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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7년 10월 365일 민원을잠재우지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제14회 차성문화제는다양한볼거리와체험프로그램이마련돼있다. 사진은지난 13회차성문화제읍긿면입장퍼포먼스장면.

10월 14일 릫차성릮의 유래 및 재조명 학술대회(군청 9층 대회의실)

17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정관 중앙공원)

20일 기장예술제(기장중 베틀관), 열린음악회(정관 중앙공원)

21일 개막식, 읍굛면입장퍼포먼스, MBC가요베스트(기장중)

22일 차성가 공연, 알리＆노브레인 축하공연(기장중)

전통문화의 계승굛발전과 군

민화합을 위한 어울림의 장이

될 제14회 차성문화제가 10월 20

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기장중

학교,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차성(車城)은 고려 성종 때

붙여진 기장의 별호로 당시 경

주는 낙랑(樂浪), 울산은 학성

(鶴城), 기장은 차성으로 불렸

다.

1995년 10월 제1회 차성문화

제 개최 시 각 읍면으로부터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옛 기장

의 별호를 따서 릫차성문화제릮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다. 차성문

화제는 기장군의 복군(復郡)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전통문

화 계승 발전과 신설 기장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

개최되었고 격년제로 열려 올

해로 14회를 맞는다.

올해는 각 읍굛면별 체육회 민

속보존회가 지역에 맞는 역사문

화 축제를 준비해 더욱 뜻 깊게

구성하고자 하였고 자매도시 무

주군의 특별 초청 공연까지 더

해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뿐

만 아니라 축제를 풍성하게 하

기 위해 학술대회 등 축제 전 행

사와 부산시 초중고생 및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글백일

장굛그림그리기대회 문예행사

(10/22, 기장중학교 일원), 푸드

트럭, 키드존 운영 등 축제를 찾

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

한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릫차성릮의 유래 및 재조명 학술대

회(군청 9층 대회의실)개최

축제 전 문화행사로 10월 14

일 오후 1시 30분부터 릫기장의

옛 이름 차성의 유래 및 재조명릮

이라는 주제로 기장군청 9층 대

회의실에서 학술대회가 열린다.

기장의 옛 이름인, 릫차성릮의

유래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재

조명 하는 시간을 가져 기장의

역사를 배우고 기장군민으로서

의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한다.

학술대회 논제와 발표자는

△차성가 소개와 향후 과제(기

장문화원 황구) △기장의 변천

과 지역인식(국립경주문화재연

구소 김현철) △기장의 고대 지

명 유래에 대한 소고(경성대학

교 정경주) △룗차성가룘의 서술

방식과 가사문학사적 의의토론

(부경대학교 고순희) △南遷日

錄의 文化的 意味(경성대학교

신승훈) △기장군 설화의 장소

성 연구(동아대학교 박기현)등

이다.

KBS전국노래자랑 녹화

또 다른 행사로 KBS 전국노

래자랑이 10월 17일(화)정관 중

앙공원에서 개최된다. KBS 전

국노래자랑에 참가하기 위해서

는 9월 22(금)일부터 10월 13일

(금)까지 기장군 읍면사무소에

직접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10월 15일(일) 기장군청 차성아

트홀에서 지역예심이 진행된다.

지역예심을 통과한 15팀 정도가

최종 본선녹화에 참가하게 되

며 유명가수 태진아, 현숙, 박구

윤, 진해성, 이선균의 축하공연

이 펼쳐진다. 아울러 이번 녹화

분은 12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차성문화제 본행사는 10월 20

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기장

중학교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기장예술제, 열린음악회 개최

문화제 첫째날인 10월 20일에

는 기장중학교 베틀관에서 기

장예술제 개막식 및 전시체험

관 커팅식이, 정관 중앙공원에

서는 열린음악회가 펼쳐진다.

열린음악회는 정관소년소녀합

창단의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

로 그레이스힐 팝스 오케스트

라의 클래식 연주, 소찬휘, 크라

잉넛, 왈와리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막식, 읍굛면입장퍼포먼스,

부산MBC가요베스트 등 개최

둘째날인 10월 21일에는 기장

중학교를 출발하여 장관청, 기

장시장을 거쳐 기장중학교에

이르는 5개읍면의 길놀이 퍼레

이드와 읍ㆍ면 입장 퍼포먼스,

기장군민대상 수여식, 부산

MBC가요베스트, 무주태권도

시범단 공연, 기장군 홍보대사

(한혜진) 축하 공연 등이 이어

진다.

특히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열리는 부산MBC가요

베스트에는 배일호, 현숙, 박상

철, 박주희, 추가열 등 21명의

가수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성가 공연 및 축하공연

문화제 마지막 날인 10월 22

일에는 임진왜란과 기장의병들

을 주제로 한 릫차성가릮 공연과

개그맨 김영철, 가수 알리, 노브

레인과 함께하는 미니콘서트가

진행된다.

임진년 전쟁사에 부산진성

동래성 전투는 의로운 패배로

기록되었어도 기장성의 전투

기록은 없다. 부산진성 동래성

이 잇달아 함락되던 1592년 4월

15일 기장현감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다 왜군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군이 사라

진 기장에서 의병들의 저항이

있었다. 1592년 4월 20일 승승장

구하던 왜군들의 기장 두모포

(현 죽성리 두호마을) 진영을

습격한 기장 의병들의 전투는

당시 최초의 의병전투였다.

