮가 진행된다. 퓨쳐스리그는 프로야구의 2군

경기인데퓨처스리그에서가능성과기량을인정

받으면 1군으로 승격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매우 중요한시합이다. 이번에 드림 볼파크에서

치러지는퓨처스리그는롯데자이언츠와LG트윈

스의 경기로 드림 볼파크 개장 이후 프로야구

경기개최는처음이라더욱의미가있다.더욱이

7월 3일월요일경기는TV로생중계된다.

7월 9일부터는 64팀이 참가하는 릫2017 범시

민클럽대항야구대회릮가 개최될 예정이다. 올

해 처음 개최되는 범시민클럽대항야구대회는

부산시내최고의야구클럽을가리는생활체육

야구 대체전이다. 구군에 등록된 446개 야구

클럽들이 치열한 자체 예선전을 거친 후 본선

에 올라온 64팀이 7월부터 9월까지 드림 볼파

크에서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르며 최고의 팀

을가리게된다.

뿐만 아니라 7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

중학40팀이참가하는 릫제 47회대통령기전국중

학야구대회릮가 개최된다. 대통령기 전국중학야

구대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회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들로 구성

된 전국의 중학 팀들이 지역예선을 거친 후 드

림 볼파크에서 토너먼트로 최고의 팀을 가리게

된다.

현재드림볼파크는다양한대회유치를대비

해 최적의 잔디환경 유지와 쾌적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

gijangcmc.or.kr/baseball/)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전화문의는 792-4890으로하면된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

가다양한신체적활동을통해어릴때부터건

강한 체력과 협동심을 기르길 원한다. 기장생

활체육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유아굛어린이 발레 강좌와

어린이 K-POP 댄스강좌를 올해 7월부터 개

설해운영한다.

센터는 관내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

선용의기회를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운영검

토를거쳐지난 6월 24일유아(5~7세)와어린이

(만 7세 이상)를 대상으로발레와K-POP 댄스

시범강좌를운영했고 6월 26일부터 30일까지방

문과인터넷을통해신규접수를받았다.

시범강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릲그간 자녀들

의 발레 및 K-POP 댄스 교습을 위해 타 지역

학원에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관내 체육

센터에발레및K-POP댄스프로그램이개설되

어너무기쁘다릳고전했다.

이번에개설되는두강좌는유아굛어린이의신

체굛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발레

는 점프와 스트레칭을 통한성장, 턴 아웃(turn

out) 다리자세를통한몸매교정, 음악적 감각과

리듬감 향상, 친구와 함께 하는 연습을 통한 사

회성 습득에탁월하며 K-POP 댄스는 세계적인

K-POP열풍으로국내걸그룹과보이그룹의춤

을배우고싶어하는어린이들에게체력을증진

시키고자신감을향상시켜주는효과가있다.

센터 프로그램 담당자는 릲이번 프로그램 운영

을통해유아굛어린이들의신체적발달과더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릳며 릲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연령의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

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릳고전했다.

신규 회원 접수는 매월 26일부터이며 기타

이용에관한자세한문의는기장생활체육센터

전화 792-4790으로하면된다.

기장생활체육센터

어린이발레굛K-POP댄스강좌운영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다양한야구대회개최로뜨거운 7월

2017년 7월 3일(월요일) 제257호

공단행사이모저모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은지역주민을대상으로 릫장관청해설사양

성과정릮을운영하고있다. 지난 5월에 10명의참가자가본과정

을 수료하였으며, 7월 5일에 2기 수료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수

료자에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릫기장군 숨은역사 찾

기-장관청릮프로그램의보조강사로활동할자격이주어진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주민조직 릫주민리더 양성과정릮 및 릫자닮누

리릮구성원 16명은 지난 15일 전라북도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삼례문화예술촌, 로컬푸드 직판매장 등 완주군 내 우수공동체

현장을 탐방했다. 복지관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토대로 앞으로

도지속적인주민조직활동을펼쳐갈예정이다.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난 6월 5일룗1388 청소년지원단

교육 및 정기회의룘를 실시했다. 5월 활동 보고를 통해 상담의

현황을분석하고, 효과적인사례개입을위한 릲위기청소년상담릳

교육으로청소년상담의전문성향상에기여하는뜻깊은시간을

가졌다.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월9일부터 커피 바리스타 2

급자격증과정으로총 28회기의이론및실기수업을진행하여

제 84회 부산 커피 바리스타 2급 실기검정 종목에 최종 4명이

합격했다. 이를 통해결혼이민자들이관심있는분야의취업에

대한자신감을향상시킬수있는뜻깊은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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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노인복지관에 멋진 벨리댄스 동아리가

있다. 벨리 댄스는 여자가 복부를 드러내 놓고

허리와 엉덩이를 돌리며 추는 중동 지역 춤이

다. 릫배꼽춤릮이라 불리는 벨리댄스는 골반을 열

정적으로 흔드는 가장 여성적인 춤 중의 하나

다. 복지관 실버벨리댄스 동아리는 이번에 부

산시장배 생활체육대회 노년부 우수상을 받았

다. 지난 6월 19일 기장노인복지관 3층 강당을

찾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실버댄서들이 연습

에 한창이다. 전면 거울 앞에서 전용 슈즈를

신고 화려한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힙스카

프를 두르고 역동적인 춤을 추고 있다. 손과

발, 허리, 엉덩이 하체를 자유자재로 흔든다.

유연한 움직임이 가히 환상적이다. 음악에 맞

춰 춤추는 그들은 릫실버릮라기보다 릫청춘 댄서릮

들이다.

릲벨리는 하체 힘을 주고 동작 하나하나가 근

력을 만들어주고 힘이 들어가는 테크닉이죠.

벨리 운동은 골반과 복부 주변 운동량이 많아

요. 무릎 관절에도 큰 무리가 없어 나이에 관

계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건강에 많은 도

움이 되어요. 하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성 골반, 복부운동, 자궁건강에 너무 좋아요.

벨리댄스를 오래 한 분들은 자궁암, 유방암이

없어요릳 강사와 댄서들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릲선생님이 없어서 벨리반이 없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복지관사무실에서 강사 섭외하는 동

안 급한 마음에 제가 벨리 협회 회장님 찾아갔

었죠. 협회 회장님 통해 선생님을 모셔왔어

요.릳 황호월(69) 회장은 폐강 될 뻔했던 안타

까웠던 순간을 말하며 새삼 안도의 숨을 몰아

쉰다. 릲새로 모셔온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선

생님이 오셔서 부산시장배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워 모두들 많이 망

설였어요. 선생님이 계속 릫할 수 있다릮라고 용

기를 줘서 연습량이 부족한대도 우수상까지

받게 되었어요릳 회장님의 표정에 긍지가 느껴

진다. 릲우승은 전혀 기대 하지 않았고 체력이

더 약해지기 전, 기회 있을 때 좋은 추억을 만

들어줄 의도로 대회 출전을 서둘렀어요. 벨리

댄스는 쓰지 않던 근육, 장 근육을 사용하여

많이 굳어있던 몸에 유연성이 생기죠. 젊은이

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70대 후반인 분들도 잘하세

요릳 연한 핑크색 밸리복을 입은 김아미 강사는

벨리의 좋은 점과 대회 준비할 때의 마음을 이

야기하며 핑크빛 미소를 짓는다.

릲벨리댄스를 제대로 하려면 참 어려워요. 허

지만 열정적인 선생님이 기본적인 것부터 체

계적으로 너무 잘 가르쳐주세요.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요. 운동하면서 몸이 유연해져 일 할

때 피로도 덜해요. 1년 쉬었을 때 몸이 많이 무

거웠어요. 방학 중에도 오고 싶어 모두들 안달

을 해요. 집에 있으면 몸이 아파요. 전에는 허

리, 다리가 아파서 6개월에 한 번씩 연골주사

를 맞기까지 했는데 벨리댄스를 하고 3년이 지

나자 다리 통증이 없어지고 건강해졌어요릳 10

년 넘게 벨리반에서 운동한 장명수(74)씨와

옆에 앉은 멋진 실버 댄서가 즐거운 비명을 지

른다. 릲우리 반 평균연령은 70세입니다. 화합이

잘돼서 모두들 너무 즐거워해요릳 반장님이 뿌

듯해하며 벨리반 자랑을 놓치지 않는다.

릫당신은 나의 밧테리릮곡에 맞춰 힙을 흔드는

멋진 실버 댄서의 역동적 아름다움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내 발목을 잡는다. 화려한

의상과 함께 삶의 비타민이 되는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는 실버댄서들이 정말 멋지다. 근력

강화, 유연성증대, 자세교정, 스트레스 완화효

과 등 건강에 좋은 밸리 운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실버댄서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실버벨리반(월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

금요일낮 12시 30분-2시)

서옥희명예기자

릲부산초등학교내년부터

객관식시험폐지릳

조영희

독서지도사

지난 4월 27일 뉴스에 난 기사를 보

고 놀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 있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일선의 교사들까지 당황한 분위기

다. 사상 초유의 교육 실험의 주사위는

던져졌으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면 남는 것은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이 될 것이다. 서

술형 평가란 문항에 대한 답을 수험자

스스로 작성하되, 하나 이상의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는 문항 형태이다. 논술형 시험은 주어진

논제에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글쓰기를 하는 평가이다. 주입식,

암기식, 정답 고르기식 평가로는 변화무쌍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

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

결 능력과 고등 사고력을 키우려는 교육을 지향하는 김석준 교육감의

결단이다.

서술형의 종류는 응답 제한형과 응답 자유형이 있다. 어떤 유형이든

문제를 정확히 읽어내야 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

내기 힘든 것이 서술형이다.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문제를 읽어내고 이해하고, 의도를 찾아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 써야하는 고난도의 독해력, 작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먼저, 서술형 시대에 달라져야 하는 공부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기존의 암기식 공부 방법에서 벗어나 이해력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 학교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 서술형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고 문제는 담당 교사가 내기 때문에 수업 시간

에 선생님이 강조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문학이라

면 주인공의 행동이나 사건의 흐름, 대화 등에서도 릫왜?릮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강조한

것은 표시를 해두고 예시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

고 답을 적을 때는 핵심 단어, 어절을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고

맞춤법, 띄어쓰기 등 형식적인 요소도 지켜야 한다.

초등 저학년일 경우는 쓰기가 아닌 말로 표현하는 평가를 하는데 평

소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와 서

로 이야기 나누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학년일 경우에는 책을 읽고 인물, 배경,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비판, 옹호도 해보면서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글 속의 어려운 단어나 문장의 의미, 맞춤법도 익히도록 한다. 비문학

은 중요한 단락을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

다 읽고 이해하기, 말하기, 쓰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서술형 문

제를 해결하기 쉽다. 그리고 단원의 목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의 학습 목표를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

가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개인지, 분량은 얼마인지, 조건에 맞게 써야 한

다. 이런 출제자의 릫조건릮을 무시하고 답을 쓴다면 아무리 잘 쓴 답이

라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뜻이다.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에서 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

다. 예를 들면, 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두 가지이고 두 가지를 다 수

행했을 때와 한 가지 조건만 수행했을 때, 배경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

리고 맞춤법이나 문장력 등 형식적 요소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한 문제에도 하나의 조건도 놓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익히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서술형 시대의 공부는 수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공

부하는 대신 오랜 시간 독서를 통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좀 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려는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장노인복지관동아리 릫실버벨리반릮

릲건강한아름다움오래오래누려요릳

저는 이번 16기 기

장 군민어학당 영어

입문반을 수료한 41

세 주부입니다. 결혼

하고 아이 셋을 키우

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 40이 넘

은 주부가 되었네요.

공부라고는 21년 전 수능을 공부한 이후로 처

음인데요. 사실 처음 수업을 수강할 때 망설여

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그

래서인지 첫 수업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저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열정이 뜨거웠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

도였어요.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두 번의 수업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신이 났어요. 수업 가기 전날

은 미리 교재도 챙기고 배운 것도 복습할 만큼

너무나도 즐거웠답니다. 모두 선생님의 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초롱초롱 했죠.

특히나 우리 선생님의 수업방식은 너무 신선

하고 재미있었어요. 선생님께서도 영어를 늦게

배우셨고 미국에 가셨을 때 ABC만 알고 갔다

고 하셨어요. 그 용기가 부러웠고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인지 선생님께서 직접 느끼

고 배우신 것을 정말 쉽고 재미나게 가르쳐 주

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자주 영어는 어려운 것

이 아니라 헷갈리는 거라고, 무서운 것이 아

니라 재미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지 수업열기도 수능반 저리가라 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선생님 말 한마디도 릲놓치지 않을

꼬예요릳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정말로 열심

히 들었답니다. 특히나 영어로 문장 만들기나

영어로 말하기는 처음에는 엄두도 안나는 일

이였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영어 문장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선생님께서 말하는 문장을 영어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질문시간이

되면 서로 눈치를 보며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서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였었죠. 마치 학창시

절로 돌아간 듯해서 설레고 재미있었답니다.

틀릴까봐 불안해서 얼굴이 빨개지곤 했어요.

저희엄마랑 나이가 같으신 분도 계셨는데

결석 한번 없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오시는 모

습이 너무나 좋아보였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요. 또 선생님께

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질문하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시 짚어주

시기도 하고 차근차근 알기 쉽게 가르쳐주셔

서 영어울렁증이 있는 분들도 조금씩 점차적

으로 극복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우리가 3개월 만에 이만큼 실력이 쑥쑥 성장한

것을 칭찬해주고 싶을 만큼 일취월장 했죠. 저

도 제가 영어문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 릫내가 정말로 열심히 수업에 임했구나릮라는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영어에 자

신감을 가지게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

드리구요. 앞으로 계속 영어를 배워 외국여행

가서도 제가 직접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날이 너무기대되네요. 혹시

라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망설이고 고민하

는 분들이 계신다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

장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은 일생동안 배우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 또

한 영어 배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

음에는 하나도 안 들리던 말이 이제는 조금씩

귀가 열리면서 들리고 있어요. 집에서 미국드

라마나 외국영화를 TV로 시청할 때면 자막을

보기 보다는 귀로 먼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

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

운지 몰라요.

아들의 영어 시험지를 보면 막 제가 먼저 풀

어 보고 싶고 어학당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영어

표현을 써먹어 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영어

로 얘기하고. 물론 아이들은 정색하고 도망을

다니지만 저는 너무나 재미있어요. 아이들도

엄마가 영어를 배우러 다닌다고 하니까 영어

학원에 가기 싫다는 말이 쏙 들어갔네요. 영어

를 배우기 전에는 외국 사람이 말을 걸까봐 두

렵고 피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말을 제가 걸

어보고 싶을 정도로 용기를 얻었답니다. 앞으

로 계속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

어를 말하는 날이 오겠죠?저는 지금부터가 시

작이라고 생각해요. 릫배움에는 끝이 없다릮는 말

처럼,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흥미를

붙여 2개,3개 언어를 구사하며 세계 여행을 다

니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설레네요.

군민어학당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강소연(기장읍)

군민어학당수료소감문

릫배움에는끝이없다릮또다른외국어에도전

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보건소소식

릫 릮

대상자 모집 교육일자 수료식 일정

3기 6. 19 ~ 7. 6 7. 7 ~ 7. 21 7. 21

4기 7. 17 ~ 8. 9 8. 11 ~ 8. 25 8. 25

차시 주 제 교육 세부 내용

1주차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식생활 실천 면역력증진을 위한 식생활 일반교육

아토피 예방관리 조리실습 파이토케미칼 강화 식단의 활용 실습

2주차
알레르기 질환의 이해 및 관리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에 대한 일반교
육 및 의료상담

아토피 예방관리 조리실습 쌀가루를 활용한 웰빙 베이커리 실습

3주차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식품알레르기의
이해

식품알레르기의 이해 / 식품영양성분표
시 바로 읽기

아토피 예방관리 조리실습 지방산 균형섭취를 위한 조리실습

구 분 1교시 2교시

1주 신생아 관리 베이비마사지

2주 모유수유 지지 산모식이, 이유식이

3주 고부간 갈등 완화를 위한 교육 손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법

4주 영유아건강관리 응급처치

○대 상 :기장군에거주하는 8세~19세의아동청소년과학부모

○내 용

▷아동청소년을위한정신건강검진실시

▷아동인성검사, 정신건강검사, 우울증선별검사, 주의력결핍과잉행동검사

○일 시 : 2017년 매월마지막월요일 14시~18시

○장 소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정관보건지소별관)

○신청방법 :전화혹은방문접수

○비 용 :무료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727-5386)

목디스크 원인은 릫거북목 자세릮입니다. 청소년의 목이 뻐근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상(거북목증후군) 예방을위한스트레칭및재활치료를실시하고자합니다.

○기 간 : 7. 21 ~ 8. 25 /매주금요일 16:00~18:00(6회 실시)

○대 상 :관내중굛고등생 20명

○장 소 :보건소(보건교육장)

○강 사 :체형조절및재활운동전문강사

○내 용 :바른자세를위한거북목, 척추측만증예방교실

○접 수 : 2017. 7. 14까지

○신청방법 :전화(709-4853)또는팩스(709-4869)

건강증진팀(709-4853)

릫기장군아토피케어푸드센터릫에서는영굛유아의아토피굛천식예방과관리를위해

아래와같이개인단위 (일반과정) 수강생을모집합니다.

○대 상 :기장군내유치원및어린이집학부모대상

※단아토피진단군굛위험군굛일반군우선순위로모집

○장 소 :기장군아토피케어푸드센터

▷해운대구운봉길 60 동부산대학교 1호관 1312-1호 강의실, 1호관 1104호 조리실

○시 간 :매주금요일오후 11시~14시 (3주과정)

○강 사 :아토피굛천식전문의, 식품영양전문가및조리실기강사

○수강료 :무료 (전액군비지원)

○인 원 :기수당 20명 (선착순마감)

○일 정

○내 용

○접수방법및안내 :기장군아토피케어푸드센터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판참조

(http://www.gijangacfc.or.kr)

○ 연락처

▷전 화 : 051) 714 - 7171

▷ 팩 스 : 051) 714 - 7172

▷ 이메일 :mjchoo@dpc.ac.kr

※ 본프로그램에참여한우수수강생에게는심화과정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우

선권한을부여함.

기장군보건소에서는손자녀를돌보는조부모께올바른육아정보를제공하고양육에

대한자신감을높이기위하여 릫조부모육아교실릮을운영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대 상 :육아를준비하는관내예비조부모및조부모

○일시및장소

▷정관보건지소 : 7월 매주화요일 14:30~16:30, 정관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용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전화신청, 선착순마감

※강의시간및내용은강사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정관보건지소(709-5363, 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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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유치건의안

2017년 6월 19일 0시,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의 수

명을마감하고마침내영구정지되었다.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기장군 장안읍 고리지역에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가 건설된 이후 고리원전일대는 세계 최대의 원

전밀집지역이되었다.

기장군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메카로 국가전력산업의 성장에

핵심적인역할을해왔음은부인할수없다. 원전의안전성에대한

의구심 속에서 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지난해 발생한 경주대지진

은 큰충격과함께원전이더이상안전하지않다는사실을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이 폐기

되고탈핵시대로나아가고있다. 새로운에너지생태계로의전환은

세계적추세이자흐름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릫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릮에서 원전해체 기

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

원하겠다고밝혔다.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어 2023년부터는 고리 2, 3, 4호

기가 1년단위로순차적으로수명을다하게된다. 불과 8년안에영

구정지되는원전 4기가기장군에있다.

해체의대상이되는원전 4기가인접해있다는것은노하우축적

에서 가장 유리하며, 사통팔달의 교통과 산업단지벨트, 배후 주거

단지 등 주변 인프라가 잘 정비된 기장군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입지로가장최적지임은두말할필요가없다.

특히 기장군이 야심차게 진행중인 룗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

산업단지룘내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예정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것도큰이점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들의 염원인 룗원전해체기술연구센

터룘의 기장군 유치 당위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부

에건의한다.

하나, 국내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에 이어 2023년

부터는 고리 2, 3, 4호기가 1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수명을 다하게

된다. 8년내영구정지되는원전 4기가붙어있어 원전해체노하우

축적에가장유리한기장군에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가건립되어야

함은너무나당연하다.

하나, 기장군은 방사선의굛과학 일반산업단지 등 14개의 산업단

지가 완공 또는조성중에있어관련인프라와함께원전산업의메

카로 성장할 잠재력이 가장 큰 곳으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건립

의최적지로서손색이없다.

하나, 기장군민들은지난 40여 년간고리원전건설이후세계최대

원전밀집지가 된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을 참고 견뎌온 만큼, 이제

그 마침표를 찍게 될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당연히 기장군에 유

치되어야한다.

2017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동

기장군의회제2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로집행기관에대한감시굛통제역할수행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6월

12일 군수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

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24회 정례

회를 개회하고 6월 30일까지 19일

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비롯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의 안

건을처리했다.

김대군 의장은개회사를통해 릲최

근 우리 군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직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들의노고에동료의원, 군민들을대

신하여깊은감사의뜻을전한다릳며

특히 릲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해 2016회계연도 세입굛

세출 결산안, 2017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들이

부의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릳를 당부했

다.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릫회

기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

출의 건릮을 비롯해 릫군정질문을 위

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릮, 릫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릮, 릫2016회계연도 세입굛세출 결

산 승인안릮, 릫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

고릮, 릫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릮을처리했다.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집행한 사무

에 대해 현장점검과 함께 집중적인

감사를통해크고작은감사지적사

항을 도출하고 시정, 처리, 건의사

항 등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를 채택,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송부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에서즉시시정또는개선계획을수

립해 시행한 후 다음 임시회에 그

처리결과를보고토록돼있다.

이어서 6월 22일과 23일 소관 상

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고,

6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6회계연

도 세입굛세출 결산 승인안, 201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심사굛

의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

서 송부된 각종 안건의 처리와 함

께, 김대군 의장이 대표발의한 릫원

전해체기술연구센터 기장군 유치

건의안릮과 권상섭의원이 대표발의

한 릫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좌천역사

하부통과도로 개설 건의안릮을 채택

했으며 군정질문을 끝으로 19일간

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고제2017-1090호

2017년도 제2차 발전소주변지역

룙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융자사업대상자모집룚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룗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룘에 따라 릫2017년도 제2차 발전소주변지
역주민복지및기업유치지원융자사업계획릮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바랍니다.

사업명
2017년도 제2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
원 융자사업

융자기관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

접수기간 2017. 7. 3 ~ 7. 14(2주간)

모집인원
및
신청

제출서류

- 릫주민복지지원자금 융자신청서릮 1부,
- 주민복지지원사업 계획서 1부
- 릫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융자신청서릮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접수장소 장안읍굛일광면사무소

접수방법 해당사항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내방

대상자
알림

1차 군청에서 우편 연락, 2차 농협은행에서 전화 연락

기타사항
○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융자기관여신관리 규정조건에미비할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대출 불가

문 의 기장군 원전안전과 원전지원팀(709-4731)

구분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신청
자격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
원사업 시행 지역(장안, 일
광)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
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
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
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
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융자
조건

지원액 □□예산액 1억1천5백이내 신청자에 한해 선정

대출한도액 1,000만원

대출이자율 2％

상환조건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액 5,000만원

대출이자율 2％

상환조건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장군릫5월(5.1~5.31)릮신규공장

회사명 전화번호 공장대표주소 생산품
최초
등록일

(주)제이엔
케이21(2공
장)

051-
744-7810

정관읍 달산리
248-15번지 외
4필지

텔레비전
모니터

2017
-05-01

㈜지케이인
슐레이션

051-
703-3070

정관읍 용수공단2
길 64-4

보온단열재
2017
-05-01

동우기전 - 정관읍 산단4로 54 전기배전함
2017
-05-02

선우에이엘
에프

051-
728-7571

장안읍 장안산단2
로 7

자동차부품 제
조의 첨가제
(ALF)

2017-
05-08

(주)대림
엘이디

051-
783-9500

정관읍 산단5로
36-14

LED
2017
-05-11

가보스
051-
728-3970

정관읍 산단4로 49 안전장화
2017-
05-11

토요파인테
크코리아

051-
728-1474

정관읍 산단4로 55
표면

보호용 필
2017
-05-11

(주)오난코
리아

070-
5030-1947

기장읍 석산길
39-5

휴대용 선풍
기, LED 랜턴,
보조배터리

2017
-05-16

부산주공
(주)

051-
780-5934

장안읍 반룡리 875
번지

엔진부품
2017
-05-17

(주)디케이
에이티

051-
714-0187

장안읍 명례산단5
로 119

수륙양용버스
부품조립 및
완성품

2017
-05-22

(주)조이
테크

051-
728-3798

정관읍 신정관로
431

배전반, 전기
자동제어반

2017
-05-22

윈드밀
코리아

-
장안읍 고무로
271-15

소형풍력
발전기

2017
-05-25

(주)JMD
기술산업

070-
7589-1250

정관읍 산단4로 54 전기판넬
2017
-05-31

강선금속
정관읍 정관상곡
1길 103, 외 2

비철금속
절단가공

2017
-05-31

디에이치
테크

051-
727-8331

장안읍 장안산단
7로 128

자동차부품
2017
-05-31

○ 운영취지

▷폭염에취약한사람을보호하고더위를피할수있는쉼터

○무더위쉼터운영현황▷운영무더위쉼터 : 72개소

▷운영기간및시간 : 2017. 6. 15 ~ 9. 30(11:00~21:00 운영)

▷무더위쉼터 1개소당냉방비 5만원지급(9월)

○신규선정무더위쉼터

신규무더위쉼터선정결과

연 번 쉼터명 주 소
1 내동마을경로당 기장읍 내리길 146-39

2 동서마을경로당 기장읍 만화리 200-11
3 서부주공아파트경로당 기장읍 차성서로 123

4 소정1경로당 기장읍 소정안길 4-6
5 양경경로당 기장읍 당사로1길 35

6 오신경로당 기장읍 내리1길 63

7 휴먼시아1단지경로당 기장읍 소정안길 68
8 구연동경로당 정관읍 구연1로 11-5

9 센트럴파크경로당 정관읍 구연방곡로 10
10 정관동일1차경로당 정관4로 24

11 정관풀리페경로당 정관읍 정관5로 144
12 정관협성경로당 정관읍 정관4로 68

13 가온길작은도서관 정관읍 정관4로 68
14 동원1차경로당 정관읍 산단4로 139

15 정관이지더원3차경로당 정관읍 정관로 350

16 상곡1마을경로당 정관읍 상곡1길 83
17 평전마을경로당 정관읍 용수1길 2-13

18 정관엘에이치4단지 경로당 정관읍 산단4로 160
19 임기새마을회관 철마면 임기2길 44

20 신리마을경로당 철마면 상신리길 34-8
21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철마면 고촌로 34번길4

22 주민카페 철마면 고촌로 58

○ 기존무더위쉼터현황

9 고무마을회관 장안읍 꿀뚝골길 75-5
10 개천마을회관 장안읍 오리길 285
11 판곡마을회관 장안읍 판곡길 32
12 대룡마을회관 장안읍 대룡1길 17
13 도야마을회관 장안읍 도야길 7-1
14 신명마을회관 장안읍 신명길 3
15 상장안경로당 장안읍 상장안1길 8
16 좌천마을회관 장안읍 좌천4길 9-9
17 좌동마을회관 장안읍 좌동2길 4
18 덕산마을회관 장안읍 덕산1길 10
19 선암마을회관 장안읍 선암길 76
20 내덕마을회관 장안읍 내덕1길 5
21 용소마을회관 장안읍 용소길 48
22 하근경로당 장안읍 장안로 88
23 기룡마을회관 장안읍 기룡1길 35
24 산막마을회관 정관읍 산막길 19
25 임곡마을회관 정관읍 임곡2길 18-10
26 월평마을회관 정관읍 월평2길 62
27 평전마을회관 정관읍용수1길 19
28 덕산(정관)마을회관 정관읍 정관덕산2길 18-40
29 예림마을회관 정관읍 예림길 30
30 삼덕마을회관 일광면 삼덕길 2
31 횡계마을회관 일광면 횡계길 33
32 회룡마을회관 일광면 회룡길 9-4
33 상곡마을회관 일광면 산 89
34 화전마을회관 일광면 화전2길 18
35 학리마을회관 일광면 학리4길 13
36 삼성마을회관 일광면 삼성길 9-13
37 이천마을회관 일광면 이천길 3
38 칠암마을회관 일광면 문오성길 485-5
39 문중마을회관 일광면 문중길 14-1
40 문동회관 일광면 문동길 8-1
41 광산마을회관 일광면 달음길 44
42 상리마을회관 일광면 원리 504-1
43 매곡마을회관 정관면 산 8-2
44 강변2마을회관 정관면 정관로 750-24
45 백길마을회관 철마면 곰내길 115
46 이곡마을회관 철마면 이곡길 100
47 구칠마을회관 철마면 구칠길 61
48 대곡마을회관 철마면 대곡1길 31-2
49 안평마을회관 철마면 안평로11번나길 1
50 임기마을회관 철마면 임기2길 44

동해남부선복선전철좌천역사하부통과도로개설건의안

1993년부터 2조 6천억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은 2003년 6월에 노반공사가 착공된

이후 예산확보 및 선로설치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2011년 11월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되고 전액

국비지원이 이루어진 후에야 사업추진에

속도가붙어 2016년 12월 30일 1단계부전

역~일광역 구간이 우선 개통되었고, 2단

계 일광역~태화강역 구간은 2018년 완공

을목표로하고있다.

1단계 구간 개통으로 기장역은 한달새

이용객이 5배이상늘었고일광역에서부

전역까지 1시간 40분 걸리던 것이 불과

37분으로 단축되면서 교통혁명에 가까운

변화를실감하고있다.

수도권 1호선 전철이 서울과 경기, 인

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 발

전을 견인했듯이,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또한 부산과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역으

로 발전시킬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현재 2단계 제5공구 일광~장안 구간은

현재 노반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좌천

시가지 구간은 고가로 건설됨에 따라 그

동안 기존철도로 단절되었던 좌천마을과

시장마을은 막힌 장막을 걷어내면서 획

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희망에 부

풀어 있으나, 막상 두 마을을 이어줄 도

로연결 계획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

실에 실망을 넘어 큰 상실감에 빠져 있

다.

좌천역사의 주변여건은 철로가 고가로

건설됨에 따라 하부를 이용한 도로개설

이 보다 용이하고 도로개설시 좌천역사

이용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늘어날 주변 교통량 분산효과는 물

론좌천과시장마을이상생발전할수있

는 중심축이 될 것이므로 하부 통과도로

개설의필요성은시급하다.

또한 좌천역사 후면(동측)으로의 접근

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동백, 신평, 칠암,

문중, 문동, 원당 6개마을주민(1,200세대

2,500여명)의 통행불편은 물론 정관신도

시와 임랑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기장군의

자랑인 좌광천 30리길과 월드컵빌리지ㆍ

KBO 명예의 전당, 야구장 이용객(1일

3,500여명)들이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우회하여야 하며 이미 개설된 시장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소로2-568호선)가 막

다른 길이 되는 등 심각한 자원낭비현상

을초래할것이다.

기장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

고 2016년 7월과 11월 두차례좌천정거장

후면(동측) 진입도로 연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로 보

낸바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사가 더 진척되기

전에해결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장안지역은 고리원전으로 인한 저밀도

인구지역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었고 특히 좌천과 시장마을은 철도로

인한 장벽으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된 환

경을강요받아온상황임을돌아볼때지

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좌천역사의 건립

은 지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에 기장군 의회는 동해남부선 좌천

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오

랜 숙원사업이자 여망인 좌천역사 하부

통과도로가 조속히 설계에 반영되어 시

행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

계기관에강력히건의한다.

2017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일동

연 번 쉼터명 주 소
1 석산마을회관 기장읍 225-55
2 덕발1마을회관 기장읍 대청로71번길 24
3 공수마을회관 기장읍 공수2길 7
4 덕발2리마을회관 기장읍 청강로 6
5 양경마을회관 기장읍 당사로1길 35
6 임랑마을회관 장안읍 임랑효덕길 7-22
7 월내마을회관 장안읍 월내2길 10-19
8 길천경로당 장안읍 길천1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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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안창호릮

장석홍지음/역사공간

20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

(1913년 5월 13일)한 흥사단 소속

동아리(아카데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도산 안창호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산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산안창호(이광

수, 흥사단출판부), 도산사상(안병

욱, 삼육출판사), 안도산전서(주요

한 외, 범양사), 도산여록(이만근,

흥사단출판부), 도산안창호 평전

(이태복, 동녘) 등 도산 안창호 관

련 수많은 연구서적들을 통하여 도

산의 사상에 심취하게되었다. 릫죽더

라도 거짓이 없어라릮, 릫민족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이

다릮, 릫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자신

이 왜 인물 될 공부를 아니 하는

가?릮, 릫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

다릮, 릫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성

하려는 자는 먼저 그 힘을 길러라릮

등등 도산의 말씀들은 나의 삶의 지

표가 되었다.

수많은 단체들이 생겼다가 사라

지기를 반복하는 현실 속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이 100

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활동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산의 삶과 정

신에 감명 받고 공감하며 따르는 사

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도산은 민족계몽

운동가, 교육운동가, 실력양성론, 준

비론, 임시정부 활동, 흥사단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되고 있으

며 후대에게 존경받는 역사속의 인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꿈에도 독립, 밥

을 먹어도 독립, 자나 깨나 독립만

을 생각한 독립운동가로서의 도산

의 삶을 중요시한다. 저자는 기존의

도산에 대한 연구들이 이광수

(1982~1950)의 릫도산 안창호

(1947)릮와 릫주요한(1900~197)릮의

릫안도산전서(1963)릮등을 기초로 하

고 있는 탓에 독립운동가로서의 도

산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1987년 독립협회 평양지회 이래,

1907년 신민회와 대성학교, 청년학

우회,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흥사단,

한국독립당으로 이어지는 40년간을

도산 안창호와 동고동락하였던 차

리석을 통해 기존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산의 독립운동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차리석은 1932년 릫도산선생 약사릮

와 1938년 릫한국혁명 영수 안창호선

생 사십년 혁명분투사략릮이라는 저

서를 통하여 도산을 혁명가로 기술

하였다. 저자는 차리석의 이러한 저

서를 바탕으로 도산이 실력양성론

또는 준비론자로 알려진 것보다는

독립전쟁론을 주장하고 전 민족의

무장화로 독립의 완성을 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산은 민족의 독립을 말로만 주

장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독립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에 옮

겨왔으며 독립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제시하였

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이념적 또

는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주의와 주

장의 대립이 있었으며 때로는 이러

한 갈등들이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

로 모으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

였다.

이 책을 통하여 도산이 민족의 독

립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

동을 해 왔는지, 다양한 주의와 주

장을 뛰어넘어 독립운동의 역량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

한 지역 간, 세대 간 및 이념적으로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나아가서 도산이 꿈꾸었던

진정한 독립을 완성하는 민족의 통

일을 이루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하여 도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김학선(드림빌딩코칭센터대표)

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3교시신직업마스터수업에참여하고있는신정초 4학년 3반학생들.

정관읍 소재 신정초등학교(교장 민선기,

이하 신정초)에서 지난 6월 8일 릫2017 진로탐

색캠프릮가 열렸다. 2017 진로탐색캠프는 기장

군에서 관내 원전주변지역 초등학생과 중학

생 9천여명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전

문 업체인 (사)KNN글로벌 미래교육원에 위

탁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3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 교육대상

으로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캠프는 학

년별 수준에 맞게 짜인 프로그램을 각 학교의

사전신청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전문 강사가

찾아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기장초

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0개교 4천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신정초에서 열린 진로탐색캠프에서는 4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전문

강사가 학급별로 배정돼 각 교실에서 1교시

부터 5교시까지 창직 워크지와 창직여행 보

드게임, 창직카드, 강점카드 등 다양한 교재

와 교구를 활용해 수업했다.

먼저 1교시는 릫나의 꿈 찾기 프로젝트릮를 주

제로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는 것으로 시작했

다. 2교시에는 릫재미있는 창직 여행 보드의

다양한 신직업릮을 주제로 보드게임을 활용해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3교시 수업은 릫신직업 마스터릮로 빙고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과 맞는 직업을 알아보았다. 4교시에는

창직카드 포스트잇과 워크지 그림도구를 이

용,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만들어보았다.

마지막 5교시 수업은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 반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

무리했다.

5교시 동안 이어지는 수업에도 학생들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

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모둠활

동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 참여도가 높았다.

강사의 질문에 손을 들어 의욕적으로 답했고

친구들과의 토론도 활발했다. 캠프에 참여한

신정초 4학년 3반 윤지유 학생은 릲나는 꿈이

의사인데 오늘 배운 사라질 직업 중에 의사가

있어 슬펐다. 하지만 데이트 코디네이터라는

또 다른 흥미 있는 직업을 찾게 됐다. 수업이

모둠활동으로 진행돼 친구들과 협동할 수 있

어 좋았다릳며 소감을 밝혔다. 4학년 5반 하준

수 학생은 릲꿈이 게임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정

확한 뜻과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

어 좋았다. 또한 수업 중에 도둑이 직업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배운 것이 인상 깊었다릳

고 전했다.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미래의 직업을 알

아보고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릫2017 진로탐색캠프릮는 사전 신청을 받은 관

내 학교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

정이다.

기장군은 진로탐색캠프를 통해 다양한 직

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교육의 질을 제

고하는데 앞장서면서 관내 학생들의 미래와

꿈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꿈과끼찾아진로설계 릫2017 진로탐색캠프릮

부산해마루학교, 환경의날기념행사

교내환경보호캠페인활동에참가한부산해마루학교학생들.

릲환경지킴이나부터실천할래요릳

부산해마루학교(교장 김찬구)의 학생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직접 환경 보호에 나섰다. 정관읍에 위치한

해마루학교는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

는 농굛생명 직업교육 중점학교로 중학부, 고

등부, 전공과 학생 188명이 재학 중이다. 다

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을 실

천하는 학교 특색에 따라 지난 6월 5일 환경

의 날을 맞이해 2주 간 중학부와 고등부 학

생들을 대상으로 교내굛외 캠페인 활동 릫환경

의 날 기념행사릮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된 이번 행

사는 자연친화적인 사회인 육성이라는 학교

의 교육목표 실현과 더불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사는 아침 조례시간을 활용해 환경의 중

요성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각 학급 게시판

에 부착해 매일 실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학교 주변의 환경 정화를 통한 캠페인

활동으로 정문에서부터 에코마켓, 실습지,

후문, 쓰레기 분리장과 교실까지 전교를 돌

며 학생들이 직접 정화활동을 펼쳤다.

릫환경 보호와 1회용품 사용 자제릮를 주제로

표어와 포스터 만들기 대회도 열렸다. 중굛고

등학생 각 학년별로 한 학급을 선정해 일회

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릫물병과 컵세

트릮를 지급하며 시상했고 이외 참가학급에도

참가 상으로 본교에서 제작한 릫친환경 진드

기 퇴치제릮를 지급했다. 선정 작품은 16일까

지 2주간 도서관 앞 복도, 교사실, 교실 등

순회 전시를 통해 켐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

록 했다.

이에 학생들은 일회용 물건의 사용을 줄이

고 에너지절약상품인 물병 사용을 생활화하

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다. 가정에서도 지

속적으로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이 이어지도

록 가정통신문에 저탄소 생활 방법에 대해

게재해 가정에서의 환경보호 실천 방법을 알

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해마루학교 고등부 2학

년 6반 위재하 학생은 릲처음에는 부끄럽고

하기 싫었지만 점점 뿌듯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활동만으로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니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릳고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사회인 육성이라는 학교

의 교육 목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

생들이 수동적인 지역사회 활동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자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한편 해마루학교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외

에도 6월 한 달 간 현충일 행사, 미용 봉사

행사, 비즈쿨 특강, 효소 담그기, 에코프리마

켓, 현장실습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

진 교육과정을 진행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배우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신정초등학교창의적미래인재양성

릲기장푸드마켓릳이용안내 제7회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우수사례공모전

시상대상 성인(대학생 포함) 청소년(중/고등학생)

시상부분 실용 DIY 예술창작 DIY 실용 DIY 예술창작 DIY

대상(부산
시장상)

200만원(1점)

금상(부산
시장상)

100만원(1점) 50만원(1점)

은상(심사
위원특별상)

70만원(2점) 70만원(2점) 30만(3점) 30만(3점)

동상(심사
위원특별상)

50만원(3점) 50만원(3점) 20만원(4점) 20만원(4점)

특선 10만(2점) 5만원(2점)

○시상내역

○공모부문

자원재활용우수사례공모전(재활용DIY)

실용부문/ 예술창작부문

○제출내용

응시신청서, 작품전굛후진행과정사진, 작품

※에코언니야홈페이지전형양식참조

○기 간 : 2017. 5. 15(월) ~ 7. 31(월) 18:00까지

○ 자 격 : 국내거주 중학생 이상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참

여가능)

○ 출품규정 : 폐금속, 폐종이,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 폐자원

활용 80％이상, 무게 100kg굛높이 2m이하, 1인 2점이하

○수상작발표 : 2017년 8월 21일(월) 예정

※시청및에코언니야홈페이지(www.ecosister.or.kr)

○접수및문의 :사단법인에코언니야

▷ 46243) 부산광역시금정구금정로 233번길 31, 101호(구서

동, 구서시티타워상가)

▷전화 051)581-0906 / 팩스 051)467-1171

▷이메일 : ecouniya@naver.com

폭염주의보발령시
이렇게준비하세요굩

□폭염주의보발령시

○일반가정등에서는
▷야외활동을자제하세요.
▷물을많이마시되너무달거나카페인이들어간음료,
주류등은마시지마세요.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
두지마세요.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간 휴식을
취한후시원한음료를천천히마시세요.