이때 활약한 기장 의병들이

김일개굛일덕굛일송 삼형제, 오홍

참봉과 사촌 오춘수, 천하장사

최개동,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에 합류해 바다에서 싸운

수군 정언룡, 정인성, 그리고 역

사에서 이름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 기장 출신 소년장수 이석

숭 등이다. 이번 차성문화제 주

제공연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

을 되살려내면서 소년장수 이

석숭과 그가 사랑한 가상의 처

녀 김개와의 스토리를 창조해

낸다. 기장 의병들의 생생한 활

약상을 임란 발발 426년만에 차

성문화제 주제 공연 릫차성가릮로

만날 수 있다.

기장대표문화축제 릫제14회차성문화제릮열려

다채로운 체험굛볼거리…군민 화합의 장 마련

중입자가속기 사업 정상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5개 기관MOU가져

기장군은 지난 9월 21일 정부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기장군

의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학 일반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릫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릮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기장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서울대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 참여했다.

당초 기장군에 도입할 예정

이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개

발 사업은 1천95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동남권 산단 내 치료

센터에서 상용화 치료를 시작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에서 750

억원의 분담금을 확보하지 못

해 사업이 표류하다가 최근 서

울대병원이 중입자가속기 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되면서 군은 사업을 다시 정상

화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심혈

을 기울이고 있다.

기장군관계자는 릲중입자가속

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구축된 것에 대

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릳

며 릲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사업이 조

속히 정상 추진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릳고 전했다.

릫정관제척지오수관로 설치사업릮 11월 착공

좌광천수질개선기대

릫정관제척지 오수관로 설치사

업릮이 금년 11월 착공 예정이다.

정관제척지오수관로설치사업

은 좌광천 수질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기장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비 135억원굛시비 31억원굛군비 31

억원등총사업비 197억이투입되

는대규모사업이다.현재까지약

18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올 11월

착공하여내년부터 3년동안연간

약60억원을투입하여2020년완공

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게된다.

좌광천은 정관신도시를 관통

하는 도심 내 공원형 하천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는 정관의 대

표적인 휴식공간이다. 그러나

정관신도시 조성 시 제척된 기

존 마을지역의 생활오수가 좌

광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장군 관계자들은 올

해 국회 및 환경부를 재차 방문

하여, 관계자들에게 좌광천 내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

심 및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하

였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 197억

원이 투입되는 릫정관제척지 오

수관로 설치사업릮을 올해 11월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사업이 완료

되면 정관신도시 주변 기존 마을

지역인 산막마을 외 9개 마을(산

막, 가동, 평전, 서편, 예림, 양수,

상곡, 매곡, 정관일반산단, 병산)

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의 좌광

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릳이라며, 릲앞으로도 기장

군은 좌광천 수질 개선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

로서의 공원형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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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9일(금요일)제260호

10월은교통유발부담금납부의달

○부과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부과 대상 :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 1,000㎡이상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이상

○산출 공식 :바닥면적 X단위부담금 X교통유발계수

○부과대상기간 : 2016.8.1 ~ 2017.7.31

(부과기준일 : 릫17.7.31일 현재소유자)

○납부 기간 : 2017. 10. 16 ~ 2017. 10. 31

○ 납부 방법 :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시중은행, 우체국등

선진교통과(709-2424)

지역현안사업부산시와협의

13일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조기건설과 공영주차장 건립, 버스노선 증설 협의

14일 구청장굛군수협의회 월례회서 부산시에 주민숙원사업 지원 촉구

9월 14일 구청장긿군수협의회월례회가기장군청 3층브리핑룸에서열렸다.

기장군은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조기건설과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립,

버스노선 증설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부산시를 방문했다.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발전함에도 불구하

고 턱 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장군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조기건설

촉구

9월 13일 방문에서 기장군 관계자

는 기장선굛정관선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줄 것을 건의

했다.

군 관계자는 릲기장군은 세계최대 원

전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이 현재 극에 달해있다릳며 릲이를 조금

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의 건설이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릳고 말했다.

이어 릲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릳라고

밝히며 릲그런 점에서 원전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릳이라고 강조했다.

또 릲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사업은 경제성을 떠나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릳고 강조하며 부산시에 가

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여 줄 것을 건

의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릲도시철도 기

장선굛정관선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

며 내년 초 기장선과 정관선이 예비타

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릳고 답했다.

기장군관계자는 현재까지 기획재정

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150여 차례에 걸쳐 방문하며 사업의 당

위성 및 시급성을 강조하고 전군민 서

명운동을 펼치는 등 도시철도 기장선굛

정관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

활을 걸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공영주차장 건립, 버스노선 증설 관

련 주요현안 협의

기장군 도심지역이 주차난과 버스

노선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

데 기장군관계자는 지난 9월 13일에 부

산시 교통국장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관신도시, 기장읍, 일

광신도시 등 급격하게 팽창하는 도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군민들

의 발인 버스노선 증설에 관하여 교통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릲정관신도

시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릳며 릲특히 주민생

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신도시가 완공되어 이후

차량이 급증하자 심각한 주차난이 일

어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릳

고 말했다.

이어 릲특히 정관읍은 인구 8만, 자동

차등록대수는 3만 2천대이지만 공영

(노상)주차장이 3개소 84면 밖에 되지

않는다릳고 말하며 릲이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은 기존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

시키는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릳고 답

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릲중앙기관인 국

토교통부와 부산시가 지속적이고 긴

밀한 협의를 통해 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영주차장 개발방안을 강구해 줄 것릳

을 요청했다.

또한 매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정

관신도시 내 버스 노선의 열악함에 대

한 논의를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릲현재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이 매우 열악하여 정관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릳며 릲1008번,

1010번, 37번 등 버스노선의 증차 및 배

차시간 단축과 1008번, 1010번 버스의

노선 연장으로 정관주민들의 불편함

을 개선해줄 것릳을 부산시 교통국장에

게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앞서 기장군은 지난 9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주차환경개선

사업 및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국비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기관과 기장군의 교통문제 전반

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

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는 국비지원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에 주민숙원사업 지원 촉구

한편, 기장군은 지난 9월 14일 기장

군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굛군수협의

회에서 주민숙원이자 지역의 현안인 8

개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

하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자율

권을 구굛군에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

다.

8개 사업은 릫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도시철도 기장선굛정관선 노면전차 건

설사업,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 모전

교~협성르네상스 간 도로개설, 월내~

고리간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정관

제척지 일원 하수관로 확충사업 등 인

데 이들 사업은 기반시설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민숙원이자 지

역현안사업인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

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에는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

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 여러 사업들이 추진 중이지만, 시

비 등의 예산이 적시에 확보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조속

히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릫2017 기장 인문도시 대축제릮 개최

10월 30일 인문학 토크콘서트

11월 3일 인문학 아카데미 열려

기장군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

단에서 주최하는 2016 인문도시 지

원사업에 공모 선정되면서 본격적

으로 인문도시로서의 기장군 이미

지를 구축중이고 인문학 문화 확산

의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릫2017 기장

인문도시 대축제릮를 개최한다.

먼저 10월 30일 오후 6시 정관도

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에서 개최되

는 릫인문학 토크콘서트릮는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강제 징용된 사할린 동

포들의 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으로

문화공연과 인생토크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3일(금) 저녁 7시 기장

군청 차성아트홀에서는 릫인문학 아

카데미릮가 열린다. 영화 라라랜드로

친숙한 영화음악을 재즈와 접목시

켜 가을밤을 적셔 줄 릫참스릮 공연으

로 군민들의 따뜻한 감성을 자극한

후 KBS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한 신

병주 교수를 초청해 릫조선의 건국과

정도전릮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다. 평소 딱딱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역사용어나 사실을 재미있게 풀어

깊이 있는 역사이야기를 전해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10월 31일(화)부터 11월

2일(목)까지 정관도서관에서 기장

의 시 지정문화재를 초청하여 릫기장

학 3인 3색 콘서트릮를 연다. 지역주

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

취를 위하여 다양한 인문체험 행사

를 구성하여 깊어가는 가을 즐길 거

리가 풍부하다. 이러한 인문행사는

군민 누구나 무료로 사전예약을 통

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문의 전화 709-3942

인문학 사진굛창작시 공모전 열려

도시를 감성의 이야기로 채워

기장군은 릫2017년 기장 인문학 전

국사진공모전릮과 릫제3회 기장 인문

학글판 창작시 및 문안 공모전릮을

개최한다.

릫옛길따라 기장사람들릮이라는 큰

주제 아래, 기장의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기장의 아름다운 길,

기장의 옛길 등 길을 테마로 한 사

진 △일상적인 기장사람들의 삶과

모습에서 찾은 지역스토리를 담은

사진 등 기장옛길과 기장사람에 대

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은 오는 10월 9일까지 기장군

청 홈페이지(www.gijang.go.kr)에

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품작과

함께 이메일(ekdnsl_@naver.com)

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00만원, 최우

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씩 총 9명을 선정해 10월 말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릫2017년 기장 인문학 전국사진공

모전릮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

는 2016년 인문도시 선정에 따른 사

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기장군청 도서관과 전화

709-3942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항상 인문학을 접하고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릫제3

회 기장 인문학글판 창작시 및 문안

공모전릮을 개최한다.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한 이번공모는 9월 26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응

모하면 된다. 응모된 작품은 릫기장

인문학글판 심사위원회릮의 심사를

거쳐 10월초 총45여점을 선정해 당

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기장군청 도서관과 전화

709-3941로 문의하면 된다.

2017년도기장군장학생선발

□신청기간 : 2017. 10. 10 ~ 2017. 10. 31

□ 선발인원 : 95명(대학생 35, 고등학생 45, 중학생 10, 초등학생 5)

□ 신청자격 및지급금액

○공고일기준, 부모 또는학생본인이주민등록상연속하여 1년 이상기장군에계속거주하고있는자로서, 아래 조건을충족

하는자

□제외대상

○ 2014~2017년(상반기) 기간내기장군장학금을받은자

※예외 : 대학생의경우복지장학금대상자는상기제한없이지급가능, 고등학생일때장학금을받은자는대학생이된경우

에장학금지급대상인경우지급가능

○ 2017년도 2학기국가굛지방자치단체, 그밖의다른기관으로부터수업료지원등장학금을받은자

- 단, 고리원전및상수원보호구역관련장학금을받은자는지급가능

- 대학생인경우타장학금을받았더라도수혜금액이등록금액에미달하는경우 200만원범위내에서차액을지급

※차액(장학금지급금액)이 20만원미만인경우선발에서제외

□ 구비서류 : ①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② 재학증명서 ③ 2017.1학기 성적증명서(특기장학생 신청자는 제

외) ④ 2017년 2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및 장학금 수혜증명서(대학생에 한함) ⑤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상장등) ⑥부모또는본인의통장사본

□신청방법 :주소지읍굛면사무소방문신청

□문 의 처 :기장군청인재양성과(☏709-4332) 및 주소지읍굛면사무소

지급종류 신 청 자 격 지급금액

복지
장학금

복지장학금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또는 본인
다자녀장학금 : 셋째아이 이상, 공고일 기준 만 28세 이하인 자
성적 기준 : 2017.1학기 석차등급평균 5등급 이내(5등급 포함)인 고등학생 및 10학점 이상 이
수하고 평점평균 2.5이상인 대학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 대학생 200만원 이내
○ 초중고등학생 50만원
※ 초굛중학생은 특기장학생
만 선발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직업학교, 학점 은
행제학교 등은 제외