○학교에서는
▷초등굛중굛고등학교에서는수업단축을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학교급식시식중독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세요

○어류양식장에서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양식시설의창문개폐로통풍이잘되게하세요.
▷수온이낮은지하해수를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화산소
를공급하세요.

○농가굛축사에서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
를실시하며적정사육밀도를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
지하세요.

▷ 하우스 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
설을설치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
하세요..

어린이, 청소년여름캠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는 여름 방학을 맞이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름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고

와 건강한 체력을 길러주며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과 자신감

을갖게해주는레저스포츠캠프입니다.

○사 업 명 :어린이, 청소년여름캠프

○대 상 :기장군민어린이(4∼6학년), 청소년누구나

○여름캠프

▷장 소 :경주블루원리조트

▷준 비 물 :세면도구, 수영복, 여벌의옷, 간식비

▷운영일자 : 2017년 8월 8일(수)

▷접수기간 : 2017년 7월 4일(화)-선착순마감

굛 어린이(관내초등학생 4 - 6학년 ) 80명

굛 청소년(관내중,고등학생) 80명

＊ 각각 인터넷접수(80％)-64명(www.gijangspo.or.kr 7월

4일 9시정각부터)

방문접수(20％)-16명(평일09:00~18:00 방문접수)

○문의전화 :기장군체육회 728-6062

○참 가 비 :어린이-20,000원 청소년-25,000원

(블루원입장료, 구명조끼렌탈비, 점심식비, 왕복교통비)

기장군체육회

릲기장푸드마켓릳은 지역사회 기업 및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식품및생필품을기부받아지원이필요한이웃이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슈퍼마켓 형식의 사회복지시설입
니다.

□이용방법
○마켓위치 :기장군기장읍대청로21번길 9
○이용대상 :차상위계층가구(우선순위대상자)
※ 500명 선착순이며, 이후 등록자는 대기 후 다음 차수 이
용가능.

※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후순위자로 다음 차수 이
용가능.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 ~ 17:00 (토굛일굛공휴일휴무)
○이용기간 : 2017년 6월 12일 ~ 2017년 12월 31일(6개월)
○이용기준 :무료이용, 월 5점수이내품목선택가능
○준비물 :신분증, 차상위증명서(해당자격), 장바구니
○ 이용가능물품 : 가공식품, 농굛수굛축산물, 생활용품, 기타
간식류등

※기부물품에따라이용가능품목은수시로달라짐.

□주의사항
○ 푸드마켓 지원 물품은 판매 또는 타 매장에서 교환하실
수없습니다.

○ 그 달에 이용을 못하신 경우에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
니다.

○ 기부식품및기부량에따라지원되는식품의종류와양은
달라질수있습니다.

○ 유통기한이짧은경우가많이있으니꼭확인하시고기간
내에드시기바랍니다.

※ 기간경과 후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자
및푸드마켓책임없음.

□이용및후원문의 : 722-4006 (기장푸드마켓)
※버스이용시 : 36, 139, 180, 181, 182, 188 뢾대라리사거리뢿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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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승부와협동의가치배워
장안제일고체육대회한마당

운동장에서줄다리기시합을벌이는장안제일고학생들모습.

장안제일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 5일 체육

대회가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학생들의 의

견을 반영한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해 이전보

다다채롭게진행됐다. 학년별로나뉘는일반

적인 체육대회와는 달리 1, 2, 3학년을 합친

하나의 반이 한 팀을 이루어 총 4팀이 선의의

경쟁을펼쳤다.

먼저학생들은오전 8시 20분까지운동장으

로 집결해 남학생 대표 선수들의 축구 결승전

을 관람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선수들이 세계

유명 축구단의 유니폼을 맞추어 입고 경기를

진행해 시각적으로도 흥미를 돋우었고 그 열

기또한어느때보다뜨거웠다. 선수들은반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쉬지 않고 공

을향해나아갔고거침없이골을넣었다. 결과

는 2:1로 2반 팀이우승했다. 우승팀의기쁨과

환호는 체육대회 시작의 신호탄을 쏘아 운동

장전체를함성의바다로물들였다.

이후 체육대회의 꽃인 줄다리기를 통해 팀

의협동심과넘치는힘을한껏발휘했다. 학생

들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반의 우승을 위해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강렬하게 내리쬐

는 햇빛 속에서도 치열하게 접전한 결과, 2반

팀이 우승했다. 남녀 계주 종목에서도 마지막

반 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2반 팀의 선수가 짜

릿하게 역전하며 축구 경기에 이은 3번째 우

승을거머쥐었다. 3연속우승으로분위기는과

열됐고 패배 팀은 남은 경기의 우승을 기약하

며출전선수들을격려하고응원했다.

이어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댄스공연 동아

리인 릫라티엠릮의 무대를 관람한 후 여학생 종

목으로 새로 추가된 짝피구 경기를 진행했다.

이전까지는 단체줄넘기 종목으로 여학생들의

강인함을뽐냈다면이번체육대회에서는빠르

게공을던지고짝이공에맞지않도록온몸을

던져수비하는열정적인모습으로장안제일고

여학생들의파워를입증했다.

다음으로 이날의 마지막 승부인 농구 경기

가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프로선수를 방

불케하는농구스타가탄생했으며전교생들은

목을 불사르며 자신의 팀에 속한 스타들의 이

름을 연호했다. 운동장 경기와는 다르게 강당

경기에서는 모두 1반이 우승해 우열을 가릴

수없게됐다.

치어리딩동아리 릫램프릮의 힘찬날갯짓을관

람하며순위발표를기다린결과최종적으로 2

반팀이우승을거머쥐었다. 학교와공부를오

가며자신과의싸움을해왔던장안제일고등학

교 학생들에게 이번 체육대회는 진정한 승부

와 협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며 서로가 함께

또하나의경험을쌓아나가는시간이었다.

장안제일고 2학년이지원명예기자

독창성과창의적인사고필요

개봉한지수십년이지났지만영화 릫ET릮하

면 가장 먼저 손가락을 내미는 ET의 제스처

와 지구 위를 날아가는 자전거가 그려진 영

화포스터가떠오를겁니다.

영화포스터디자이너는 영화 2시간의 감성

과 스토리를 포스터에 담아내기 위해 기획하

고 디자인하는 일을 합니다. 단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속에 영화의

스토리를 압축해내야 하는 만큼 먼저 시나리

오를 토대로 주제와 기획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중요합니다.

이후 연출진은 물론 의상과 소품, 마케팅

등 각 파트 담당자들과 콘셉트를 결정해 본

격적인포스터제작에돌입합니다. 출연배우

를 소개하는 프로필 개념에 콘셉트를 살짝

가미한 런칭포스터, 영화의 분위기를 알리는

티저포스터, 캐릭터들을 따로따로 소개하는

캐릭터포스터, 메인포스터 등 종류도 다양하

게제작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시나리오표

지, 영화제목과 로고, 신문광고, 홍보전단 등

을 디자인하여 개봉 약 한 달 전부터 관객들

에게선보입니다.

영화한편을종이한장에담아내는작업이

기에독창성과창의적인사고가필요하며유행

의 흐름에도 민감해야 하므로 평소에 잡지나

패션화보집등을보면서디자인감각을키우는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영화포스터 제

작의궁극적인목적이관객들을영화관으로이

끄는데있는만큼관객들의소비심리를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편집프로그램을 다루

기위한컴퓨터작업능력도중요합니다.

아직은 영화포스터만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로 시각

디자인업체에서 영화포스터 제작을 담당하

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마케팅 감각과 소비자

취향 심리 분석력, 섬세한 성격, 표현력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적합한 인력을 뽑게 됩니

다. 시각디자인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시

각디자인을 전공하는 것이 전공하는 것이 유

리하고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를제출해평가받게됩니다.

제공:한국고용정보원워크넷(www.work.go.kr)

직업의세계 -영화포스터디자이너

문항(8개) : 지렁이, 사과, 버섯, 운동모자, 8분음표, 올챙이, 사냥총,

우유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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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서에숨은그림찾기정답을보내주시는분중 5명을추첨해상

품권을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만보내주세요~^^

□ 보내실곳 : (46077)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2017년 7월 3일(월요일) 제257호

유료광고유료광고 유료광고

방학중급식지원신청안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

원을통해결식예방및영양개선에기여하고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가정아동

- 보호자가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으로중위소득 52％

이하가구의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

위소득 52％이하인가구의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

회에서급식지원이필요하다고결정한아동

※ 기지원대상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재판정을 통해 계속

지원여부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재신청해야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상시

○신청방법 :해당읍굛면사무소를통한방문신청

○신청권자 :급식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본인, 가족, 이웃

또는관계인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

자선정을위해요구하는자료

문의처 :인재양성과(709-5482), 해당읍굛면사무소아동급식담당자

유료광고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

지(technology)의 혼성어로 릫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

비스릮를뜻하는말.

(예) 최근 금융업계에 금융기술 서비스 열풍이 불면서 IT 기술

의특허권신청을진행하는금융사들이늘어나는추세다.

○핑거푸드→맨손음식

포크나 젓가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집어 먹

는음식을가리키는말.

(예) 앙증맞은 사이즈로 한입에 쏙굩 와인 한 잔에 곁들이는 손

쉬운맨손음식이인기를끌고있다.

○페이백→보상환급

물건을구매하거나계약을체결할때, 지불한 금액에서 일정 금

액을되돌려주는것을뜻하는말.

(예) 연휴 첫날, 불법 보상환급을시행한다는소문에손님으로

북새통을이룬매장이많다.

출처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이야기로풀어보는한자성어

못되면조상탓 릫내로남불릮줄어들었으면

■ 漱石枕流 수석침류 -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

는물로베개삼다,잘못인정않고억지쓰다

■大公無私대공무사 -매우공평하고사사로

움이없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 누구나 잘못을 저

지른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 했거나 일이 잘

안될때원인을자기에게서찾는이는드물다.

릫잘 되면제탓, 못되면조상탓릮이라는속담대

로 모든 잘못은 남에게서 나왔다. 孔子(공자)

님이 릫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릮고 일찍이 가

르쳤어도 실천은 드물다. 자기의 잘못은 있다

고 해도 축소하고, 남의 것은 조그만 것을 침

소봉대한다. 그리고선 입장이 바뀌었을 때 더

심하게몰아붙인다. 네티즌이 만든 신조어 릫내

로남불(내가하면로맨스, 남이하면불륜)릮이

기막히게잘표현했다.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사람의특징은자기합리화, 변명을기가

막히게잘하는능력을가졌다. 이럴때억지로

갖다붙인다는牽强附會(견강부회)나제논에

물댄다는我田引水(아전인수)가자주쓰는말

이다. 여기에돌로양치질하고흐르는물로베

개삼는다는漱石枕流(수석침류)란성어도유

명하다. 물론 돌로 이를 닦거나(漱石) 흐르는

물을 베개 삼을 수(枕流)는 없다. 중국 西晉

(서진, 서기265~316) 때의孫楚(손초)라는사

람이 옛말을 인용하려다 잘못 거꾸로 말한 데

서비롯됐다. 곧자신의실수를인정했다면이

말이 남지 않았겠지만 남이 지적해도 그럴듯

하게 꾸며댔기에 지기 싫어하고 자기만 옳다

고 하는 말로 남았다. 손초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고 임기응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 자

연 속에서 철리를 연구하는 당시 유행을 따라

손초도 속세를 떠나기로 하고 친구에게 속마

음을 털어놨다. 그는 릫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양치질한다(枕石漱流/침석수류)릮는말을

漱石枕流(수석침류)로 말했다. 친구가바로잡

아줘도 손초는 전설상의 許由(허유)가 潁川

(영천, 潁은 물이름 영)에서 귀를 씻은 것과

같은생활을하기위해서라고억지부렸다.

잘못을 통 크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

이라면남의실수를꾸짖어도당당할수있다.

이렇게되기위해서는사사로움에흔들리지않

고기준을정하여적용하는일이중요하다. 특

히 공적인 일에 개인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공

명정대하게 인사를 처리한 祁黃羊(기황양, 祁

는 클 기)의 태도는大公無私(대공무사)의 표

본이었다. 중국 春秋時代(춘추시대) 晉(진)나

라의대부였던그는자신의친척이거나원수라

도꺼리지않고오로지능력따라추천했던親

仇不避(친구불피) 성어를남긴주인공이다. 공

자가 훗날 이를 듣고 릫기황양이야말로 대공무

사하다(祁黃羊可謂公矣/기황양가위공의)릮라고

평가하기까지했다.

전 국민의 80％를 넘나드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 새 정부가 인사문제에서 곤욕을 치렀다.

현재의 당정이 야당이었을 때 인사 청문회에

나온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높은 도덕

적 기준으로 매섭게 추궁했다가 그대로 부메

랑을 맞았기 때문이다. 개인사도 자신의 잘못

을 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마땅한데, 국정에

서는 더군다나 반성도 않고 무결점인 듯 굴다

호된신고식을치른셈이다.

안병화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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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노년 -배인순굛김기숙모녀

배움의열정에나이잊어
은퇴 후에 친정어머니와 함께 노인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있는배인순(85굛사진오른쪽)

김기숙(65) 모녀가화제다.

릲은퇴 후에 한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우연한 기회에 릫기장사람들릮

을 보고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

램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금은생활에큰활력이되어만족한

다릳고김씨는말했다.

김 씨는 친정어머니 배 씨와 함께

복지관을 다니는데 어머니와 함께 하

는시간이더없이소중하고행복하다.

팔순이 넘은 친정어머니 배 씨는

사군자 그리기와 서예에 아주 능통한

데기자에게매화사군자그림에시를

써서만든부채를보여주었다.

그림을 잘 모르는 기자의 눈이지만

매화나무의 굵은 가지에서는 묵직한

힘이있었고작은가지에는생기가넘

쳐 조화를 잘 이루었는데 보는 이의

눈이즐거웠다. 그리고글씨체는단아

하게느껴졌는데배씨의인품과닮아

있었다.

배씨는 릲정확히언제부터인지기억

조차 분명치 않다. 서예와 사군자 그

리기를 꾸준히 연마해 왔고 자녀들에

게병풍을만들어선물로주었는데지

금 생각해도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

지인들에게는 매년 부채를 만들어 선

물로주는데반응이참좋다. 일찍 결

혼해서아이들키우느라하고싶은공

부를 맘껏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

는데 자녀들 출가 시키고 복지관에

나와서친구도만나고맛있는밥도먹

고 일본어도 배우고 사군자도 그리니

요즘이참좋은시절인것같다릳고 말

했다.

김 씨와 친정어머니는 함께 생활하

면서 복지관도 다니는데 서로가 있어

외롭지않고노년을풍성하게하는원

동력 인 듯했다. 거기에다가 잠시도

쉬지않고배우려는열정이나이를잊

고젊게사는비결이었다.

릲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연금 받고

하고싶은것할수있고자녀들이가

까이 살아서 주말마다 식사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틈만 나면 어

머니모시고가까운데구경다니는생

활을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다릳며 김 씨가

요즘근황을소개했다.

모녀는 여가 시간을 책도 보고 드

라이브로 보낸다고 했는데 듣기만 해

도평화롭고편안하게느껴졌다. 그리

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

딸과 어머니는 지내기를 바랐는데 인

터뷰내내서로를챙기는모녀의모습

이 6월의신록처럼아름다웠다.

어느덧 2017년도 하반기에 접어드

는 시기인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녀

가 오순도순 복지관에 다니면서 활력

을얻고충전의시간으로가득채우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

습으로지냈으면좋겠다.

이명희명예기자

한국전쟁 67주년, 분단현장탐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기장군

협의회(회장 김세현, 이하 민주평통)

는 6월 1일부터 2일간 1박2일의 일정

으로자문위원과통일무지개회원이함

께분단현장을탐방뢾사진뢿했다.

이번 분단 현장 탐방은 올해로 한국

전쟁발발 67주년을 맞아 경기도와 강

원도에있는역사현장을탐방하며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탐방으로 조

국분단의 현장체험을 통해 분단 현실

을 직시하고 올바른 통일국가관 정립

에 기여하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마련했다.

김세현 협의회장은 탐방에 앞서 인

사말을 통해 릲이번 분단현장체험은 역

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람

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통일

의 필요성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

으면좋겠다릳면서 릲남북의의지를하나

로모아통일시대의막을힘껏올려야

한다릳고말했다.

탐방에 참여한 통일무지개회원은

릲1박2일의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몰랐

던 역사를 배우고 지금의 자유는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으며,

반드시평화통일이되어야한다는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릳

고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기장군협의회(051-722-6018)

무공수훈자 기장군지회(회장 문덕수)는 6월 6일 장안읍 무

공수훈자 전공비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의 넋을

기리는제62회 현충일추념식을개최했다.

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기장군은 6월 14일 동부산관광호텔에서 6.25참전유공자와

미망인 등 300여명을 초대해 그들의 희생과 공적을 위로하

는 릫제1회기장군참전유공자위안행사릮를열었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김하수)는5월19일부터20일까지고

추장굛된장지원사업을펼쳐회원들이정성껏담근고추장, 된장

(1통2kg)을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등 121세대에전달했다.

기장읍장 및 직원들은 6월 17일 휴일을 반납하고 기장읍내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컨테이너 내부의 도배 자원봉사

를실시했다.

해송여성합창단(단장 최순옥)이 6월 7일 부산시 11개 구굛

군 합창단이 참여하는 제9회 부산시 어머니 합창 페스티벌

에참가해그간쌓은실력을유감없이발휘했다.

30년간 릫나눔문화릮희망메시지확산

대한적십자사기장군봉사회

대한적십자사 기장군 봉사회가 ㈜프랜트건설 한국포스원(지사) 김종구 대표이사에게 릫희망 풍차릮 명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에서부터김은회장, 이금자회장, 박금영회장, 김종구대표, 여인자회장, 박명숙회장.

대한적십자사 기장군 봉사회가 출

범하고 자원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벌

써 30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7대

기장군지구 이금자 회장과 함께 5개

읍면 담당 지구회장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나눔을실천하고있다.

특히 이 회장은 30여년 봉사활동으

로 정부포상 릲봉사부문 대통령상릳을

받은 이력이 있다. 우리 기장군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마음을 다해 내어 주고 있다. 구호 활

동, 사회봉사 활동, 안전 활동, 청소

년 적십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주

된사업으로펼치고있다.

또한 소외되어 도움이 손길이 절실

한 다문화 가정, 새터민, 한가구 가

정, 조손 가정, 저소득 층 가정에 어

려운 사정을 살피고 조금이나마 도움

을 드리는 일을 발 벗고 나서서 봉사

를실천하고있다.

전국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를 통해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희망풍차, 맛찬

(맛있는 반찬) 제공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

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

력하고있다.

또 기장군내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서 후원해주는 장소와 식재료, 자재

들로 빵굼터(빵을 직접 만들어 제

공), 희망 나눔 마켓등으로찾아가는

서비스를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절

실한부분에맞추어제공하고있다.

또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정

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하

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

의 가장에게 폐 이식 수술비를 지원

했고기장읍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모녀가정에 긴급생계비와 아픈 딸에

진료비를지원해주기도했다.

인터뷰 당일인 6월 23일 릫희망 풍

차릮 명패를 전달 받은 ㈜프랜트건설

한국포스원(지사) 김종구 대표이사

는 5년째 봉사활동과 후원에 적극적

이다. 김 대표는 어렸을 적부터 장애

인 가족과 함께 지내다보니 나보다

는 이웃, 특히 불우한 이웃들이 내가

족과 다를 것 없이 여겨왔다. 사업을

하면서 더욱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고민

했고 기장군 적십자사 후원 뿐 아니

라 현재 기장군 내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기도 하

다. 가정 내에 필요한 물품이나 쌀,

차량이 필요 할 때도 기꺼이 지원을

해주고있다.

그는 릲많아서 내어주시는 것이 아

니라 작은 것도 나누어 더불어 행복

해 지는 것에 기쁨과 뿌듯함을 느낀

다릳며 릲기장군 적십자사 봉사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봉사와 나눔

을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릳고 말했다.

김은 총무는 릲아직도 기장군 내 많

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

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어 외로움을 덜어 주

기를 바란다. 기회가 된다면 작지만

마음만큼은 크게 나눔을 실천하고 함

께살아갔으면좋겠다릳고 말했다.

염유정명예기자

1388멘토지원단모집

·학업지원 :중굛 고졸검정고시준비및기초학습지도

·1:1 멘토지원 : 1:1 매칭을통한심리굛정서지원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스포츠및문화체험활동

멘토링프로그램안내

○ 릫1388멘토지원단릮이란무엇인가요?

청소년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인력망 구축을 통해 청소

년들의 심리굛정서적 안정, 학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격차 해

소및적응을돕기위한멘토로구성된단체입니다.

아래와같이모집하오니많은관심과참여바랍니다.

○어떻게신청할수있나요?

1. 지원자격 :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졸업 및 재학 이상인 자

(상담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굛청소년관련학과)

2. 모집기간 : 2017년 6월부터수시

3. 신청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작성후

이메일 (1388@gijangcmc.or.kr) 접수

4. 선발방법 :서류심사, 면접

5. 문의전화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92-4880)

＊기타사항은전화문의바랍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장군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등 급 계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2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각 10만원

지역 활력과국민생활향상을위한규제개혁아이디어를아

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군민 및 기업체, 사회단체 여러분의 많

은참여바랍니다.

○공 모 명 : 룗2017년기장군규제개혁아이디어룘 공모

○공모기간 : 2017. 7. 1 ~ 8. 31 (2개월)

○참가자격 :기장군민누구나(개인, 기업체, 공무원, 단체등)

○공모대상

▷일자리창출(기업, 창업, 취업등)에걸림돌이되는각종

규제

▷불합리한규정, 낡은제도등에의한각종주민불편사항

○ 응모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 팝업

존 또는 고시공고 → 릫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릮 화면 클릭

후서식(다운로드) 작성제출

▷우편 :우)4607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기획청렴실)

▷팩스 : 051-709-4019

▷ e-mail : loviruss@korea.kr

○발표및시상

▷일 시 : 2017. 10월초

▷시상내역 : 4명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기획청렴실(709-4035)

폐비닐류분리배출요령

□폐비닐류분리배출요령

○ 재활용 수거 비닐은 제품의 원료입니다. 깨끗한 비닐만 배

출해주세요.

▷음식물등묻은이물질은씻은후물기를제거하고배출

▷다른재질로된부분(부착상표등)은제거한후배출

▷내용물이보이는비닐봉지에폐비닐을흩날리지않도록넣

어서배출

□재활용이불가능한폐비닐류

○수거하지않습니다. 종량제봉투에넣어주세요.

▷이물질이묻은비닐(음식물, 기름, 스티커등)

▷젖은비닐, 랩, 끈류(노끈, 밴딩끈)

▷필름류(휴대폰액정보호필름등)

※ 다른 재활용품이나일반쓰레기, 음식물을 섞어서 버리시면

수거하지않습니다.

※ 비닐류는물에젖으면재활용이어려우므로비오는날에는

가능한배출을금지해주십시오.

청소자원과(709-4451)

젖은비닐, 이물질이묻은비닐종량제

봉투에배출해주세요굩

검정고시준비청소년모집

화 수 목 금

1교시(10:00~10:40) 국어(고) 국어(중) 인터넷강의 실전모의고사

2교시(10:50~11:30) 영어(고) 영어(중) 인터넷강의 문제풀이

3교시(14:30~15:10) 인터넷강의 인터넷강의 수학 한국사특강

4교시(15:20~16:30) 인터넷강의 인터넷강의 과학 한국사특강

※ 인터넷강의 및 스마트교실은 상시 이용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요일

릲2017년 8월 중굛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모집

합니다.릳

○모집대상 :관내학교밖청소년

○모집기간 :상시모집

○참 가 비 :무료

○프로그램내용

뢾 2017년도하반기검정고시반 릫해밀교실릮운영시간표 뢿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1388@gijangcmc.or.kr)

접수

○문의사항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92-4926)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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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캐스빌 아파트 부녀회는 지난해 연말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반찬용 김

을구입해독거노인들에게전달했다.

현재, 기장읍에는 60여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부녀회를 만들

어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 공동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그 중에

서 유독 두터운 신뢰와 화합된 모습

이 돋보이는 부녀회가 있다. 바로

릫이진캐스빌 부녀회(회장 김영미, 이

하 부녀회)릮이다. 2003년 4월 준공된

이진캐스빌 아파트는 총 458세대 규

모의 기장 터줏대감 아파트로서 처

음 부녀회의 시작은 20여 명으로 시

작했다. 당시에는 50대 이상의 부녀

회원을 주축으로 아파트 안팎의 환

경을 정리하고 크고 작은 다양한 아

파트 행사도 추진했다. 회원들의 노

력은 이내 이웃들의 큰 호응으로 이

어졌고, 현재는 30대에서 50대의 다

양한 연령층의 회원을 중심으로 활

동을 해나가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공유는 물론 15년째 아파트 내

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재는 굵직한

지역 행사에도 적극 나서 힘을 보태

고 있다. 회원들의 순수한 봉사정신

과 이웃에 대한 애정이 지역 곳곳에

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회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

로 매년 봄과 가을에 단지 내 화단을

가꾸고 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

거를 돕거나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이 밖에 관내 기장읍행

정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네일아트

재능기부와 냉장고 청소를 주기적으

로 해오고 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정관으로 이동해 릫철수 나눔회릮 자장

면 배식봉사를 돕고 있다. 자랑거리

가 아니라며 스스로의 활동에 굳이

손사래 치는 부녀회원들은 어떤 일

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묵묵히 주민

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그 가운데 주민들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지역 내 소외계층에 사랑을

실천한 일도 있다. 지난 5월 8일, 부

녀회 주최로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연말 주민들에게 떡

을 판매하고 모인 수익금으로 마련된

이 행사에서는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들에게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

했다. 더불어 떡국 떡과 소금을 판매

해 그 수익금으로 김을 구입해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수혜 대상은

일광노인복지관을 통해 일괄 선정함

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자 했다.

특히 이 날 행사는 세찬 바람과 쌀

쌀한 날씨 탓에 많은 우려 속에서 시

작됐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자장면은 맛과 더불어 그 이상의 훈

훈한 온기를 더했다. 처음 걱정과 달

리 250여 그릇의 자장면은 금세 바닥

이 나고 주민들의 관심과 마음이 모

여 떡과 소금판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웃들과

친목을 더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 행사를 총괄한 김

회장은 릲주민들의 관심과 협조 없이

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 이었다릳면서

모든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녀회는 관내 복지관

과 연계해 릫사랑의 김 나눔릮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른 모든 기금 마련은 부녀회

원들의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라고 한

다. 또한 올해 연말도 좋은 행사를 준

비해 주민 화합의 장을 열 계획이라

밝혀 더욱 기대를 모은다.

김정아 총무는 부녀회 활동을 하

면서 겪게 되는 고충을 묻는 질문에

릲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가입하게 된

부녀회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가져

올지 몰랐어요. 실(失)이라고 생각

했던 활동이 이웃의 고마움을 체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 큰 행복

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받은 이웃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릳라며

회원들에 대한 고마함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정서

적 유대관계를 약화시키고 아울러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릫이웃의 역할릮이다. 이른바 릫이웃사

촌릮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가족

구성원의 감소와 도시화로 인해 이

웃과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 릫이진캐스빌 부녀회릮의 모습이

새삼 귀감이 되고 있다.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식을 줄 모르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

과 열정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로 남아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송이명예기자

릲세계적인축구선수가되겠습니다릳

기장중출신김현범, 일본프로팀입단

우리군 출신 축구선수가 일본 프

로팀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

장중학교(교장 강문선) 축구부(감

독 정선홍) 출신의 김현범(20. 기장

중 57회 졸업)은 올해 4월 일본J3

리그 FC류큐 프로팀에 입단했다.

그는 기장중학교를 졸업하고 정

감독의 권유로 일본 체육고등학교

에 장학생으로 선발돼 유학을 떠났

다. 그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일

본의 선진축구를 경험하고 싶어 유

학을 결심했으며 지금도 부족한 점

들을 채워 나가면서 개인 기량과 체

력을 쌓아 J2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보

다는 프로를 선택한 것은 더욱 높은

수준의 축구를 배우고 싶어서이고

프로에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일본의

음식과 문화, 소통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

고 운동에 전념하다보니 적응이 빨

랐다고 말했다.

기장중학교 축구부는 1976년도

창단해 현재 33명의 학생이 축구로

체력 단련은 물론 취미를 즐기고 있

다. 정 감독은 릲축구를 통해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바

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

다릳고 말했다.

부산의원류 릫기장릮을말하다

공태도기장향토사학자강연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기장읍 분

회(1분회 노명준 회장, 2분회 진경자

회장)는 6월 14일공태도(孔泰道) 기

장향토사학자를 초청해 분회 산하 각

경로당 회장들과 회원 100여명을 대

상으로 릫부산의 원류, 기장의 이해릮라

는 주제로 강연회뢾사진뢿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오정

부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릲우리 스

스로 고장의 큰 어른으로서 제 역할

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장의 향

토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

야 하고 또한 살기 좋은 고장 기장으

로 오시는 노인들도 나날이 많아지는

지금,그분들에게도우리고장의멋스

러움을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릳라고 말했다.

공태도 기장향토사학자는 릲기장은

문헌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부산이

라는 지명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동

래와 함께 현재 부산의 원류 고장이

었지만 기장군이 1914년 3월 1일부

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군의 아픔

과 다른 지역으로 통폐합되는 서러

운 부침을 거치면서도 기장사람들

의 복군 운동으로 1995년 3월 1일부

로 기장군으로 복군 되어 오늘에 이

르렀다릳며 릲기장사람들은 일제강점

기 시절 조국 광복을 위해 자기 목

숨마저 초개처럼 버리고 분연히 일

어났다. 기장초등학교 출신 독립운

동가가 무려 20명이 되는데 그 숫자

만 봐도 대단하다릳고 설명했다. 계

속해서 그는 릲기장읍 동부리 출신

김두봉 국문학자는 1916년 4월 한

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릫조선어말본릮을 편

찬하기도 했고, 그 후 중국 연안 등

지에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한

기장을 빛낸 인물릳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 주최 측은 올 해 하반기

에 릫기장의 세시풍속과 민요릮주제로

향토사 강의를 또 개최할 예정이다.

릲정을나눌이웃이있어행복합니다릳

이진캐스빌아파트부녀회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가입안내

□목 적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소속근로자의권익보호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이사를포함) 1인이상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간 60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

※장기요양기관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등 60시간이상근

무시취득대상

□사업장가입(취득)일

○사업장 :사용자와근로자간고용관계성립일

○근로자 :사업장에사용(고용)된날

□신고절차

○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1577-1000)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직권가입및국민건강보험법제115조(벌칙), 제119

조(과태료)의규정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설치비용지원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의 1백분의 90까

지(최대 1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법적 설치의무 대상 외의 빗물이용시설 (민간

건축물)

○ 신청기간 : 2017. 2 ~ 12월(사업비 소진 시까지, 2017년

사업비 50백만원)

※ 2014년 13개소(평균 380만원), 2015년 12개소(평균 400

만원), 2016년 10개소 (평균 457만원)지원

□설치비용지원신청방법

○ 시공업체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 등을 받아 시청에 지원

신청서를제출승인후시설설치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

치완료신고서를시청으로제출

○시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

▷시홈페이지 →기후 환경국 →자료실→ 2017년도 빗

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빗물이용시설 설치

비용지원신청서 (출력가능)

□빗물이용시설의설치기준

○지붕에떨어지는빗물을모을수있는집수시설

○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

는이물질을제거할수있는여과장치등처리시설

○처리한빗물을일정기간저장할수있는빗물저류조

○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

프굛송수관굛배수관등송수시설및배수시설

□수도요금감면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룗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룘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의

사용요금을감면받을수있음 (월단위로산정된수도사용

량의 100분의 10에 해당)

○접수및문의사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888-3645)

빗물이용시설설치지원사업안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안내

신 청 인
예방시설설치지원신청서제출
(구비서류 :시설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및산출내역서)

기장군
(환경위생과)

서류검토후지원대상자및

지원금액결정굛통보
(지원금액결정굛통보되기전설치하는시설은지원불가)

신 청 인
피해예방시설설치및

준공검사신청
(자부담금전액투입하여사업추진)

기장군
(환경위생과) 사업비정산굛지급

끐

끐

끐

기장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

하오니관심있으신분들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개요

○대상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을설치하려는농업인등

○기간 : 2017. 12. 31까지 (사업비소진시까지)

○내용 : 태양광식전기목책기설치비 60％ 지원

(자부담 40％)

□지원절차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시설 설치 전 반드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709-4387)

내생에최고의순간

이태구
대한민국상이군경회기장군지회장

나는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행사의 제목은 릫나라사랑

다짐대회 및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릮이다. 이 행사를 말하기 전에

나의 단체 설명부터 해야겠다.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다. 자유 국가 수호를 위해 상이를 당한 군인, 경찰 등을 말한다.

국가유공자 단체다. 6.25, 베트남 전쟁, 무장공비토벌, 특수임무

수행 서해교전, 최근에 목함지뢰에 발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상이를 당한 경찰 이러한

분들을 보훈처에서 인가한 공법 단체다.

이 행사를 하는 목적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

리고 호국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행사 날짜는 6월

호국보훈달 6월 15일이다. 나는 이 행사 준비를 4월 초부터 시작

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 무료 봉사 할 수 있는 공연팀을 섭

외해야 했다.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는 공연팀은 군대 군악대

와 광역시 경찰청 홍보공연단이라 생각했지만 광역시나 도의 큰

행사 때는 모르지만 군 단위행사에 올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

들었지만 우리 단체 설명을 하고 행사취지와 목적을 말하였더니

공연이 성사되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열 번도 더 한 것 같다.

웬만한 일류 가수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난타공연도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었다. 꿈같은 일이 하나씩

풀려나가서 너무나 기뻤다. 나머지 공연팀은 나의 아내가 한국무

용을 하여 세가지 춤 공연을 넣었다.

이제 부터는 현금이 들어가는 돈 문제다. 기장체육관은 2천명

을 수용할 공간도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지만

사용료도 있고 전기료도 상당하고 또한 앰프 시설, 이벤트에 돈

이 의외로 많이 들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다. 25명 간부들을 소집하여 회

의를 개최했다. 간부들에게 협조 호소를 했다. 간부들 앞에서 내

가 먼저 거금의 경비를 내놓으면서 모두에게 협조를 구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많은 경비 모금이 되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

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국영기업체 여기저기서 호소하여 점식

도시락비용을 마련하여 답례품도 사고 행사 준비를 간부들과 차

례차례 해 나갔다. 연로한 회원이 많아서 버스도 5대를 전세 내

야하고 체육관 바닥에 보호제를 깔고, 1,000개의 의자를 임대해

야 했다.

드디어 6월 15일 행사 날이다. 공연팀이 들어오고 참석회원들

도 하나 둘 오기 시작 하였다. 내빈들도 지역 국회의원, 시. 군의

원들 군청 관계자와 보훈청 담당자들 다모여 행사가 시작되었다.

경쾌한 난타북을 시작으로 군악대 연주뢾사진뢿, 한국무용, 가수노

래에 이어 마지막으로 경찰 홍보단 연주와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많은 회원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였다. 정말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젊은 날 국가를 위해서 피흘린

1,000여명의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위안이 된 것

같아 나로서는 큰 보람을 감동을 느끼면서 릫내 생에 최고의 날릮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풍경화·꽃그림·야생화·선화·새·물고기·사군

자·문인화·수묵화·공모전출품작등

▷초급반·중급반·전문반

▷매주월요일오후 2시·저녁 7시

♤수시접수중입니다굩

릲송죽이아름다운자연속에서그림공부릳

동림사갤러리그림교실 강좌회원모집

■ 천일기도도량동림사

- 초하루법회 :음력) 매월 1일오전 10:30분

- 일 요법회 :매월첫주일요일오전 10:30분

- 다라니기도 :양력) 매월 1일저녁 7시~8:30분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143~12

동림갤러리 릲작품전시중릳

051)724-2917/508-2917(성타스님 010-6609-8011)

인터넷 검색창에 릲기장동림사릳를 치면 스님의 활동과 절을

볼수있습니다.

릫효릮사관학교 19기생모집

부모님을진정생각하는마음을가진분들과함께하는 릫효릮공부

□대 상 : 성별, 지역, 연령제한없음(150명)

□접수기간 : 2017. 6. 1 ~ 2017. 8. 23

○전화접수 : 051-337-7902 / 팩스 : 051-338-7902

□교육기간 : 2017. 9. 6(수) ~ 2017. 11. 6(월) 매주(월, 수)

13:30~16:30, 주2회

□교육장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지하철역 3번출구

(사)효문화지원본부

릲효릳사관학교(사)효문화지원본부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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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단장한

7/2(일), 재심(2017)
□ 등급 : 15세 관람가 □상영시간 : 119분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돈도 빽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

7/9(일) 임금님의사건수첩(2017)
□등급 : 12세 관람가 □상영시간 : 114분

모든 사건은 직접 파헤쳐야 직성이 풀리는 총명한 왕 예종. 그를 보좌하기 위해 학

식, 가문, 외모(?)는 물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재주까지 겸비한 신입

사관 릫이서릮가 임명된다. 때마침 한양에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예종은 모든 소

문과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7/16(일) 도리를찾아서(2016)
□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 97분

니모를 함께 찾으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된 도리와 말린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도리는 깊은 기억 속에 숨어 있던 가족의

존재를 떠올리고 니모와 말린과 함께 가족을 찾아 대책 없는 어드벤쳐를 떠나게 된다.

7/23(일) 특별시민(2017)
□등급 : 15세 관람가 □상영시간 : 130분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릫변종구릮(최민식). 하지만 실은 어느 정치

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이다. 선거 공작의 일인

자인 선거대책본부장 릫심혁수릮(곽도원)를 파트너로 삼고, 겁 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릫박경릮(심은경)까지 새롭게 영입한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헌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7/30(일) 캡틴아메리카 : 시빌워(2016)
□등급 : 12세 관람가 □상영시간 : 147분

어벤져스와 관련된 사고로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나자 정부는 어벤져스를 관리하고 감

독하는 시스템인 일명 릫슈퍼히어로 등록제릮를 내놓는다.

어벤져스 내부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찬성파(팀 아이언맨)와 이전처럼 정부의 개

입 없이 자유롭게 인류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파(팀 캡틴)로 나뉘어 대립하기 시작하

는데.

프랑스굛미국굛독일굛멕시코굛베트남굛한국 6개국 12개 작품참가

새로운문화거점기장에서 릫제1회 기장세계아

동청소년연극축제 ASSITEJ in Gijang릮을 선보

입니다. 본 축제는 릫어린이에게 꿈의 권리를굩릮이

라는 슬로건으로 유엔 산하의 유일한 아동청소년

문화단체인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일광의 가마골

소극장과 안데르센극장을 중심으로 극단 가마골

이 협력해 만드는 세계축제입니다. 5편의 해외극

과 7편의국내극총 12편의 엄선된작품이 7월 15

일부터 8월 6일까지 기장의 안데르센극장과 차성

아트홀및일광야외무대, 가마골소극장에서진행

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

차성아트홀

안데르센극장

릫눈의 여왕릮공연모습.

릫어머나, !릮 공연 모습.

릫츄테우의고향릮공연모습.

일광해수욕장

가마골소극장

릫인사이드아웃릮공연모습.