※ 중복신청 불가

다자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2017.1학기 석차등급평균 3등급 이내(3등급 포함)인 고등학생 및 1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평균 3.5이상인 대학생(단, 졸업반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졸업반 대학생만 직전학기 성적 없을시 휴학당시 성적표 인정

특기
장학금

문화, 예술, 체육, 과학, 수학, 영어, 전산, 기능 등 분야 시굛도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
에서 3위(단, 전국대회 이상은 5위) 이상 입상한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2016,2017년도 수상)
※ 전국 또는 시굛도 단위 대회 :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이 주관굛후
원굛협력하는 대회

군민정보화교육(11월)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기간

ITQ한글(고급)
11.6-12.1
(14:00~16:00)

25명 20일

사진꾸미기+미니홈페이지
제작(초급)

11.13-11.24
(10:00~12:00)

25명 10일

○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 교 육: 무료

○ 접수기간: 2017. 9. 29(금) 09:00 ~

○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25명)

미래전략과(709-4307)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기장읍
이인갑
세무회계

721-9844 일광면
김철재
세무회계

611-9601

장안읍,
철마면

김정호
세무회계

323-3030
장안읍,
철마면

김창한
세무회계

724-4348

정관읍
박선우
세무회계

753-5100 정관읍
세무법인
세중

582-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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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지난 9월 26일 기장군청 대

회의실에서 기장군 관계자와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릫기장선굛정관선 범

군민 유치위원회릮와 릫원전해체연구소 범

군민유치위원회릮(공동위원장 박용주, 홍

순미)출범식<사진>을 가졌다.

유치위원회는 5개 읍굛면의 주민자치

위원장과 이장협의회장, 발전위원장, 청

년회장 등 각 사회단체장을 주축으로해

꾸려졌으며, 이 날 박용주 기장군이장협

의회장과 홍순미 기장군주민자치위원협

의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유치추진위 참여

단체장과 관계자 등 각계각층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낭독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릲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

리1호기가 건설된 이후 고리원전 일대는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 되었다릳며,

릲기장군민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해체연구소가 기장군에

유치되고 꼭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릳며 포부를 밝혔다.

범군민유치위원회는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위한 16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담

은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릲고리1호기 영구정지에 이

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2굛3굛4호

기가 수명을 다하게 되어 원전해체 기술

축적에 유리하다. 동남권 방사선 의굛과

학 일반산업단지 내 원전해체연구소 부

지를 이미 확보한 기장이야말로 최적지릳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장선굛정관선 범

군민 유치위원회 출범식도 열렸는데

2019년 개통예정인 동해남부선과 도시철

도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기틀을 마

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장선굛정관선 사

업은 기장군의 중요 현안 사업이다.

기장군은 기장선 유치를 위해 2012년부

터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11만 6천여명

의 서명부를 정부에 제출하고, 5년동안

국회굛기재부굛국토부굛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150여 차례 방문해 사업의 당

위성 및 시급성을 설명한 바 있다.

기장군관계자는 릲지금껏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유치위원회와 힘

을 합쳐 기장선굛정관선 조기건설에 총력

을 기울이겠다릳고 밝혔다.

16만 군민염원담은 릫범군민유치위원회릮출범

도시철도조기건설과원전해체연구소유치총력

2017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기

장시장이 거점시장으로 선정돼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전통

시장 가을 이벤트는 전국 17개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많

은 시장들이 참여하고, 할인행

사, 고객사은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맞이한다.

기장시장은 기장군, 기장문화

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과 함께

오는 10월 17(화)일부터 29일

(일)까지 릫소소(召/부를 소),

(疏/소통할 소)하게, 기장시장릮

이라는 주제로 기장시장만의 특

색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기

장시장으로 다양한 고객들을 불

러 모아 서로 즐기고 머물며 추

억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10월 17일 오후 3시, 릫KNN쑈굩

TV유랑극단릮의 무대를 시작으

로 상인들의 라인댄스와 노래자

랑, 고객 사은행사가 진행된다.

17일 행사에는 2016년 기장시장

에서 개발한 톡톡맛밥, 먹으새

우, 멸치쿠키 등 꾸러미 상품 시

식(1천개 한정)을 통해 기장시

장 PB상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전 행

사기간, 기장시장 2층 고객쉼터

에서는 옛날 학교 문구점 앞에

서 한껏 즐겼던 레트로 게임, 운

동장에서 친구들과 어울렸던 땅

따먹기, 구슬치기 등 추억을 소

환할 수 있는 즐길거리가 제공

된다.

행사기간 중 10월 21~22일, 28~

29일 주말 4일간, 기장시장 옥상

에서는 부산지역 프리마케터들

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억의 사

진관, 부모 동반 어린이 대상 쿠

키 베이킹교실 등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이 외 스탬프투어, 솜사탕 나

눔, 포토존 등 그간 기장시장에

서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행사

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는 전

통시장에 대한 친근감을 전달하

고, 젊은 층에게는 기장시장에

서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기존 방문객들에게는 시장의 활

동적인 변화의 시도를 보여 줄

것이다.

축제의 달 10월 기장시장에서

는 전통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

는 특별한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소

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

(소각)인 A사에 지속 제기되

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낙동

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다시

추진중이다.

허가취소와 가동중지 등 근

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하기 위

해서다.

면담일정은 낙동강유역환

경청의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 10월말 이후에 방문

면담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

며 차후에는 환경부, 국회환

경노동위원회 방문도 계획중

이다.

기장군에서는 지난해 9월

과 올해 7월 등 2회에 걸쳐 기

장군 관계공무원, 정관지역

주민대표 등이 허가기관인 낙

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릲8만 정관신도시 주민이 악취

로 인한 고통과 불쾌감이 심

화되고 있어 사업장을 타 지

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릳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현장점검 실시를 요

구하며 허가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 요청

한 바 있다.

아울러 군은 악취로 인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도에 기장군 악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

할 예정으로 소요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

중이다.

또한 내년에도 기간제 환경

감시원의 상시적 운영, 주민

악취모니터링 요원 모집굛운

영, 기 설치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전송자료를 최대한 활

용, 악취배출사업장의 지도점

검강화 등 악취저감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릫정관신도시악취민원해소릮를위한

관계기관협의방문추진

기장군은 9월 8일 장안읍사무

소에서 민간원전방재단 발대식

을 개최했다. 민간원전방재단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20~22

km)중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최인접 마을이 그 대상이며 원

전반경 5km안에 위치하는 장안

읍 15개 마을과 일광면 6개 마을

주민들로서 단원수는 총 42명에

이른다. 한편 기장군은 방사능

재난시 민간원전방재단의 역할

로서 릫긴급 주민보호조치릮 사항

인 △비상경보상황전파 △옥내

대피 △주민소개 준비를 위한

마을집결지 유도 △갑상선방호

약품 배포 등은 최일선 각 마을

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임을 강조하고, 민

간영역이 이에 가세함으로서 방

사선비상 초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관(官)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릫긴급 주민보호조치릮에 보

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치

매 예방과 관리 연계 강화를 위

해 9월 14일 기장군치매지원센

터 다목적실에서 주택관리공단

과 릫치매안심아파트릮 조성 협약

식을 체결했다.

기장군 치매지원센터는 기장

군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부

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선구적

으로 설치돼 운영하고 있으며

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재활프

로그램과 각종 예방교육 무료

강좌 등을 운영해 센터 이용 주

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약은 주공아파트에 많

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

신과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서, 어르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치매조기검진, 방문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또, 아파트 경로당으로 찾아

가는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간 협력할 것을 주 내용

으로 한다.

기장시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최

전통시장에서 만나는 쇼핑관광축제

릲치매안심아파트조성한다릳

민간원전방재단발대식개최

뢾Korea Sale FESTA뢿

기장군은 경북 영천 지역 야

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

에 따라,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추석연휴를 대비해 특별방역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릲지난 9월 26

일 경북 영천 지역 야생 조류 분

변에서 H7N7형 AI바이러스가 검

출됨에 따라, 27일 기장군은 군수

주재로 경북 영천 야생조류 분변

에서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긴급대책회의는 국장외 간부공

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

으로이동이많은추석연휴를대

비해 릫AI의 선도적예방조치와상

시적굛효율적대비릮를 하라는군수

의 긴급지시사항이 내려졌다.

한편, 기장군은 작년 12월 15일

AI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가금

농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오

고 있다. 또, 가축 전염병을 상시

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방

역단과 농업기술센터, 5개 읍굛면

이 가축농가를 방문해 매일 방역

소독과 사육실태를 점검굛실시하

였으며 정기적으로 농장주에 대

해 위생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기장군 감염병방역단은

군수가 직접 총괄하는 기동방역

단을 올해 구성하여, 인수공통 감

염병에 상시굛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 365일 능동적이고 선제적

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기장군수의

특별지시에 따라, 앞으로도 AI에

대비해 가금 사육 농가를 대상으

로관리감독을더강화할것이며

지난해 기장군이 전국적인 방역

모범 사례로 선정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할수있는최선의노력

을 기울일 예정릳이라고 말했다.

추석연휴대비특별방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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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미래: 다문화,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운영일시 2017.10.13 ~10.27 매주 금요일 10:00-12:00 [강연3회] 10.21(토) 10:00-17:00 [탐방1회]

강연장소 정관도서관 여름 강의실

탐방장소 차이나타운(중구), 이슬람사원(금정구), 사상일대 등

모집대상 지역주민 30명

신청방법 정관도서관 홈페이지→온라인 수강신청9.26(화) 14:00~ 룆선착순마감룇

강 사 이성수(이슬람연구소 소장)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0. 1(일) 신비한 동물사전 133분

10. 2(월) 닥터 스트레인지 115분

10. 3(화) ~ 10. 5(목) 추석 연휴

10. 6(금) 몬스터 호텔2 89분

10. 7(토) ~ 10. 8(일) 라이온 킹 89분

10. 9(월) ~ 10. 10(화) 마당을 나온 암탉 93분

10. 11(수) 인천상륙작전 110분

10. 12(목) ~ 10. 13(금) 마루 밑 아리에티 94분

10. 14(토) ~ 10. 15(일) 모아나 113분

10. 16(월) ~ 10. 17(화) 앵그리 버드:더 무비 97분

10. 18(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114분

10. 19(목) 슈퍼배드 95분

10. 20(금) 슈퍼배드2 98분

10. 21(토) 도라에몽 극장판: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101분

10. 22(일) 슈퍼배드3 90분

10. 23(월) ~ 10. 24(화) 귀를 기울이면 111분

10. 25(수) 꾸뻬씨의 행복여행 120분

10. 26(목) ~ 10. 27(금) 도리를 찾아서 97분

10. 28(토) ~ 10. 29(일) 굿 다이노 101분

10. 30일(월) ~ 10. 31(화) 정글북 106분

기장도예문화 맛보기

운영일시 2017. 10. 11 ~10. 25매주 수요일 10:00-12:00 [강연2회]10. 25(수) 10:00-17:00 [탐방1회]