안내

○장소

▷ 차성아트홀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

장군청 지하1층

▷ 안데르센극장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211

▷ 일광해수욕장 : 이벤트무대

▷ 가마골소극장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6길 2

○티켓가격

▷ 안데르센굛한여름 밤의 꿈 : 기장군민굛어린이 1만원/

타지역성인 2만원

▷ 인사이드 아웃굛토끼와 자라굛오버코트굛해와 달이 된

오누이굛마야, 전설의 새굛어머나 델맦굩굛스펀지가 말

을 한다굛츄테우의 고향 : 2만원

▷ 눈의 여왕 : 6천원/ 신바람 회원 무료

▷ 심청이야기 : 무료

○ 할인안내 : 가마골지기, 신바람문화회원, 20인 이상

단체 50％할인

○예약및문의 : 051-728-0993

7월 22(토) 14시굛17시

아이와 함께 보는 어른을 위한 동화

눈의 여왕을 따라간 소꿉친구 카이를 차장 떠난 모험

속에서 게르다는 저마다의 외로움을 가진 인물들을 만

나 도움을 받고 이들은 게르다와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열고 비로소 함께하는 것 릫소통릮의 의미를 알아간다. 순

수하고 따사로운 소녀 게르다의 이야기는 세상에 지치

고 얼어붙은 마음을 치유한다.

7월 22(토)-23(일), 11시굛15시(토)/15시(일)

프랑스 뢾어머나, 뗄 맦굩뢿은 가족극 중에서도 보기 귀

한 춤극이다. 투르 국립무용원에서 개발된 본 작품은 힙

합이나 대중음악 외의 음악을 직접 만나기 힘든 요즘 아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 익숙해

진 아이들의 정서를 발달하게 하고 몸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공연으로 다채로운 음악과 춤을 결합한 작품이다.

8월 5(토)-6(일) 15시

옛 베트남에서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다가 인형놀이

를 시작한 데서 유래한 베트남 수중인형극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몇 안 되는 전통연희극이자 온 가족이

봐야 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몇 톤 분량의 물을

채우고 공연되는 본 작품은 보기 드문 릫수중릮공연으로

베트남 전통 음악에 맞추어 첨벙대며 수조를 누비는 다

양한 인형들이 장관을 이룰 것이다.

7월 29(토)-30(일), 11시굛15시(토)/15시(일)

멕시코 전통 음악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멕시코 설화

이야기다. 바구니, 주걱 등의 생활 속 소품들로 만들어

진 다양한 오브제들이 멕시코의 전통 음악과 곁들여져

멕시코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이내믹한 작품이면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축제극이기도 하다.

7월 18(화)-20(목), 15시

안데르센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던 지진아였

지만 자신의 결핍을 희망으로 극복하는 수많은 이야기

를 써 불멸의 작가가 되었다. 그의 대표작인 미운오리새

끼, 인어공주, 성냥팔이소녀를 새로이 구성, 안데르센의

철학을 되새기며 제1회 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의 방

향을 제시한다.

7월 15(토)-16(일), 11시굛15시(토)/15시(일)

기장 어린이극단 신바람에서 뢾한여름 밤의 꿈뢿 개막

공연을 펼친다. 다소 복잡한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각색

한 본 작품은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릫소통 부재의

세상에 던지는 한 줄기의 난장릮으로 꾸며 어린이들이 어

른들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7월 30(일), 18시 30분

제21회 기장갯마을 축제와 함께 하는 특별무대굩

신바람의 자매 격인 밀양 어린이음악극단 반달이 뢾심

청이야기뢿로 일광해수욕장 이벤트무대에서 무료 특별공

연을 펼친다. 우리가 아는 심청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꾼 성덕처녀가 들려주는 전남 곡성의 심청설화

속 릫홍장릮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다.

7월 25(화)-27(목), 15시

미국의 뢾인사이드 아웃뢿은 체험 형 공연으로 공연 중

관객들이 직접 무대의 여러 가지 소품을 가지고 자유롭

게 놀이하는 시간(free play)을 가질 수 있다. 6개월 이

상의 영아들부터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어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외출해 문화생활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

도록 준비한 작품이다.

7월 28(금)-7월29(토), 15시(금)/11시굛15시(토)

병에 걸린 바다 속 용왕님을 살리기 위해 토끼의 간을

가져오는 자라의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래동화

를 인형극으로 풀어내 어린이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

로 기대된다.

7월 31(월)-8월 1(화), 15시굛19시 30분(월)/ 15시(화)

고전인 릫햄릿릮을 텍스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독일

헬미 극단만의 유니크한 스펀지 인형으로 진행되는 본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삶과 죽음

을 다룬다. 진중한 이야기를 스펀지 인형을 통해 재미있

게 전달하는 작품이다.

8월 2(수)-3(목), 11시굛15시(수)/15시(목)

아이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래동화를 한지 인형

으로 선보이는 오브제극임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 악기

가 총출동, 국악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고품격 음악극

이다. 한지 인형이 주는 따스한 한국 정서와 라이브로

연주되는 국악의 선율이 온 가족을 한국적 동심의 세계

로 이끌어줄 것이다.

8월 5(토)-6(일), 11시굛15시(토)/15시(일)

관객과의 호응도가 폭발적인 오감 체험극으로 육아에

서 배제되기 쉬운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를 그린 따뜻한

이야기다. 아동청소년극의 한류를 이끌고 있는 세계 속

우리 작품으로, 라이브로 연주되는 건반과 각종 악기가

현장감을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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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고산선생 5대손윤위가쓴보길도지(甫吉島識)와일광면삼성대인근에세워진고산시비.

2018년, 내년은 고산 윤선도(1587~1671)

선생이 기장에 귀양살이 온지가 꼭 400주년

이 되는 해이다. 선생은 1617년 함경도 경원

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음해 겨울에 기장으로

이배되었으며, 1623년 인조반정으로 해배될

때까지 근 6년을 기장에 있었고, 그는 기장

유배 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은 불굴의 선

비정신을 보여 주었다. 선생은 조선시대 3대

가인 중에 한 사람으로 릫오우가릮를 비롯하여

릫어부사시사릮, 릫산중신곡릮 등 17세기 우리나

라 국문학사에 불후의 가사문학을 창작한 인

물이다. 32살의 나이로 기장에 온 선생은 유

배객으로 당시 처한 정치적 현실 직시와 미

래 자신의 희망과 비전의 씨앗을 이곳에서

꿈꾸고 실천에 옮기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였

을 것이다. 그리고 선생은 자연과 인간의 조

화로움을 함께 꾸민 보길도 부용동(芙蓉洞)

원림 조성의 밑그림을 그의 나이 30대에 이

곳 기장에서 그렸고, 이는 130년 뒤 선생의 5

대손 윤위(尹偉)가 릫보길도지(甫吉島識)릮에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기장유배때지은시문(詩文) -속전해배를

거절하며일광삼성대서동생과헤어지면서

선생의 문집인 릫고산유고(孤山遺稿)릮를 통

해 본 글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시문

을 남겼다. 그 중에 선생이 35세 되던 해인

광해군13년에 릫삼성대릮에서 동생인 릫선양릮과

작별하면서 릫증별소제(贈別少弟)릮 2수를 작

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비석에 새겨 일광해

수욕장 인근에 세우게 되었다. 선생의 글에

의하면 그 당시 동생이 형 고산선생을 유배

생활에서 해배시키기 위하여 1619년에 선생

에게 속전(贖錢)을 제의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고결

한 선비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고산은 기장에서 고달픈 귀양살이를 하면

서 남긴 글로는 한시가 8제목의 11수이고,

제문이 1편, 일반 편지글은 7편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가 기장에서 6년 동안에 남긴 글

중에서 32세, 33세, 34세, 35세 때 지은 것은

고산유고에 기록되어 있으나, 36세 때 쓴 글

은 없다. 37세 때 지은 것으로는 한시 4수가

고산유고에 실려 전하고 있는데, 이 글이 그

해의 어느 시점에 어느 곳에서, 또 해배 이후

라면 기장에서 쓴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떠

난 뒤에 쓴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기장에서 지은 제문(祭文) - 가족 사랑과

아버지에대한지극한효심을보이다

고산선생 문집의 1619년 11월 26일자 기

록을 보면, 당시 선생은 한양과 천리나 떨어

진 곳에서 귀양살이하는 몸이라 부친의 기

일에 찾아 가지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

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가족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다음

글로써 대신하고 있다. 릲- 상략 - 불효 고자

(孤子) 선도는 유배지에서 슬프게 부르짖고

몹시 아파하여 북쪽을 바라보며 두 번 절합

니다. - 중략 - 아굩 서울의 옛 집에는 서모

와 서제가 있으니 제전을 이바지하여 궤연

( 筵)을 받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곳은 여관의 궁고 한 곳인데, 만약 궤

연을 이곳으로 받들어 옮겨온다면 향화도

피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으로나 이

치로 볼 때 남을 시켜 변두(봪豆)를 가지런

히 진설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 현주(玄酒)

를 올리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자식이 고향

으로 돌아 갈 수 있는 것은 세월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함께 살

아가는 삶에 얽매여 있고, 음식과 거처와 의

복과 수레가 남들과 같으며, 처노(妻奴) 또

한 일찍이 유배지로 따라와서 한가지로 빈

루(貧놢)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도 절로 그

러합니다. 비유하건대 먼 시골로 옮겨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궤연과 선비(先

)의 신주와 선조 이상의 신주를 다만 차

마 떨어져서 보고 받들어오지 못하니, 마음

에 참으로 편안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받

들어오고자 한다면 또한 의리에 있어서 어

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혜롭고 연

세가 많아서 옛 일을 살필 줄 아는 덕 있는

사람과 도를 지니고도 성취하지 못한 나의

선비들에게 물어서 처신하고자 합니다.릳라

고 당시 선생이 유배 죄인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몸이라는 것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

만, 기장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려 드

리는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기록하

고 있다.

보길도 부용동 원림(園林) 조성의 밑그림

을기장유배당시에그렸다

고산선생이 제주도로 옮겨 살 요량으로 가

는 길에 풍랑으로 인하여 안착한 전남 완도

의 보길도는 그가 기장에서 귀양살이 할 때

꿈을 꾸었던 유토피아가 바로 그 곳이었다.

그는 자연친화적 조경을 조성하고 고려 말과

조선 초 인물 양촌 권근선생의 천인심성합일

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에 도식화된 릫심

(心)릮자를 연상하고 부용동의 세연정(洗然

亭)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뒷

받침해주는 기록은 1748년 고산의 5대 손인

윤위(尹偉 : 1725∼56년)가 24세 때 보길도

를 답사하고 쓴 릫보길도지(甫吉島識)릮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윤위는 보길도의 위치, 유

적지의 배치, 그때까지 전해오던 고산선생의

인간상과 생활상 등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

다. 특히 보길도는 선생이 기장에서 귀양살

이 하는 중에 얻은 도가적 영감과 자연을 토

대로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매

우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이다. 릫보길도지릮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릲고산이 기장에서 귀양살이 할 때 어린 종

이 산에 땔나무하러 갔다. 신선같이 도가로

보이는 한 어른이 암석 위에 앉아서 시 한 수

를 써 주며, 릲돌아가서 네 어른(고산)에게 드

리라릳고 하였다. 어린 종은 이를 받았는데,

잠깐 사이에 그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소재

를 알 수 없었다. 도인이 준 그 시에 이르기

를 릲봉래산 한 골짜기 남쪽 땅에 떨어지니 그

절경 천하에 드문 곳임을 알게 되었네. 산은

비단 병풍을 두른 듯 북쪽으로 비스듬히 따

랐고, 개울물은 옥대를 두른 듯 동쪽을 돌아

흐르네. 나무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빛은

언덕을 비추고, 안개 속에 내리는 저녁 비는

들녘에 자욱하네. 성긴 숲을 마주 앉아 한 마

디 말과 솔솔 부는 바람에 푸른 담쟁이 넝쿨

이 흔들리네. 공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는데, 부용동

을 얻게 되어 본 경관이 일체 그 시에서 그린

경관과 같았다. [謫居機張時小奴樵於山 有一

丈人狀如道流坐巖上題一詩與之曰歸進汝上

舍小奴受之俄失其所在其詩曰 蓬萊一洞落南

地 勝賞應知天下稀 山繞錦屛從北 川綠玉

帶向東圍 厓光闖樹 朝旭 野態含烟釀夕뾆

坐對疎林成一話 小風吹動碧蘿衣 公異之遍求

物色終不得及得芙蓉所見一如詩中景云].릳라

고 당시의 모습을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다.

400년 전 고산 윤선도의 길을 걸어보고,

적거소(謫居所)에서 선생의 숨소리를 들어

보자

그동안 고산선생이 기장에서 귀양살이 할

당시 그의 적거소 즉 유배처소가 어딘지는 정

확하게 밝혀 진바가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기

장읍 죽성리 일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 중에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글이 소개되

어 있고, 지금도 두호마을 지역 주민들 일부

는 이곳을 선생의 유배 장소로 알고 있다. 내

년 2018년이 고산선생이 기장에 도착한지가

꼭 400년이 되는 해이다. 앞에서 고산선생이

릲기장 유배 때 보길도 부용동 원림 조성의 밑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릳라고 밝혔는데, 이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토대로 죽성지

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도 활용가치가 충분

히 높다고 본다. 기장읍 죽성리지역은 기장에

서 문화유적 분포가 가장 많은 곳이다. 특히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지역은 갯마을 해안문

화와 해녀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부산 갈맷길 700리 가운데, 마지막 코스인

릫기장 구포 100리길릮의 중심지역이다. 1,510년

삼포왜란이 나자 남해안에 요충지마다 우리

의 수군진성을 쌓아 해상방어의 전략적 기지

로 사용된 곳인 릫두모포진성릮이 아직도 잘 남

아 있다. 또 임진전쟁 당시에 쌓은 죽성리왜

성의 본성과 지성도 남아있어 조선시대 전쟁

의 역사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

고 인접한 죽성리해송을 비롯하여 어사암, 황

학대, 국수당, 드림성당, 거북바위 등 각 시대

별로 다양한 문화유적이 질 높은 이야기꺼리

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400년 전 한양선비

윤선도가 걸었던 길을 걸어보고, 그가 살았

던 3칸짜리 초가집 적거소 마루에 앉아 선생

의 숨소리도 들어보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역사인식과 함께 지역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황구기장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400년 전 고산 윤선도의 길을 걸어보자
기장 유배 때 보길도 부용동(芙蓉洞) 원림 조성의 밑그림을 그렸다

개좌고갯길에서

효자 서홍인을 만나다

세월 따라 옛길은 사라져 가고 있지만, 그 길

위에서 들꽃처럼 피어났던 옛이야기들은 오랫

동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옛길에서 피어

났던 옛이야기는 그저 옛 추억에 머물지 않는

다. 기억하고 싶은, 아니 기억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선인들의 갈망을 담아 놓은 타임캠슐과

같은 것이다. 옛이야기 중 구체적인 시공간과

인물, 그리고 증거물을 남기고 있는 전설이 특

히 그러하다.

그래서 전설은 기록의 역사를 넘어 선 기억

의 역사로 간주 된다. 기장의 역사와 삶을 잇

고 있는 옛이야기 속에서 옛 선인들을 다시 만

나보는 일, 우리가 다시 찾아야할 오래된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설 속에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

었던 삶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한 선인들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산의 땅끝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기장의 산세는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

다. 그래서 내륙과의 소통을 위한 고갯길이 많다.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곰내재굛구실재굛소두방재굛쌍다리재굛장고개, 개좌고개 등등.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연을 등에 짊어지

고 오갔을까? 함께 오르며 노랫가락도 불렀을 것이고 한탄가도 불렀을 것

이다. 그 틈에 쉰 소리로 한 숨을 돌리기도 했을 것이며 인생살이의 무게

를 풀어낸 이야기들도 무수히 나누었을 것이다.

기장의 옛 고갯길 이야기들 중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던 이

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지금도 개좌고갯길을 지키고 있는 릫서홍인과 충견릮

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조선 중엽 때 철마면 연구리에 살았다는 효자 서홍인은 부산성의 입방

군(入防軍)으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집에 머물며 매일 왕복 120

리 길을 걸어 부산성을 오갔다 한다. 그 먼 길을 오가며 부모님을 봉양했

던 서홍인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서홍인이 걸었던 길에 비하며 너무도 소

략하다. 물론 부산첨사가 서홍인의 효심을 치하하며 세웠던 비석과 비각

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어 아쉬움을 들 수 있긴 하지만.

입신양명보다 부모를 먼저 헤아려 봉양할 줄 하는 것을 인간의 도리 중

으뜸으로 여겼던 선인들,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부모를 살려낸 효

자, 엄동설한에 생당귀나 잉어를 구해 부모를 살려낸 효자 효부에 대한 이

야기들이 기장에도 많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옛 기장의 선인들은 특히 서홍인을 달리 기억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를 끌어들여 기록의 역사가 비워둔 여백을 메우고자 했던 것

이다.

바로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릫개무덤릮 설화다. 주인과 함께 산길을

가다 산불로 주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 불을 꺼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죽음을 맞게 된 충견(忠犬) 이

야기가 그것이다.

전하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서홍인이 고향집에서 부산성으로 오가던 어

느 날 피곤해 깜박 잠이든 사이 갑자기 산불이 나서, 담뱃불을 끄지 못하

고 술에 취해 잠든 탓에 등등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늘 서홍

인과 동행했던 황구(黃狗)가 몸에 물을 적셔 서홍인을 살린 뒤 죽었고, 잠

에서 깨어난 서홍인이 그 사실을 알고 황구를 그 자리에 묻고 그 고개를

또는 그 산을 개좌고개, 개좌산이라 불렀다 한다.

개무덤 이야기가 서홍인의 걸었던 고갯길 이야기로 재편되었던 내력,

아마도 지극히 평범했으나 그래서 더 위대했던 서홍인의 효심을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던 소망 때문이었으리라. 개좌고갯길을 지키고 있는 충견의

비석 그리고 전하는 서홍인에 대한 전설 뒤로 오랫동안 서홍인을 추억했

던 기장민을 함께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인문학칼럼

2017년 7월 3일(월요일) 제257호

7월 릫문화공감빈자리릮무료강연

○주제 :행복한삶과작은음악회

○강사 :이정자(주식회사진아회장)

○내용 : 1부 : 릲성공적인삶을위하여릳

2부 : 작은음악회

(클라리넷연주, 독창등)

○일시 : 7월 12일(수) 오후 7시

○주제 :참행복한그림그리기

○강사 :가종순(아동보육과교수)

○내용 :그림그리기를통한행복하기와

즐겁게 그림 잘 그리는 가벼운

방법

○일시 : 7월 27일(목) 오후 7시

□장소 :하가빈카페(대변리무양로 32)

□대상 :군민누구나(원두커피를무료로제공합니다)

문화공감빈자리 051-611-4111

8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교육일정(2017. 7. 31 - 9. 1)

※ 교육일정은교육장상황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교육장소 :멀티미디어교육장(군청 4층)

○교 육 :무료

○접수기간 : 2017. 7. 1(목) 09:00 ~

○접수방법 :선착순접수(전화 25명)

○교육접수및문의 : IT커뮤니케이션팀(709-4306, 4301)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기간

GTQ이지포토(고급) 7. 31 - 8. 18(14:00 ~ 16:00) 25 14일

엑셀(초급) 8. 21 - 9. 1(10:00 ~ 12:00) 25 10일

황경숙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강사

정관읍 릫정관 365 희망등대릮운영

정관읍 맞춤형복지팀은 행정업무시간 내 내방이 어려운

복지민원을위한 릫야간상담실릮을운영하여복지사각지대발

굴및복지민원욕구해소를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운영기간 : 2017년 6월 ~ 12월(매주화요일 19시~21시)

○장 소 :정관읍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상담실)

○운영대상 :저소득층지원상담민원

※일반복지행정관련각종신청업무제외

○문 의 처 :정관읍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709-2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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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증진을위한건강식레시피

채소모둠과

우렁이냉채

우렁이에함유되어있는콘드로이틴황산은

연골조직을구성하는주성분일뿐아니라연

골속의칼슘이뼈조직밖으로나오는것을

막아주는효능이있어골다공증예방에도움

을준다. 또한칼슘과철분이풍부하게함유

되어있어골격형성을도와주어성장기어린

이의성장발달에좋다. 비타민B1도풍부하게

함유되어있어피로회복에도도움을준다.

재료및분량 (2인분)

우렁이살 150g, 배 1개, 건 표고버섯 5개,

양파 1/2개, 파프리카(색깔별) 각 1/2개, 오

이 1개, 데친쌀국수 200g, 식초, 유기원당,

볶은소금, 참깨소스-두부드레싱 6큰술, 참깨

2큰술, 간장 2큰술, 참기름 3큰술, 식초 2큰

술, 조청 3큰술

*두부드레싱 (두부 1/2모, 강황가루약간,

레몬즙 1작은술, 식초 2큰술, 조청 3큰술, 소

금약간)

-전체재료를믹서로갈아서사용한다.