강연장소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탐방장소 정관박물관, 기장도요 등

모집대상 지역주민 30명

신청방법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9. 19(화) 09:00~ 룆선착순마감룇

강 사 황 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0. 1(일) 동키호테 83분

10. 8(일) 뮨:달의요정 85분

10. 15(일) 메리다와 마법의 숲 102분

10. 22(일) 에픽:숲속의 전설 102분

10. 29(일) 썬더와 마법저택 86분

일 자 도서명

10. 7(토)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10. 14(토) 바쁘다 바빠

10. 21(토) 맛있는 구름 콩

10. 28(토) 나뭇잎의 여행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의 남극 꽁꽁 대모험 슈퍼배드3

10. 21(토) 11:00/14:00/17:00 10. 22(일) 11:00/14:00/17:00

정관도서관

1. 길 위의 인문학 3차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세부내용

※ 상기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관도서관팀(709-3904)

2. 리딩 투 북버디

○ 운영기간 : 2017.10.20 ~ 11.11 매주 금굛토요일

○ 일　　시

▷ 매주 금요일 16:00 ~ 16:50(1차)

▷ 매주 토요일 12:00 ~ 12:50(2차)

○ 대　　상 : 책읽기를 좋아하는 6~7세 어린이 10명

○ 신청방법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온라인 수강신청

▷ 10.20 ~ 10.28 → 2017.10.11(수) 10:00~ 룆선착순마감룇

▷ 11.03 ~ 11.11 → 2017.10.25(수) 10:00~ 룆선착순마감룇

○ 수업내용 : 동화구연 선생님과 함께 읽은 책을 동물인형에게 들려주고 다

양한 독후활동 체험해보기

○ 장　　소 : 정관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 수 강 료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3916)

3. 도서관 속 신나는 동화탐험

○ 일 시 : 매주 수요일 10:30 ~ 11:30

○ 대 상 : 관내 유아보육기관 및 3~7세 유아 및 학부모

○ 신청방법 : 유아보육기관-홈페이지 /개인-당일 방문 접수

○ 수업내용 : 손유희, 구연동화, 만들기 활동, 독후 활동 등

○ 장　　소 : 정관어린이도서관 2층 엄마랑 아가랑 실

○ 수 강 료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5386)

4.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교실

○ 일　　시 : 매주 토요일 10:30 ~11:30

○ 대　　상 : 관내 3~7세 유아 및 학부모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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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소

▷ 1, 3, 5주 : 정관어린이도서관 2층 엄마랑 아가랑 실

▷ 2, 4주 : 정관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

○ 수 강 료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5386)

5. 소두방어린이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지하1층)

○ 상영시간

▷ 월요일 : 15시(1회 상영)

▷ 화굛목굛금 : 10시 30분, 15시(2회 상영)

▷ 수요일 : 11시, 15시(2회 상영)

▷ 주말굛공휴일 : 11시, 14시, 17시 (3회 상영)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차성문화제 특선영화 상영 ★

○ 상영일시 및 상영작

○ 관람방법 : 별도 접수 없이 선착순 입장

정관도서관팀(709-3901)

기장도서관

1. 길 위의 인문학 릲물과 빛의 도시, 사람의 무늬를 그리다릳 수강생 모집

○ 프로그램 세부내용

※ 상기일정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장도서관팀(709-5332)

2. 주말 가족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학습실

○ 상영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14:00

기장도서관팀(709-5321)

3.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 시 간 : 매주 토요일 11:00~12:00

○ 장 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 유아 포함 가족

기장도서관팀(709-5321)

■기장군취업정보센터구인정보

■기장여성새일센터구인정보

※ 자세한 사항은 기장취업정보센터 (☏ 709-4377~4379) 또는 정관취업정보센터 (☏ 709-5105~5106)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장여성새일센터 (☏ 709-5353~5359) 또는 정관취업정보센터 (☏ 709-5107)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 바
랍니다.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양성국갤러리 정관읍 산단1로 46 배송납품원 2명 09:00~18:00(주6일)
연봉 2,000만원
(상여금 100％)

동원로얄 스크린골프 기장읍 반송로 1345 카운터 2명 09:00~17:00 17:00~24:00(주5일) 시급 7,000원 차량소지자
이재상사 기장읍 기장대로 478 배송직 1명 08:30~18:30(주6일) 월급 190~200만원(세후) 수동운전가능자(필수)

지리산쌍계한의원 정관읍 정관로563 간호조무사1명
평일 09:00~19:00
토 09:00~14:00

월급 1,630,440원 자격증(필수)

피올라어린이집 정관읍 가동2길 3 차량기사 1명 08:30~10:00 15:00~18:00(주5일) 월급 120만원 1종 대형면허(필수)
(주)비티에스 기장읍 해안로. 롯데마트 미화원 1명 08:00~17:00(휴무 월9회) 월급 141만원

삼양유통 울주군 서생면 양암1길 경리사무원 1명 09:00~18:00(토요격주) 월급 170만원
전산회계가능자,
차량소지자

부경램프 정관읍 산단 4로 기계미장공1명 08:00~17:00(주6일) 일급 12만원
청년층 고려인,
언어장애인

(주)성신실업 일광면 화용길 74 창호샷시제작, 판매 1명
평일 08:30~18:00
토 08:30~15:00

월급 170~180만원 운전가능자

(주)나나진 기장읍 청강로 28
인터넷쇼핑몰 고객관리,

상담 1명
09:00~18:00

09:00~14:00(토요격주)
연봉 1,800만원

(주)포쉐프 기장읍 청강로 40 수입육 가공,포장 1명
08:00~18:00

08:00~13:00(토요격주)
연봉 2,200~2,400만원 나이무관, 성별무관

(주)골든피쉬 기장읍 차성동로 67 수산물 손질,판매 1명 07:30~19:30(주1회 휴무) 월급 250만원 차량소지자

삼우인텍 장안읍 명례산단 1로 단순 생산직 1명 08:00~18:30(주5일)
연봉 2,000만원
(상여금 100％)

초보가능
CO2용접가능자

세진테크 정관읍 정관로 923-95 사무보조 1명 08:20~18:00(주5일) 연봉 1,920만원
본죽＆비빔밥 정관신도시점 정관읍 정관로 560 주방보조 1명 09:00~15:00(주1회 휴무) 월급 105만원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주)삼구에프에스 장안읍 정관로 133 조리보조원 2명

전처리파트 9시~15시(평일)/9시~17시
(토요일)-급여 130만원
세척파트 9시~15시

(주6일근무)-급여 120만원

시급 6,470원

해동오토(주)정관지점 정관읍 농공길 51 제조관련단순종사원 4명
08:30~17:30(월~금)/주5일근무
물량에 따라 잔업 있음

시급 6,470원
통근버스(울산, 정관)

차량유지비

제이비테크 정관읍 서편길 43
자동차부품 생산,
검사, 포장원 2명

8:30~17:30(주5일)
잔업:주2~3회 21:00까지 특근있음

시급 6,470원

일광개발(주) 일광면 이천8길 100 골프장예약접수원 1명 주5일(주40시간)탄력근무제 연봉 22,000,000원
통근버스(해운대, 기장),

기숙사

가보스 정관읍 산단4로 49 재봉사 1명 08:30~17:00(주5일) 월급 180만원

해인재가복지센터 정관읍 산단2로 60 재가요양보호사 1명
08:00~12:00(주6일근무)
(1등급 할아버지 케어)

시급 8,390원

해인재가복지센터 기장읍 소정안길 68 재가요양보호사 1명
09:00~12:00(주5일근무)
(4등급 할머니(84세) 케어)

시급 8,390원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기장읍 차성로 265 사회복지사 1명 09:00~18:00(주5일근무) 월급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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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실버홈 정관읍 곰내길 574 요양보호사 2명
09:00~18:00

18:00~09:00(2교대근무)/
주5일근무

월급 175만원 통근버스(정관내운행)

바우와우코리아 정관읍 산단5로 식품분야 단순종사원 00명
8:30~17:00(월~토)/토요일격주근무
10:00~17:00(월~금)/시간제

시급 6,470원
시급 6,910원(남)

통근버스(정관), 중식제공

(주)원풍산업 정관읍 산단5로 100-52 제조관련단순종사원 6명 08:20~19:00(주5일근무) 시급 6,470원
통근버스

(남구 감만동-송정-기장)

동원탑 어린이집 정관읍 산단4로 139 급식조리원 1명 09:00~14:00(주5일근무) 시급 6,470원

다인보금자리건강센터 장안읍 오리길 376-28 단체급식조리사 1명 07:00~18:00(주5일근무) 월급 160만원 기숙사

해인재가복지센터 철마면 고촌로44번길 16 재가요양보호사 1명
15:00~18:00(주5일근무)
4등급 할머니(74세) 케어

시급 8,390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 합시다

○ 오는 10월 1일은 제69주년 국군의 날, 10월 3일은 제

4349주년 개천절, 10월 9일은 571돌 한글날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

시다.

○ 각 가정에서는 10. 1(일), 10. 3(화), 10. 9(월)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릫대한민국 국기법릮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

간 게양 가능

○ 심한 비굛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

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다시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 게양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특히,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 운영

헌법재판소 부산지역 상담실에서 아래와 같이 헌법재

판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 일시 : 2017. 10. 25(수) ~ 10. 27(금)

※ 통상 매월 셋째 주 3일간 실시

○ 장소: 부산광역시청 3층 애민실(헌법재판 상담실)

○ 상담인력: 전문상담관 등 2명

○ 상담내용

▷ 헌법소원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등 사건 및 문건 접수

▷ 헌법재판 관련 절차 등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

ccour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헌법재판소 심판민원과(02-708-3467)

복지용구 무료 대여사업 이용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

양보험 미수급자 중 법정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일반 어르신에게는 저렴하게 복지용구를 대여하오니 많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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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변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 10종

○ 문 의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502-1445~6)

식중독 예방법

○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말기

○ 한번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봉지에 싼 후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기

○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기

○ 부엌 내 모든 곳을 청결히 유지하고 조리대, 도마 칼,

행주의 청결에 특히 주의하기

○ 상가, 예식장, 수학여행 등 집단 급식에는 날 음식 접

대를 피하기

○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 어패류를 만지지 않기

○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 올바른 손 씻기 ▷ 물 끓여서 먹기 ▷ 음식물 익혀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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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박종범이사장(사진왼쪽)과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박미숙대표가협약식후기념촬영.

공유와 소통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과 CJ헬

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이 소통하기로 했

다. 지난 8월 30일 양 기관은 CJ헬로비전

방송국에서 공단 박종범 이사장과 CJ헬로

비전 해운대기장방송 박미숙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공동 봉사활동 추진과 홍보 등

제반업무에 대한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공단은 주요 행사소

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공단 사회공헌활동에 CJ헬로비

전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

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CJ헬로비전 해운

대기장방송은 우리동네 게시판, 부산통,

헬로티비 뉴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

공받은 정보를 송출하고 공단 복지시설

및 다솜누리봉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더해 지역 소외계

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박 이사장은 릲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에

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다채

로운 정보를 지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

하고 공동 봉사활동을 통해 기장관내 소

외계층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박 대표는 릲재난상

황 발생 시 기장군 외곽지역에 소외된 계

층이 없도록 지역 방송사로서 스마트시

티를 구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협

약이 지역민들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한다릳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2017년 중 자선바자회,

연탄 배달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CJ헬로

비전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한글

교실, 스마트폰 활용법 교실, 언어치료교

실을 열 계획이다. 지방공기업과 지역 방

송사로서 아름다운 동행에는 지역민을

위한 편의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

이 교집합하고 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CJ헬로비전과업무협약체결

기장군노인복지관

부산실버영상제최우수상수상

은빛나래 실버영상반

기장군노인복지관 릫은빛나래 실버영

상반릮은 릫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릮를 주

제로 출품한 릫나는 70대 청춘이다릮 영상

작품이 9월 21일 개최된 2017년 제7회 부

산실버영상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실버영상반은 2016년부터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사업본부의 지원을 받아 어

르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다. 이번 수상은

어르신들이 연기,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을 직접해 얻은 성과라 더욱 뜻깊다.