-시판용마요네즈를대신해이용할수있

는고소하고상큼한드레싱이다.

만드는방법

1. 양파는곱게채썰어식초와유기원당을

넣은물에잠시담가둔다.

2. 파프리카는배, 오이(돌려깎기)와함께

채썬다.

3. 우렁이살은밀가루와굵은소금으로문

질러씻은후끓는물에살짝데쳐낸다.

4. 표고는물에불린후채썰어간장, 참기

름에살짝볶는다.

5. 분량의재료를고루섞어참깨소스를만

들어둔다.

6. 완성접시에쌀국수, 우렁이, 양파, 배, 표

고버섯, 오이, 파프리카를담고소스를뿌려

낸다.

기장군아토피케어푸드센터추미정

여름철보양식에는 릫장어릮만한것이없지요

기장군음식점을찾아서 -장안민물장어

장어는 여름철 대표적인 보양식이다. 보통 장어라

고 하면 뱀장어를 가리킨다. 릫민물장어릮라고도 불리

는 뱀장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며 서식하는데 특히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춰 남녀노소 좋아하는 보양식

별미로인기가높다.

실제로 장어는 체력 증진과 원기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A가 풍

부하며 피부미용과 노화 예방에 효과적인 비타민E굛

레티놀성분도다량함유돼있다.

여기에 불포화지방산, 칼슘, 단백질, 뮤신 등의 성

분들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남성 기력 향상에도 탁

월하다. 또 장어에는 필수지방산인 DHA, EPA, 철

분, 칼슘, 단백질등도풍부하다. 덕분에아이들의두

뇌발달과성장발육효과도기대할수있다.

반면, 고단백 식품이긴 하지만 지질 함량이 높아

콜테스테롤수치를높일수있으므로적당히섭취하

는것이좋다. 또한소화기능이약한사람은조심하

고물과함께먹지않도록한다.

민물장어는 번식력이 뛰어나고 생활력이 강해 예

로부터자양강장식품으로꼽혀왔으며오장육부기

능을 활성화하고 면역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또

한바다장어와다르게뼈가작아임산부나노인, 어

린아이들도부담없이먹을수있다.

장안초등학교앞하근마을골목에자리잡고있는

릫장안민물장어(대표 김장석 이정선 부부)릮는 입소문

이 아니면 알고 찾아오기 쉽지 않은 위치다. 그러나

이 마을 구석구석에 맛집이 여러 곳 숨어있기도 해

미식가들사이에서는잘알려진마을이기도하다.

좁은 골목과 오래된 가옥 사이에서 민물장어라는

간판을 건 깨끗한 식당건물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

지는 않다. 주차장과 정원이 깔끔해서 식당으로서의

첫인상은만점이다.

장안민물장어가 문을 연 것은 지난 2015년 1월.

김장석 대표와 부인 이정선 씨는 민물장어 식당을

개업하기위해 18년 째울주에서장어식당을운영하

는 친척집에서 기술 전수를 받았다. 부인 이 씨는

릲기술 전수 대가로 식당에서 5년을 힘들게 일했지만

우리 가게를 열고나니 보람이 큽니다릳라며 소회를

밝혔다.

장안민물장어는 손님이 주문을 하면 수족관에서

잡은장어를바로손질해요리를시작한다. 1시간전

예약은 필수다. 특히 장어의 싱싱함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장어 수족관에 있는 장어를 직접

손질하고초벌로잘구워내그맛이탁월하다.

릫 장안민물장어릮는합리적인가격의메뉴를선보이

며전라도나주에서신선한장어만을공수해사용한

다. 특히 그릴에 구워 내놓기 때문에 더욱 부드럽고

잘 타지 않으며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 깔끔하게 맛

볼수있다.

고소한식감의비결은숯불구이와특제소금에있

다. 민물장어구이의 요리 맛은 어떻게 굽느냐에 따

라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가스불에 굽게 되면 민물

장어가 가진 특유의 고소함을 잘 살리지 못하게 된

다는 것. 이에 장어가 가진 고소함을 극대화 하면서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국내산 참숯과 특제 소

금으로 구워낸다. 부인 이 씨는 릲장어의 신선함만큼

이나 중요한 것이 양념과 소스에 있다며 20가지 이

상순수국산재료로만사용해 5시간이상고아서만

든소스가큰자랑릳이라고말했다.

아울러고객의건강을위해국내산지역농수산물

과 제철 식재료 사용을 고집한다. 모든 반찬은 식당

에서 직접 만든다. 주인이 자랑하는 반찬 중에는 열

무김치가있는데장어와궁합이잘맞는다고주인은

귀띔한다. 장어구이를 다 먹고 나면 죽이 나오는데

장어머리만 4시간이상 고운 육수에 찹쌀과 양파, 당

근 을 넣어 입안의 잡냄새를잡아주고부족한 2프로

를채우는입가심으로는더할나위없었다.

마지막으로 장어의 찬성질과의 균형을 위해 역시

주인이 직접 만든 생강차가 나온다. 주인의 작은 배

려가돋보인다.

장어 가격은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데 장어 1인분

가격은 240g 기준, 2만3천원에서 2만8천원 사이다.

영업시간은 12시부터 21시30분까지. 매주첫째셋째

주월요일은휴무다.

장어민물장어예약전화 051-727-8292.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생활속의영양상식

낫또는 우리나

라의 청국장과

마찬가지로 볏짚

의 바실러스균을

이용해 발효시킨

것으로끈적끈적한점액이콩의표면을싸고있으며

단백질이분해되어발생되는독특한냄새를지닌일

본의 전통적인 콩 발효식품이다. 더구나 소금이 첨

가되지 않으므로 영양적 효과가 매우 큰 음식이다.

또콩을낫또로만들면소화율이매우높아진다.

1. 낫또의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예방효과

낫또에는 아미노산의 균형이 잘 되어있는 단백질

과 식물성 지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리놀레산

과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지방이

며 비타민 E 와 함께 몸의 성장촉진을 도와주며 혈

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어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

화등을예방해준다.

2. 낫또의콜레스테롤과노폐물제거효과

레시틴은 기름 분자를 작게 분열시켜 물과 잘 혼

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화작용을 하는데, 혈액 중에

비타민 A와 E와 같은 지용성물질을 유화시켜 흡수

를촉진시키고지방의대사를정상화시킨다. 따라서

레시틴은 혈액중에있는잘녹지않는나쁜콜레스

테롤을유화시켜제거하는작용을하며혈당치를저

하시켜서당뇨병을예방하고신장기능과간장기능

을정상화시키는데도움을준다.

3. 낫또의골다공증예방효과

뼈를 정상화하려면 칼슘 뿐 아니라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골다공

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K2가 많이 함유되어 있

는낫또가매우효과적이다.

4. 낫또의장내청소효과

장내에는젓산균과같이좋은세균과식중독또는

발암물질,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만드는 나쁜

세균이 있다. 나쁜 세균이 증식하면 변비가 생기고

비타민이부족하게되고면역기능도저하된다. 섭취

된 낫또의 낫또균은 장에 수 주일간 정착하면서 각

종 효소와 비타민을 만들고 장점막 세포 정상화를

도와서 장내 청소 효과를 준다. 또 낫또의 점질성물

질은위벽을보호하고장관속에서식품이나노폐물

의 이동을 도와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배설을 촉

진시킨다.

5. 낫또의치매예방효과

낫또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분해되면 콜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

달물질을만들게하여치매를예방해준다.

강현주

기장군아토피케어푸드센터센터장

동부산대학교식품영양과교수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

(주굛야간보호)
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 2년이상거주최대5만원지원

유료광고

)

(A)효사랑기장군최초 4년연속

최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평가)

뢾보건복지부신고기준뢿

전국 4위 최대의평수

부산 1위 최대의시설

기장 1위 최대의정원

옥상하늘공원 140평

신체활동지원,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병원동행,야외활동

어르신과보호자님께최선을다하는

기장효사랑데이케어가준비된

모습으로기다리고있습니다.

지금문의주십시오.

복지용구, 노인돌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051)724-3060, 724-3232

☎010-5311-1779
기장군기장읍교리(차성로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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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바우처제공기관전국1위
최우수기관선정

기장에는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정관에는제일프라자 3층(동일1차맞은편)

기장평생교육센터

T.기장점:723-9700

T.정관점:727-9950

※ 각 과목별 석ㆍ박사 출신의 전문 강사진들로 구성

되어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상담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심리상담및발달검사가필요한분은전문치료상담

기관인우리센터로언제든문의주세요.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부산시대표유공기관으로선정

1. 부모코칭
2. 동화야놀자
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4.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5.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복지부)
6.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퀴즈협찬광고

기장야화 49

고시레와객귀물림
농사철논이나밭그리고들놀이또는

산놀이와뱃놀이등을갔을때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 릫고시레릮

하면서 주위에 던져 주는 풍습이 있었

다.

이것은 그 근방을 다스리는고씨성을

가진신에게먼저인사를드리고무사히

농사일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겠금 기원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어 고씨를 따라다니는 잡귀들에게 릲너희

들도 먹고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

라릳는 일종의 잡귀추방의 주술적인 의미

도포함되어있는행위라고한다.

그런데 릫고시레릮에 관한 이야기는 지

역에 따라서 몇 개씩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원은 무당들이 행하는 무속에

서도 찾을 수 있다. 무당들이 환자를 위

해 병굿을 할 때 릫고수리릮대라는 것이 있

는데 쌀이 담긴 항아리복판에다 참나무

윗가지를 꺾어 꽂아놓은 그것을 바로

릫고수리릮대라고하는것이다.

무당이 춤을 추면서 절정에달하면이

참나무가지를뽑아들고역신을쫓는다

고 흔들면서 환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번 스쳐 주는데 이것을 릫고수리릮라고 한

다. 이를 볼 때 고시레가 아니고 고수리

로보는견해도있는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우리 고유의 이 릫고

수리릮란 말을 본받아서 환자에 쓰이는

약을 구수리라고 하고 있다. 결국 릫굿릮이

병을 치료하는 약의 구실을했다는것이

다. 릫굿릮의 본뜻은 복 또는 행운 행복의

신(神)등의뜻을지니고있어잡신을쫓

아내고 복과 행운의 신을 모셔 오는 일

이라고 하겠으며 음식을 먹을 때 릫고수

리릮하는 것은 잡신을 물러가고 복의 신

이와달라는의미가있다고하겠다.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무당을

불러서 환자를 치유했으나 가난한 농가

서무당을부른다는것은경비관계도상

상도할수없었다. 그래서 음식을잘못

먹고 배앓이를 하던가, 설사를 계속하면

곽란이라고 하면서 피마자기름을 먹이

고 베개를 들어 등을 쳐 주는가 하면 엄

지손가락의등을바늘로따서피를내게

하기도했다.

할머니들이 릲내 손이 약손이다 내손이

약손이다릳하면서 배를 쓰담아 주기도 했

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던

것은 객귀(객지에서 죽은 사람의 혼령)

물리침이다. 집밖에서 먹은 음식 가운데

객귀가붙어서병이났다는것으로보고

이 귀신을 쫓는 사설(辭說굛긴 잔소리로

귀신을 쫓는 일종의 푸념)이 오랫동안

민가에서 행해졌는데 마을마다 이 사설

을 외우면서 객귀를 쫓는 사람이 있었

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풍습처럼 익혀

내려왔다. 우선 환자를 마루나 마당에

앉게한다음 릲여섯쇠 듣거라오늘이물

림은 성주 시주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오방신장을 물리는 것도 아니며 잡구

(雜鬼사투리)잡신을 물리는 것이다 오

늘 일수 불길해서 이 집 대주양반 ○○

씨(환자의 따라 안주인○○댁의 장남

장손등의 이름을 거론)한발 내딛어 한

발 들어 딛어 옷자락에 묻어 들고 음식

끝에따라든잡구귀신들아 배가고파굶

어 죽은 아기귀신 물에 빠져 죽은 수살

귀신 돌 더미에 깔려 죽은 석살귀신 나

무에서 떨어져 죽은 목살귀신 억울하게

맞아 죽은 장살귀신 그 밖에 여러귀신

어찌이름을밝히겠나모두 함께들을지

다. 여기 국밥 물밥 온갖 음식 많이많이

주는 터이니 썩 받아 물러 가야지 만일

그렇지않을때는 무쇠 가마에잡아넣어

영원토록국내(국냄새) 장내(된장냄새)

를 못 맡게 할 것이니 썩(빨리)받아 물

러가라릳하고서 처음부터 사설을 하는 사

람이 발을 굴려가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듯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물림 방법은 여러 가지 음

식물을 물과 함께 바가지에 담아 한 손

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환자의 머리카락에 칼을 대어 잘라내듯

시늉을 하면서 사설을 모두 외운 다음

환자의 머리카락을 두 개씩 세 번 베어

바가지에함께넣고 환자로하여금바가

지에 침을 뱉게 하고는 릲육자 대명왕 진

언 옴마니 반메홈릳을 연송하면서 뜰에서

대문또는 삽짝쪽을 향해 칼을던지는데

이때칼날이 바깥쪽으로 향해있으면잡

귀들이 잘 받아먹고 물러 간 것으로 알

고서환자를 빨리 방안으로들어가게한

다음물밥을 삽짝밖에쏟아버리고칼이

떨어져 잇는 자리에 +자를 긋고 그+자

가운데 칼을 꽂아 그 위에 바가지를 내

려 씌워 두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던진 칼날이 반대방향인 안쪽으

로 향해 있으면 물밥을 더 넣어서 다시

전과같은 방법으로 사설을외우며물림

을 하는데 릲엇쇠이 잡귀 잡신들아 다시

단단히 듣거라 너희들이 몹시 주렸던

(배가고팠던)모양인데여기있는것없

는 것 모두 보태서 많이많이 주는 터이

니 이제는 썩 받아 물러 가야지 다시 한

번 물러가지 않을 때는 정말로 단단한

무쇠가마솥에 가두어 오도 가도 못하게

할 터이니 썩 받아 물러가거라릳하면서

다시 환자의 머리카락과 침을 뱉게 한

다음진언을외우면서칼을던지는데대

게 한번으로 끝났으나 때에 따라 두세

번으로되풀이하는예도있었다.

밖에서 덜 익은 풋과일이나소화가잘

되지 않은 음식 등 과식을 했을 때 위의

부담이 커져 거북스러울 때가 간혹 있

다. 이때 소화제나 또는 숙성된 매실 등

을 마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 리듬을 촉

진시킴으로서 소화가 잘 되어 시원하게

느끼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은 생리적인

리듬이거나 정신적인 리듬이 비정상적

인상태라하겠다.

이때 굿을 한다고 장고와꾕가리등을

크게 치면서 무녀의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신적인 리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리적인 리듬과 정신적인 리듬에 의한

치료가될수있다고한다.

엄지손가락의 등을 찔러 피를 자극하

는 것도 객귀를 물리친다면서 부엌칼로

서 머리카락을 벨 때 공포심 그리고 발

을 굴리면서 큰 소리로 잡귀를 쫓는 사

설자들의행위가모두환자의심리를자

극하는바람에어느덧나을때가많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민간요법

이신비롭기만했다.

향토사학자공태도

부모가행복해야아이도행복하다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원장

김정미원장의가족상담소

릫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릮 이른바

ADHD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흔한 사회

적 현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ADHD에 대

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명

확한원인은규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

다. 그러나 대다수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에대하여대뇌의문제가아니라면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부모가 느끼는

스트레스, 부부간의갈등이나부모의정신

병리와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이 ADHD의

원인이라고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위의 원인들이 아동의 ADHD의 결과를

초래하고 한층 더 나아가 공격성,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 등 성격발달과 관련이 있

는것은분명한사실이라할수있다. 따라

서 필자는 우리 자녀들의 ADHD를 가정

환경적요인, 특히부부의관계, 부모의역

할과행동에서비롯됨을강조하고싶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숱한 내담자들을

상담해왔고, 상담을통한결과적데이터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필자 역시 두 자

녀의엄마이자손녀를둔할머니이기에그

어느 때보다 아이의 성격 형성에 있어 부

부의 관계, 부모의 역할과 행동이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을 더욱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이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감정과 가치에 대

하여함부로단정짓기란어려운일이지만

아이의 행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결정적인요소는바로부모이고부부가느

끼는 행복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

닐것이다.

지난몇년동안저마다의사연과사정으

로필자의센터를찾아오는이들이많았지

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자녀가 ADHD인

것같다며걱정이되어서방문하였다고말

하는 분들이 단연 많았다. 사실 상담의 대

상이 되는아이들은나이, 지적수준, 학력,

경제적 상황, 부모가 걱정하는 문제 등 개

개인이 같을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놓

여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아이

들의 문제로 상담이 시작되었지만 상담을

마칠 즈음엔 결국 부모 즉, 부부 자신들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그들의 문제를 이유로

상담이진행된다는것이다.

현재 ADHD에 대하여 유럽에서는 정신

지체나 기질적인 대뇌손상이 아닌 경우는

가정의역기능과사회적불리함에의한행

동의 문제나 장애 즉, 행동상의 문제로 진

단을 하는 등 ADHD는 대뇌손상이 아닌

이상질병이아니므로약물을통한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발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

다. 필자 역시 아이들의 정서 특히 ADHD

라는 증상은 더 이상 약물로 치료할 수 있

는질병이아니라는점에서동의하고상당

히공감한다.

자녀들, 특히 어린 아동들은 스스로 생

각하고판단할경험이부족하며외부적환

경요인에심리정서나행동이좌지우지될

가능성이높다는것은너무도당연한말이

다. 이외부적환경요인중가장일차원적

인 곳이 바로 가정이다. 따라서 부부의 관

계와가정의분위기가우리자녀들에게얼

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는 수백 번을 강

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의 문제, 특

히 부부의 문제는 제 3자가 개입할 수 있

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부부의 문제는

부부만이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기때문

에 부부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보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아이만을탓하며아이의문제라고단

정지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이아닐수없다.

혹 우리 자녀가 ADHD로 보이는 행동

을한적있는지. 아직성격이완전하게형

성되지 않은 아이로부터 문제를 찾기보다

는한번쯤아이를양육하는부부자신들의

모습을한번돌아보길권한다.

아이를 올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부가 서

로배려하고이해하며따뜻한말을주고받

으며사랑의표현을자주하고아이와시간

을 함께 보내고 식사를 함께 하는 등의 노

력을 한다면, 원만하고 따뜻한 가정 분위

기 속에서 우리 아이는 어느 새 건강한 아

이로성장하게될것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것

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

다.

기장점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점기장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2017년 7월 3일(월요일) 제257호

삽
화

김
미
화

- 업무 :정수기외필터교체, 고객관리

- 점검지역 :기장군전역

- 나이 : 30 ~ 40대 남/여

- 급여 :평균250~300/신입정착금 10개월총432만원지원

- 근무조건 :주1회출근 / 월13일~15일 근무 /차량필수

- 기장지국연락처 : 558-8605~6

- 담당팀장 : 010-3956-5377

성실하게같이일하실분모집합니다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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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정국비과정훈련생모집

내일배움카드계좌제

훈련비80％지원본인20％부담식비교통비별도지급

취업성공패키지참여시 100％지원

★일반수강생모집(주굛야간반)

1. 개강 : 상반기 3월개강

하반기 9월개강

2. 교육기간 : 1년과정(간호조무사교육과정)

3. 지원자격 : 내일배움카드제카드발급자

고졸이상또는동등학력검정고시

합격자(실업자, 주부가능)

4. 위치 : 기장중학교정문

롯데리아맞은편

051) 724-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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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특별전형
조리사반)

중굛고교생대학진학반.조리대회반
(학기제도.책임반과정)

국 비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일반생

유료광고

정관7 국민임대아파트입주자추가모집

릲정관신도시마지막국민임대굩놓치지마세요굩릳

1. 대상주택 :전용면적 26㎡(401세대), 37㎡(118세대), 46㎡(159세대)
최초모집(릮16.6) 및 추가모집(릮16.9) 후 잔여세대 대상, 기계약
자해지시물량변동가능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굛자산
보유기준을충족하는자

소득 : 3,419,110원이하(1∼3인가구)
3,941,190원이하(4∼5인가구)

자산 : 부동산및금융자산등(22,800만원이하)+차량가액
(2,522만원이하)

정관7단지기존계약자는계약해지시에만신청가능

3. 임대조건

릲2. 신청자격릳과 릲3. 임대조건릳자세한사항은공고문참조

4. 공고문: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http://www.lh.or.kr)
릲임대주택릳에게시

5. 공급일정

일정은공급여건에따라변동가능, 반드시홈페이지참조

6. 문의처 : 1600-1004

영세사업장훈련과정수료식열어

왼쪽부터 국제외국인학교 케빈 베이커(Kevin Baker) 교장,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김동원 병원장,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알

리스테어롤랜드교사(Alistair Roland, 행사총괄기획).

부산국제외국인학교(기장읍 소

재)가 6월 9일 학교 대강당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릫생명을

위한 릴레이(Relay For Life)릮 캠

페인에서 모금된 기부금을 전달

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국제외국인학

교케빈베이커교장과임직원, 동

남권원자력의학원 김동원 병원

장,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

데 열렸으며 다함께 캠페인의 의

미를 되새기며 기부와 봉사에 대

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격

려하는장이됐다.

케빈 베이커 교장은 릲생명을 위

한 릴레이 캠페인이 올해 처음 개

최된 만큼 교내 행사로만 진행하

였지만 내년부터는 지역민들과

유관기관도 초청하여 행사 규모

를키울계획릳이라고밝혔다.

기부금을 전달 받은 김 병원장

은 릲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지역

암환자를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

고 기부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

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학교와

뜻을 함께 해 지역민들에게 이 기

부금이쓰여질수있도록하고, 앞

으로 더욱 사랑받는 공공 의료기

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릳고 소

감을밝혔다.

기부금은 주로 지역의 암 투병

환우 돕기, 암환자 검사 지원, 암

환우를 위한 환경 정화 등의 용도

로 쓰이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의 어려운 암환자 또는 지역

청소년의 암 예방을 위한 백신 프

로그램등에지원될예정이다.

한편, 생명을 위한 릴레이

(Relay For Life) 행사는 부산국

제외국인학교에서 지난 6월 2일

부터 3일까지 24시간 동안 개최됐

으며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

진들도걷기캠페인에동참했다.

생명을 위한 릴레이(Relay For

Life)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

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국제외국

인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

한행사이다.

성공적인산단협의체될터

정관산단입주기업협의회

사)부산지방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회장 노응범, 이

하 협의회)는 6월 19일 정관도서

관 지하1층에서 창립총회와 초대

회장취임식, 부산시장초청간담회

를가졌다.

협의회의설립목적은△정관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동번영을

위해 산업단지의 고유기능 최적화

추구△회원사간의상호협력소통,

협력공동화사업, 정보교류와 기업

가치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지역사회기여등을설

립목적으로하고있다.

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릲지난

10년간 협의체도 없이 지나왔는데

정관산단의 산적한 난제와 과제들

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임기동안 발

로뛰는실무자가되어슬기롭고추

진력있게열심히뛰어서부산의성

공적인 산단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릳고포부를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부산지

방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

회 사무실 전화 051-728-2376으로

하면된다.

기술인재양성의 효시, 한국폴리

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한상

규)가 6월 14일 재직자를 대상으

로 실시한 영세사업장 훈련과정

수료식을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을 가진 ㈜광성계

측기 재직자 10명은 스마트전기

과 김종구 교수의 지도 아래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40시

간에 걸쳐 PLC 제어과정 훈련을

받았다.

이번 훈련은 직무능력향상훈련

과기술지원시스템의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릫찾아가는 영세사업장 지원 서비

스릮를 제공해 재직자 직업능력향

상과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수료생들은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에있다.

김종구 지도교수는 수료식 축사

에서 릲재직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도 기술을 익히느라 고생 많았다.

훈련과정을 통해 익힌 기술로 자

격증 취득과 취업에서 좋은 결과

가 있기를 바란다릳며 수료생들을

응원했다.

동부산폴리텍대학은 지역산업

맞춤교육, 재직자향상교육 등 정

부3.0을 바탕으로 수요자중심의

다양한기술교육을마련해기술인

재양성에힘쓰고있다.

릫청소년자원봉사썸머캠프릮

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덕숙)에서는 지난 6월 1일 기장군청 9

층대회의실에서내빈과자원봉사자 220여명이참석한가운데 릫2017 자원

봉사활성화강연회릮를개최했다. 이원재강사의 릫행복한인간관계에너지

올리기릮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우호적 인간관계와 협력, 공감 능력을 배워

사람관계에 긍정 에너지를 높이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참

여한봉사자들에게유쾌하고뜻깊은시간이됐다.

6월 9일 기장군청에서 주관하는 릫갈맷길 민관 합동 로드체킹릮에 참여해

기장군청에서 신리마을에 이르는 코스에 안내표식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

을 실시했으며 부산기장나눔회(회장 김두호),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

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 기장군녹색어머니회(회장 한명지), 기장어

린이극단신바람(회장채인아), 개인봉사자가참여했다.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동부산관광호텔에서 진행된 릫6.25참전

유공자 위안행사릮에 25여명의 봉사자들이 안내와 식사도우미 활동을 펼

쳤다. 철마면새마을부녀회(회장 송명순), 하모하모봉사단(회장 김순

조), 룸비니봉사단(회장공상현), 박은주봉사자등은어르신들의안전한

이동과행복한시간을가질수있도록지원했다.

또한 6월 17일은 릫2017년 한국자원봉사자의 해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릮

의 테마인 환경에 맞춘 V-day활동으로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번 활동에는 NGO지구환경운동연합 부산본부 기장

군지회(회장 김순종)와 40여명의 봉사자들이 수중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하여개장을앞둔일광해수욕장을깨끗하게정비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릫청소년 자원봉사 썸머캠프릮를 7월 24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기장군 거주 청소년

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과 다문화인식개선, 생명지킴이, 부모와

자녀간의소통, 인성개발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예정이니성인과청소

년들의 참여 바란다. 또한 갯마을축제(7월 29일(토)~7월 30일(일))에서

도 자원봉사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제공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장군자원봉사센터전화 724-1365, 722-2365로 연락하면된다.

국제외국인학교, 암환자위해 600만원기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군자원봉사센터

국립부산과학관(관장 이영활)

은 6월 19일 한국과학우주청소년

단과 융굛복합적 인재 육성과 과학

문화확산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

했다.

양기관은△과학문화확산사업

과 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굛운영

△과학 관련 최신 정보와 자료 등

의 상호 공유 △과학 관련 행사 운

영의상호협력△출판과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활동 협조 등에 협력

하기로했다.

국립부산과학관 이영활 관장은

릲이번 협약은 과학문화 확산과 과

학인재육성이라는같은목표를가

지고 있는 양 기관이 만나 더욱 뜻

깊다릳며 릲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수

한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사업을추진해나가겠다릳고 밝

혔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업무협약체결

국립부산과학관

동부산폴리텍대학

유료광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1호기해체안전규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6월 9일 릫고리원전 1

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릮을 심의굛의결함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는 6월 18일 24시를 기점으로

영구정지에들어갔다.

○ 영구정지 이후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령

에따라①원전사업자의해체승인신청, ②원안위의

해체승인, ③원안위의 해체상황 확인굛점검 ④원전

사업자의해체완료보고④원안위의운영허가종료

통보의절차를거쳐해체가완료되게된다.

○ 원안위는국민이안심할 수 있도록 고리원전 1호기

의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고 꼼꼼

한심사와검사를진행할예정이다.

뢾고리1호기영구정지및해체안전규제절차뢿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79

고엽제전우회기장군지회(지회장박경수)는 호국보훈의달을맞아 6월 19일 산청호국원

참배및통영일원전적지를견학했다.

1순위 기장군 거주자
2순위 금정구, 해운대구, 양산시, 울산시 울주군 거주자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구
분

기본임대조건 보증금 최대납부 보증금 최소납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6㎡ 7,600,000원 142,000원 23,600,000원 62,000원 4,600,000원 152,000원
37㎡ 14,800,000원 198,000원 37,800,000원 83,000원 5,800,000원 228,000원
46㎡ 23,100,000원 259,000원 47,100,000원 139,000원 8,100,000원 309,000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계약 입주

2017.7.3
1순위: 2017.7.262
순위: 2017.7.273순
위: 2017.7.28

개별통보 2017.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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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반모집

■ 2017년실업자굛근로자국비훈련(근로자과정에서검색)

실업자
(우선모집)

근로자
통합과정

일식조리기능사 취득 및

양성(튀김.냄비.구이요리)

8.14~10.8

오전9:30~(월~금)

*특전:(64세 이하 모든분)

①훈련비전액무료(일부 조

건부 자부담) ②훈련수당

월28만원정도 지급(교통비.

식대별도지급)

＊교육대상:①남여(주부)요
리에 관심있는분 ②신규굛
전직실업자 ③고.대학생
졸업예정자④취업.창업준
비생 누구나 가능[직장인
국비지원특전]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지원

＊훈련비 60％ 국비지원

소자본창업실무요리양성

(한식,양식,중식)

7.4~8.9

오전9:30~(월~금)

한식조리기능사취득과정

(이론+실기)

8.29~8.14(18:50~)

(월~목)

일식굛복어조리기능사취득
및 취업양성

7.10~
오후2:30~(월~금)

중식조리기능사취득 및
향상

7.20~
오후2:30~(월~목)

양식조리기능사취득
7.12.~

오후7:00~(월수금)

일반인

(창업퓨젼

요리)

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단기간 자격증 90％ 합격확신자격증대비

과정 수시개강(속성반)

소자본창업반 요리
갈비찜.감자탕.육계장.아구찜.탕수육.

샐러드.스테이크. 스파게티.특별소스.

특별창업메뉴

밑반찬. 생활요리
장아찌.낙지볶음. 구이. 조림. 찜. 무침.

김치.탕요리.한.양.중.일식생활요리

학생특별

전형(중.고.

대학생)

＊학생반- 6월,7월 방학특가(중.고.대학생재학중)

＊중.고.대학생 학기제 책임지도 수시모집

국비무료(지원)요리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취업굛창업유망직종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수시모집

개강일은교육원의사정에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소망주, 야간보호센터

어르신이편히쉴수있는곳

소망주,야간보호센터
상담 ) 051-724-4055

어르신이편한세상을만들어갑니다

2017년 7월 3일(월요일) 제257호

유료광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원장 재선출

지난 3월 29일한국원자력의학원은동남권원자

력의학원장에양광모(58굛사진) 박사를인사발령

했다. 양 원장은 이날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기이

사회에서제4대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으로재선

출됐다. 재 선출 된 양 원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제 3대 동남권원자

력의학원장 재임시 방사선치료기 핵심기술 개발

과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 등 연구성과를 달성했

다. 또한 암진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 진료과목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했다. 양

원장은 인제대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아산병원 전

임의와 동아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미

국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교환 연

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을

역임했다. 2010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부터

방사선종양학과 과장과 연구센터장, 3대 의학원

장을 거쳐 재선임되어 향후 2년 동안 동남권원자

력의학원을 이끌게 됐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4대 의학원장에 재선임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독자들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선임에 대해 막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

다. 저는 2009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준비단

에합류하여 10년가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

원 초부터 연구센터 구축, 진료 및 연구를 해오

다 보니, 기관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임은 구축된 시스템의 영속적, 발전적 변화

를 통해 기관을 더 발전시키라는 의미라고 생각

합니다.

- 의학원 개원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초창기에

어려운점이많았을텐데처음의학원장이되고어

떤 일에 역점을 두셨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용가속기 국산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연

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가속기의 핵심 기술

개발 뿐 아니라 가속기 주변장치 개발도 진행하

여 국산 방사선치료기의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사선 교정기관

(KOLAS) 인증을 획득하여 전국 약 80여 의료

기관의 150여대 방사선치료기의 전리함 검교정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기술을 확보한 공로로 2016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방사선 영향연구를 위한 저선량 조

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저선량 환경 방사선

연구를 진행하고 IAEA표준에 맞춰 방사선 피폭

시 염색체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 특히 유

방암과 위암, 폐암 등을 대상으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들은 임상에 적용되고 이를 위한 연구병동 운영

예산도 확보되어 향후 임상적용 분야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암 진단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실시하

는 특정 과들은 타지역에서 환자가 유입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점을 더욱 살리고

부족한 과는 인력증원과 장비교체 등을 통해 과

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중입자치료기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의료용 중입자치료기는 암세포만 파괴하고 정

상세포에미치는영향이적어암치료에있어많

은 장점을 가진 장비입니다. 중입자 치료 시스템

구축이 되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 및 연구

시설 이용을 통해 중입자 치료 시스템도 더욱 효

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학원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민들의 이용도 용

이해질 것입니다. 현재 미래부 주도하에, 중입자

가속기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이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설치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의학원 발전상과 원장님의 포부를 밝혀주십

시오.

출연연구기관이지만 전체 운영비의 20％를 정

부에서, 80％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

다. 300병상 운영 규모로는 운영적자를 고민해야

하는문제가있습니다.그러나 2년연속으로경영

정상화를 이뤄 이제 어느 정도 기관 운영의 효율

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이 지향점이자 의무는 방사선의학 연

구와 다양한 암 치료법 연구입니다. 또한 암을 잘

치료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인식하

고 지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암센터,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암 병원 뿐 아니라 일반

진료 및 응급진료기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를 위해 병상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진을 확충하

여 그 기초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민에게사랑받는병원, 2년 연속경영정상화달성

문화공감 빈자리(대표 하오용)는 6

월 10일 새로운 형식의 백일장을 하가

빈 커피숍(대변리 무양로 32)에서 열

었다.

어른들만 아이들을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깨뜨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에 비친 우리 어

른들의모습을성찰해볼수있는이른

바 릫거꾸로 백일장릮이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부모들이 백일장에 참가했고 그들의

작품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은 8세부터

30세까지, 평균연령 11세의 자녀들이

었다.

아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제시한 릫내

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릮이라

는 주제를 받아든 어른들은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시간여행을떠났다. 늘심

사하는 입장에만 서오던 부모들이 백

일장에 참가해 열심히 글을 쓰는 동안

자녀들은 준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나만의 에코파우치 만들기, 나만의

캐릭터 찾아 꾸미고 코팅하기, 부모님

께 수여하는 나만의 상장 만들기 등의

각종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부

모님의 시간여행이 끝나기를 기다렸

다. 시간은 마법에 걸린 듯 흘러갔고

이 아름다운 반란의 공간에서는 실제

로 세월을 거슬러 모두가 동심의 세계

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난 듯했다.

드디어 심사의 시간. 심사위원실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10장씩의 스티

커를 받아들고 작품들을 한편한편 읽

어가며 릫감동 지수릮, 릫흥미 지수릮, 릫정서

적 공감 지수릮, 릫아이들의 눈높이 지수릮

등의 기준에 맞춰 소신껏 작품들에 심

사 스티커를 붙여갔다.

30대부터 60대까지의참가자들이마

법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

아가 써 내려간 글들은 모두 한 작품

한 작품이주옥같았다. 한동안잊고살

았던 순수한 나의 꿈들, 꾸밈없는 욕

구, 내 안에 숨어있던 엄마 품에 대한

그리움, 편안함 등 어릴 적 나의 생각

들이 쏟아져 나왔다.

드디어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심

사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

었다. 영예의 릫빈자리 상릮 수상자는 세

아들의 엄마인 최경진 씨. 그 밖에도

장수상, 건강상, 행복상 등 다양한 상

들이 차례대로 수여됐다. 백일장의 상

품도 풍성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의기부로마련된상품들은어느것하

나 탐나지않은것이없었다. 커피드립

세트, 산도라지 약주, 기장의 청정미

역, 본인의 작품시집, 작품그림, 본인

의 번역 책, 사진전문가의 가족기념사

진, 친환경레몬청등등정성과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상품들이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행사의 마지막 프

로그램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부모님

께 드리는 상장 수여식. 부모님의 장

점, 노력하시는 점, 고마운 점 등을 떠

올리며 아이들이 직접 만든 상장을 부

모님께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자녀들

은 생각보다 부모님의 모습에 대해 세

세하게 관찰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고

마움을 느끼고 있었음이 상장에서 드

러났다. 상장을 낭독하던 한 어린이는

엄마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북받쳐 울

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백일장의 참가자 주정숙 씨의 릲아이

들의 모습이너무행복해보입니다. 즐

거운오후한때동심으로돌아갈수있

어서 저 역시 행복했습니다릳라는 소감

은 참가자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정승연 빈자리 사무국장은 릲지금껏

어른들의 시선과 질서에 갇혀있던 아

이들이스스로오롯한주체가될수있

었던 특별한 공감 무대 릫거꾸로 백일

장릮행사를통해우리아이들이어른들

의 언어와 사고에 얼마만큼 공감하며

동의하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도 우리 아이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배

제되지 않는, 진정한 세대공감의 문화

가 확산되길 기원한다릳고 말했다.

동심으로돌아가니아이들마음이해돼

문화공감 빈자리 릫거꾸로 백일장릮열려

희망을 전하고자 마음먹은 사람

들 즉 비장애인, 장애인이 한마음

되어 시작한 릫희망 벽화릮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마을꾸미기에 동참

하게 되었다. 각 마을의 특색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리는 일이다.

첫걸음은 농경생활이 그대로 남

아있는 정관신도시 평전마을이었

다. 릫전래동화 속 풍경그리기릫 작업

이 한창일 때 소풍 나온 아이들에

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

들을 보며 뿌듯하였고, 무너진 벽을 마법같이 하루 만에 세워

그림을 그리라는 이장님의 열정에 깜짝 놀라 감탄과 함께 부

지런히 작업하였던 기억이 가장 남는다. 그래서인지 평전마을

에는 유달리 소가 많이 그려져 부지런한 평전마을 분위기를

보여준다. 평전마을 벽화에는 옛 모습의 전례동화처럼 평전마

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철마면 사무소에서 동남방향 너머에 자동차로 5분여 가면

따뜻하고 아늑한 마을이 있다. 사계절 항상 푸르고 따듯함이

느껴지는 마지마을이다. 마을 분들은 옛 사진 속 곰솔나무를

벽화로 모습을 살리고자 하였고, 비계를 이층으로 올려 그 위

에 다시 의자를 놓고서야 곰솔나무의 위용을 겨우 나타낼 수

있었으며, 곰솔 나무와 풍경이 어우러져 푸르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사계절벽화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

메르스가 유행하던 무렵 서로 다독거리며 작업하던 희망벽

화 팀은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장안읍 좌천 시장에서 일했

다. 때마침 정관에서 임랑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 산책로 공

사가 있어 자전거길 산책로와 마을어르신들께서 들려준 독립

만세운동 장소였던 좌천시장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뜻깊은

유래를 안중근의사를 모델로 로봇을 그려 수호신처럼 그곳이

민중들의 광장 이였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두려움으로 시작한 벽화작업은 조금씩 마을의 이야기와 소

중한 추억으로 의미를 담아 가게 되었다.

작업을 계속하면서 생기는 의문은 릫벽화는 무엇인가?릮이다.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하고자 다짐

하였다. 정관읍 월평마을에는 꽃과 함께 사철풍속도를 그려

아름다운 마을로 꾸몄으며, 전봇대에는 월평초등학교 학생들

의 시로 시화를 그려 작품을 보러오던 가족들의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월평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아

름답고 따뜻한 벽화가 꽃으로 피어 평온한 마을로 번창하길

기대해 본다. 어쩌면 벽화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더욱 중요

한 역할을 하는듯한 생각에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

을 깨달았다.

수해와 태풍으로 예전에 그려진 벽화들이 다 지워진 임랑바

닷가 민박집 벽화를 그린 시기는 여름철이 다가오는 해수욕장

을 개방하기 전이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희망벽

화 팀은 민박집 하나씩을 맡아 작업을 하였고 민박집 주인과

같이 여름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유난히 비바람이 많아 작

업시간이 짧아 시간을 따로 내서 작업을 하였으며 민박집에

맞춰 그림을 그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 또한 보이지 않아 자칫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골목에 상어 그림을 그려 많은 이들의

눈에 띄게 하여 골목 지킴이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벽화는 그림만 그리는 작업은 아닐 것이다. 꼭꼭 숨겨진 이

야기를 벽화로 나타내서 함께 공유 할 수 대중적인 한 장르의

예술 표지판과 같다고 생각한다.

유치환의 깃발에 나오는 글귀처럼, 벽화는 바로 보이지 않

는 열정, 릫소리 없는 아우성릮으로 감히 정의해 본다.

벽화는바로보이지않는열정

이 현 주

(세걸음디자인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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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농협풍물단양현필단장

양현필단장이사물악기를시연하고있다.

동부산농협풍물단연습장면

농악은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었다. 산업사회로

들면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구

성의 풍물놀이를 릫사물놀이릮 즉 사물(四

物), 꽹과리, 장구, 북, 징의 네 가지 악기

놀이(연주)로 1978년 김덕수에 의해 무

대예술로 각색하면서 국악의 대중화에

큰 공헌을 했다. 이후 1997년에는 송승환

에 의해 릫난타릮가 초연되면서 그 맥을 이

어가고있다.

사물놀이의 대중화에 힘입어 풍물이

취미생활로 자리 잡은 지 오래고 봉사활

동과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행해지고 있

다.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어우러지는신

명나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한번쯤 저

들 속에서 함께 북이라도 두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 또한 풍물은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될 때 그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관심

을 가지던 중 15년 전 동부산농협 풍물단

양현필(58) 단장의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작은 여자의 체구에서 품어져 나오는

힘찬 농악가락은 우리음악의 자부심을 심

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18세 되던 해

에 신기(神氣)를 받아 무속인(연꽃보살)

으로 길을 걷고 있다. 결혼 후 30세에 동

부산농협 주부대학에서 풍물을 배우기 시

작했다.

릲어렸을때부터신기가있어서인지풍물

은 저하고 잘 맞았어요. 북을 치고 장구를

치는 동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

요릳라며양단장은말했다.

그녀는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풍

물 악기를 다 섭렵했으며 풍물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짧은 시간에 동부

산농협 풍물단장을 맡아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펼치고있다.

그녀는 단장이 되면서 단원들과 함께

음성꽃동네, 청송교도소 등에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을 펼쳐왔다. 지금은 관내 노인

요양병원, 경로당 등에서 연주 봉사활동

을이어가고있다.

전문국악인으로 명성을 떨칠 기회가 여

러 번 있었지만 양 단장은 이를 고사하고

동부산농협 풍물단에 남아 주민을 상대로

풍물전수에전념하고있다.

양 단장에게 풍물은 어떤 것이냐고 물

었다. 릲풍물뿐만아니라국악전체가제인

생 그자체입니다. 가야금 연주도 기회가

되면 들려주고 싶군요. 또 지신밝기에서

앞소리 매기기를 잘한다는 말을 자주 듣

습니다릳라고말했다.

양단장은 릲풍물악기소리는매우큰편

이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턱이 부족

하다릳며 릲문화의 전승차원에서라도 전용

연습장마련이시급릳하다고말했다.

풍물의 릫풍(風)릮에는 릫풍류(風流)릮굛릫풍

장릮에서와 같이 음악이라는 뜻이 있다. 따

라서 풍물은 음악하는 물건, 즉 꽹과리,

징, 장구, 북 등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

다. 릫풍물친다릮, 릫풍장친다릮는 말은 모두농

악기를 두드리며 노는 것을 뜻하고 풍물

굿 역시 농악기를 가지고 판을 벌이는 것

을 의미한다. 풍물잽이는 꽹과리나 징 등

의 풍물을 치는 사람을 가리키고, 풍물쟁

이는풍물을만드는사람을일컫는다.

또 농악은 릫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음

악릮이라는 뜻이다. 농악의 현장인 농촌에

서는풍물(風物), 풍장, 사물, 매구, 굿, 두

레, 걸궁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른다. 이러

한 이름에는 농악의 다양한 기능과 용도

가 담겨 있다. 매구는 굿과 관계있는 이름

이고 걸궁은 걸립(乞粒) 농악에서 나온

말로 공공사업에 쓸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마을을 돌면서 치는 농악을 말

한다.

이렇듯농악은합주음악이다. 꽹과리나

징 같은 악기는 단독으로 음악을 이룰 수

없다. 음악을 이루기는커녕 혼자서는 연

습조차 할 수 없다. 자연스레 여럿이 함께

연주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연주

하다 보면 연주하는 동안에 저절로 유대

감과 일체감이 형성된다. 강렬하게 두드

릴수있는타악기를치는동안쌓였던스

트레스가 저절로 풀리고 한마당에서 함께

농악을 치는 동안에 이웃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이웃간갈등도해소할수있다.

이렇게 볼 때 농악은 단순히 유흥, 오

락의 목적만 가진 놀이가 아니다. 더불

어 사는 삶을 추구하며 생산 현장의 생

산성을 높이는 일이면서 양보와 화해 그

리고 협동 정신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기

도했다.

릫우리가정말알아야할우리음악릮

-현암사 뢾일부발췌뢿

릲풍물은제인생전부입니다릳
쟁반위의물, 바람

강부호

약력

·기장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새부산시인협회회원

·샘물소리문예교실아카데미원장

·복지회관굛문예교실, 한문교실지도강사

바람과물결이마주하니

서로다른이치로들어나

쉽게가라앉을기미보이지않고

기우는시간을헤아리고

솟아오를시간을독촉하며

가슴위가슴이뛰고있구나

헛것을실상인줄알고

저마다장끼의흉내소리로

산천을울리는가

한덩이붉은해는서산에접히는데

바람, 물결, 보고듣는게

고향같질않는데

쟁반위물바람의길은어디로가는가

유료광고유료광고

2017.6.22(수)~7.5(월)

부산시해운대구중동로데오아울렛 1층피카소화랑

051.747.0357

1984 영남대학교미술대학회화과졸업

개인전 14회(부산, 서울), 단체전다수

기장문예

아침이좋은도시기장에최고의시설로

해드림주굛야간보호센터 OPEN
어르신께는편안한노후를굩

가족에게는효도의기쁨을굩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중품)

·부모님을위한건강복지시설입니다.

·낮시간동안따뜻한손길로어르신을돌봐드립니다.

·가족은마음편히지내세요.

·건강식단으로집밥처럼점심을제공해드리고간식까지챙겨드립니다.

·특별행사:어버이날행사, 생신잔치, 야외나들이등

·35년경력미용사가머리도단정히해드립니다.

·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항시상주하여어르신을돌봐드립니다.

·아침,저녁에센터차량으로안전하게모시고와서모셔다드립니다.

·건강, 기쁨, 행복한치유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저주파자극기, 온열마사지, 발맛사지, 안마기등을 이용하여 건강회복

증진에도움을드립니다.

·지정병원과촉탁의사가어르신들의건강을돌봐드립니다.

·이용대상어르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장기요양등급을받으신분 (2~5등급)

·이용시간:주간 9:00~18:00 (송영서비스시간포함)

·이용료:국가지원85~100％본인부담 0~15％

장기요양전문기관

해드림주·야간보호센터

기장읍차성동로126번길 13-2

(기장도서관정문앞)

전화상담또는시설방문환영

TEL. 051-724-7799

실버요양복지센터(재가방문요양)

전화상담:051-722-7574

010-3874-8801(원장)/010-8379-4499(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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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 설문조사 결과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 편집실에서는 지난 253호(2017년 3월)과 254호(2017년 4월) 두 달에 걸쳐 군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

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302명의 독자께서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조사결과를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혜경 교수에게 의뢰해 총평을 들었으며 독자께 공개합니다.

군민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차후 군보 제작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독자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군민과 군정의 가교역할을 충실

히 하며 군민께 더욱 알차고 훈훈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씀.

1995년 9월 2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어느덧 256호까지 발행된 기장군보 릫기장사

람들릮은 6만 4천여 세대, 약 16만 명의지역주민들에게군의행정과이웃의삶에관

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신뢰할만한 소식지다. 비록 기장군에서 실시한 자체조

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302명의 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응답자 중 70％ 이상은 릫기장사람들릮의 기사가 릫매우릮 읽기 쉽고 내용이 충실하다

고 응답했으며, 그 기사들을 릫매우릮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편집디자인이나 지면 구

성, 제목선택과같은형식적차원에대해서도응답자거의대부분은매우와보통이

라는수준의차이만있을뿐적합하다는데동의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릫기장사람들릮은 지역주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고 군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들의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유

용한다양한정보들까지찾을수있는, 그래서 군보(郡報)에 기대하는지역행정체

계와지역주민들의가교로서의역할을훌륭하게수행하고있다.

물론 이와 같은 매우긍정적인평가가설문조사응답자집단의편향을반영한다

소 과장된 결과일 수도 있다. 전체 응답자 중 83％인 250명이 매달 군보를 받아서

읽는적극적인독자들로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적극적독자들은불규칙적으로혹

은 어쩌다 한 번 접할 뿐인 독자들보다 자신이 읽는 대상에 만족하며 그 가치를 더

높이평가하는경향을지니기때문이다.

이러한 편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칫 딱딱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이 그치기 쉬

운 군보들의 경우와 달리 적극적 독자집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에게 매우 호의

적인평가를받고있다는사실은매우중요한자산이될수있다. 그들이야말로 릫기

장사람들릮이 지역주민들에 알리고 싶은 소식들, 구체적으로 각종 정책 및 행사 정

보, 주요인물의 동향, 자랑거리 등을 자기 주변의 주민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제

2, 제 3의수많은군보들이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릫기장사람들릮은 이들의요구에더욱민감하게반응해야한다. 독자들이군

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는 행정정보(129명), 생활정보(127명), 군정소식

(114명) 순이었다. 그중 생활정보는 더욱 보강했으면 하는 일순위 분야(147명)이

기도 하다. 이어 주민생활(74명)과 교육(53명) 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강했으면

하는분야들로꼽았다. 이는 행정정보나 군정소식 등은 현재에도 만족할 만큼 풍부

한 수준인 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보

강할여지가남아있음을의미한다.

그 외에도 조사결과에는 흥미로운 건의사항들이 참 많이 담겨있었다. 릫가족상담

소릮 진행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달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란을 늘려달라, 정관읍에

치중된 소식을 기장읍과 정관읍 공평하게 할애해달라, 롯데 영화관람 할인권과 같

은이벤트를늘려달라, 군보에 소개되는 맛집과 관광명소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강

화해 달라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군보편집실에 전하고 싶어 했

던말들은재미있고유익한수준높은군보를읽게해줘서고맙다는마음의표현들

이었다.

설문조사 총평

기장사람들은 릫기장

사람들릮에만족한다

한혜경교수(부경대학교신문방송학과)

원고를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이메일 chunbo@korea.kr

릫독자 마당릮은 기장군민 여러분들

의 참여 마당입니다. 릫마음으로 쓰는

편지릮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

게마음을전하는코너입니다.

가족, 친지, 친구 간의 우정과 사

랑을 나눠보세요. 또 생활 속에서소

소하게 느낀것을수필로, 본보 와글

와글 책방이나 책으로 여는 세상에

소개된 도서를 읽고 독자가 직접 쓴

독후감을보내주세요.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드립니다.

기장으로 처음 이사 와서 동네 분위기도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기장사

람들신문으로인해정보도많이얻고정말좋아요.

오수민(정관읍 모전1길)

장안사에 아이를 데리고 종종 가면서도 정작 반딧불이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

네요. 반딧불이 생태체험에 우리 아이와 꼭 참여해서 소중한 경험과 함께 좋은

추억도만들도록해야겠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설재환(철마면 고촌로)

아이들과 체험학습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2개 할 줄 알았는데 하나 체험하

고 나니 정말 재미있다며 이것저것줄서서체험하느라시간가는줄도모르고피

곤함도 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군민을 위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기장군이정말좋네요.

김연송(기장읍 차성동로102번길)

매월초기장신문을받아보는데구인공고, 유아정보, 기장행사일정등유익한

정보가 많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볼 만한 정보가 적어 아쉬웠

습니다. 청소년들도즐겨찾는기장신문이되었으면좋겠어요.

이원정(철마면 고촌로44번길)

차성아트홀 영화관, 연극 정보 등 자녀를 둔 부모로써 다채로운 행사 정보 감

사드립니다.

박숙희(장안읍 길천1길)

기장군에서 미세먼지굛악취와의 전쟁선포로 장비와 여러 계획을 마련해 실시

한다니정말반가운소식입니다. 군과민이합심해서녹색기장, 청정기장을만들

어가도록노력했으면합니다.

이선화(철마면 고촌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256호퀴즈굛숨은그림찾기응모당첨자┃

뢾지난호 숨은그림 찾기 정답뢿

1997년부터 해마다 7월말에서 8월초 여름휴가 절정

기 즈음에는 갯마을, 해녀를 주제로 한 ○○○○○○

○가 열린다. 어느덧 성년을 지나 21회째를 맞이하는

본 축제는 올해도 7월28일 ~ 30일까지 일광해수욕장

에서 열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게 됐다.

문 제

《참여방법》

엽서에 이름, 전화번호(필수), 도로명주소, 새우편

번호, 정답과 함께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

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58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됩

니다. 7월 15일 도착분까지 유효.

※ 이번호 상품권은 7월 20일까지 등기발송됩니다.

《문의》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 709-4071~4

《주소》(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

※행정지원과 서영미

주무관이 추첨에 도

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달 기장군보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좋았던 점

이나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엽서에 퀴즈

정답과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의견은 군보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유라(일광면 삼성2길) 오정희 이은정(기장읍

차성로441번길) 최지연(정관읍 정관로) 성채림

(기장읍차성로) 김영숙(철마면고촌로44번길)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이원정(철마면 고촌로44번길) 문선혜 이효경(기

장읍 기장대로) 김보경(기장읍 차성동로45번길)

곽무신(기장읍청강로) 박숙희(장안읍길천1길)

○ 롯데몰 동부산점 협찬 영화권(2만원 상당, 9명 등

기발송)

▷ 김하율(기장읍 소정안길) 설재환 이선화(철마면

고촌로) 송임순(일광면 화용길) 최은지(정관읍

정관3로) 김연송(기장읍 차성동로102번길) 최애

경 최명순(기장읍 청강로) 김월명(기장읍 차성로

338번길)

○ 행복서점 협찬 도서교환권(2만원상당, 6명 등기

발송)

▷ 황지예(정관읍 방곡로) 박현정(정관읍 정관2로)

김혜진(정관읍 정관4로) 이예지(정관읍 정관5

로) 김영선(정관읍정관1로) 오수민(정관읍모전

1길)

○ 하늘아리스튜디오 협찬 가족사진 촬영권(30만원

상당, 1명 등기발송)

▷장종숙(일광면동백길)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7만원상당, 1명 미래

전략과 방문수령)

▷주수경(철마면고촌로44번길)

독자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독자의 나이 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장사람들은 얼마나 보십니까?

기사는 읽기 쉽고 내용이 충실하던가요?

어떤 방법으로 구독하십니까? 구독 후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군보를 통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군보를 통해 주로 어떤 정보를 얻습니까?

편집 디자인(글씨 크기, 삽화, 사진 등 배열)은

적절하던가요?

더욱 보강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군민명예기자 활용과 독자참여란 등

지면 구성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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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월요일)제257호

릲 릳

일광굛임랑해수욕장개장 7월 1일(토)

가마골소극장개관 7월 7일(금)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7월 15일(토)~8월 6일(일)

기장갯마을축제 7월 28일(금)~7월 30일(일)

일광낭만가요제 8월 5일(토)~8월 6일(일)

2017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8월 19일(토)~8월 20일(일)

해수욕객이물놀이를즐기고있는일광해수욕장전경. 왼쪽중앙에바다와백사장경계에세워진범선모양의특설무대가보인다.

지난해열린기장갯마을축제에서기장의해녀들이출연해큰호응을얻었다. 지난임랑해수욕장에서열린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에서대학생그룹사운드참가자들이열창을하고있다.

7월 7일 개장을앞두고있는가마골소극장전경.

■일광굛임랑해수욕장

일광굛임랑 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62일간문을연다. 기장군은

릫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릮을 목표로 행

정봉사실, 화장실, 샤워장, 세족장등의편

의 시설 정비를 마치고 여름 손님들을 맞

을만반의준비를끝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피서객 불편사

항을 해소하고 안전을 관리할 행정봉사실

을일광, 임랑해수욕장에 1개소씩운영하

며 필요시 경찰, 공무원, 교육청 합동 단

속반도 설치하게 된다. 기장경찰서, 기장

소방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서는 해수

욕장 범죄예방과 인명구조를 위한 바다파

출소와 119 시민수상구조대, 112 수난구

호대 등을 각각 운영해 해양레저사고 방

지와 해수욕객 응급구호에 힘쓸 계획이

다. 올해는 해수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

과 귀를 즐겁게 해줄 즐거운 문화 이벤트

들이 가득해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동

해선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볼

거리를 제공해 관내 체류를 통한 지역경

제활성화도기대된다.

■기장갯마을축제가열리는낭만해변

일광해수욕장

수려한 자연경관과 갯마을의 인심이 물

씬 묻어나는 해수욕장. 그래서 도시인들이

매력을느끼고즐겨찾는가족단위휴양지

로 손꼽힌다. 일광해수욕장은 수평선의 양

끝이시야에잡히지않는여느해수욕장과

달리오목한어항모양으로한눈에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준다. 이천리 강송정에서

학리어구까지커다란원을이루며펼쳐져

있는백사장과둥글게밀려오는하얀파도

가너무나잘어울린다.

이곳은 1970년대에 오영수 소설의 릫갯마

을릮이라는 영화가 촬영 상영된 후 유명한

갯마을이 되었다. 1997년부터 해마다 7월

말에서 8월초 여름휴가 절정기 즈음에는

갯마을, 해녀를 주제로 한 기장갯마을축제

가 열렸고 어느덧 성년을 지나 21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도 7월28일~30일까지 열려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게 됐다. 갯마을 영화 상영, 갯마을

콘서트, 전국 해녀가요제 개최 등 내실 있

는 고유 컨텐츠 행사와 맨손고기잡이, 조

개잡이, 보물찾기, 물총서바이벌 등 각종

물놀이체험도있다. 특히올해는제1회기

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와 연계해 7월

30일 7시에는일광해수욕장이벤트광장에

서 릫심청이야기릮가 공연된다. 한편 8월 5일

과 6일에는일광낭만가요제가열려열정의

여름바다를온몸으로만끽할수있다.

■문화의향연…

가마골소극장일광시대개막

가마골소극장이 7월 7일 오후3시 개관

식을 갖는다. 개관 작품은 신파극 릫홍도야

울지마라릮이며 극단 가마골(연출 이윤택)

이 이날 오후 7시에 공연한다. 가마골 소

극장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3시 가

족과 노년을 위한 재미있는 대중극을, 금

요일~일요일 오후 7시 실험성 강한 작품

을선보일예정이다. 릫수요문학의밤릮에는

시, 소설, 희곡, 아동문학의문학작품을감

상한다.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낭송과 배

우들의 시행위(문학잠을 배우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 명사 초청 작품 해설 등으

로 채워진다. 릫가마골 시민문화강좌릮는 청

소년부터 노인까지 인문 소양을 쌓고 나

누는강좌로구성된다.

연희단거리패와 극단 가마골의 이윤택

예술감독은 릲지역에 발붙이고 연극을 비

롯한 새로운 문화활동을 하려 한다. 기장

은 물론 동부산, 동해안 일대 문화거점으

로키워가겠다릳고말했다.

■제1회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ASSITEJ in Gijang 개최

프랑스굛미국굛독일굛멕시코굛베트남굛한국

6개국 12개 작품참가

릫제1회 기장세계아동청소년연극축제

ASSITEJ in Gijang릮이 7월 15일(토)~8월

6일(일)까지 기장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유엔 산하의 유일한 아동청소년 문화단체

인 아시테지 한국본부와 일광의 가마골소

극장과 안데르센극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연극운동을 준비하는 극단 가마골이

협력해 만드는 세계축제다. 5편의 해외극

과 7편의 국내극, 총 12편의 엄선된 작품

이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기장의 안

데르센 극장(장안읍)과 가마골소극장(일

광면), 차성아트홀(기장군청)과 일광 야

외무대에서진행된다. 뢾12면참조뢿

■젊음의바다임랑해수욕장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민박집들이 늘어

서 있어 대학, 기업 등의 단골 MT장소로

유명한 임랑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의 두자를 따

서 임랑이라 불리는 만큼 그 풍광이 아름

답다. 주변에 유흥가가 없어 가족단위로

조용한 피서를 즐기려는 릫알뜰족릮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해수욕장과 연결된 임랑강

에서 민물낚시와 바다낚시도 즐길 수 있

어낚시꾼들도즐겨찾는다.

올해임랑해수욕장에서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017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

벌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대학가요제 등의 수준 높은 노

래 경연과 인기가수 청하(IOI), 왈왈이,

홍서범(MC)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계

획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여름밤의

축제가될것으로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