주연배우이자 시나리오까지 작성한

현봉준 어르신은 릲그저 즐겁게 살아야겠

다는 생각을 화면에 옮기고자 했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

하다릳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 실

버영상반에 처음 참여해서 자신의 휴대

폰으로 영상을 제작한 변영만 어르신도

릫행복의 교실릮이라는 주제로 입선의 영

광을 얻었다. 대중이 사랑하는 음악, 미

술, 영화 등 예술작품들이 사람의 인생

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들의 심금을 울리고 일상의 지친 마음

을 위로해준다. 영상반 어르신들 역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존재로 당당히 우리 곁에 있어 주시길

기대한다.

한편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시

대에 발맞춰 노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어르신들의 요구에 적합한 노인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한 노년사회 건

설에 앞장서고 있다. 기타 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기장군노인복지관

전화 792-4760으로 하면 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들검정고시 53명 합격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

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과

재적응을 돕기 위해 검정고시반을 운영

하고 있다. 검정고시는 매년 상굛하반기

2회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4월 8일, 8

월 9일에 치러진 시험에서 총 53명의 학

교 밖 청소년들이 전 과목 합격

(85.5％)의 기쁨을 누렸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정고시반

은 해밀교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업

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원 서비

스이다. 센터에서는 검정고시반 청소년

들이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학력을 취득

하고 나아가 상급학교나 대학진학을 준

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교 내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숙려

제를 시행하여 학업재적응, 학교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관계자는 릲돌봄과 챙김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취득 후 건강

한 사회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

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 아울러 검정고시반 운영에 관

내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들이 학습멘토

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이 재학생에 비해

낮은 만큼 학력 신장을 도울 수 있는 많

은 분들의 봉사와 참여를 바란다릳고 전

했다. 문의 792-4880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일 기장

군청소년수련관 달음산 그린캠프에서

다문화굛비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과 가

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숲체험 릫숲애

(愛)가자굩릮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저소득 가정 등 총 37가정 100여

명이 참여해 자연생태를 배우는 숲체험

을 시작으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협동놀이까지 다채롭게 꾸며졌다.

전문 숲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된 숲체

험은 숲 명상, 자연물 관찰, 가을곤충

살피기, 생태의자 만들기, 나뭇잎으로

여우 만들기 등의 다양한 관찰, 체험활

동이 이뤄져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

을 일깨우고 자연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숲체험을 통해 환

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다문화굛비다

문화 가정이 함께 축제의 장을 열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릲평소 바

쁜 일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

회가 적었는데 오늘 아이들이 즐거워하

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이번 체험을 통해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들과 교감할 수 있었고, 레크레이

션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추억이 생긴 것 같다릳고 전

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가족숲체험 릫숲애(愛) 가자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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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좌 명 강습 시간 정원 내 용 장 소 비 고
한글교실 월, 수 10:00~12:00 20 한글 익히기 2층 강당 공책, 연필 개인준비
노래교실 화 10:00~12:00 50 신나는 대중가요 배우기 2층 강당 교재비 별도
힐링그림
그리기

금 10:00~11:30 20 스케치, 정물화 및 수채화 그리기 2층 강당 교재비 별도

하모니카 목 10:00~11:30 15 동요, 가요, 가곡 배우기,하모니카 기초 2층 강당 악기, 교재비 별도
오카리나 목 11:30~13:00 15 동요, 가요, 가곡 배우기 2층 강당 악기, 교재비 별도
라인댄스 월, 목 10:00~11:30 15 라인댄스(기본스텝, 스트레칭 등) 3층 다목적실 운동화, 간편복장 준비

강좌명 운영일 이 용 시 간 대상 이용 요금

스피닝

화 ~ 금 09:00 ~ 09:50

만 18세 이상~ 55세
미만

34,000원

화 ~ 토 10:00 ~ 10:50 34,000원/50,000원

화 ~ 토 11:00 ~ 11:50 34,000원/50,000원

화 ~ 금 18:00 ~ 18:50 34,000원

화 ~ 토 19:00 ~ 19:50 34,000원/50,000원

화 ~ 토 20:00 ~ 20:50 34,000원/50,000원

화 ~ 토 21:00 ~ 21:50 34,000원/50,000원

노년행복컨설턴트 뢾억수로 좋은날뢿 개강

기장군노인복지관에서는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관내 노년우울증

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

탁드립니다.

○일　　시 : 2017. 9 ~ 11월 /매주 화요일, 12:30 ~ 14:00

○장　　소 : 기장군노인복지관 2층 강당

○대 상 : 기장관내 우울증이 있는 노인

○주요내용 : 노인우울검사 및 집단교육치료 등

○신청방법 : 전화, 기관내방

○문 의 : 담당자 손병수 792-4805

기장군노인복지관(792-4760)

장안읍노인회관 평생교육프로그램

○회원가입

▷회원자격 : 기장군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준 비 물 : 사진 1장, 주민등록증

▷접수장소 : 장안읍노인회관 1층 안내데스크

○운영 내용

▷운영기간 : 2017. 9. 1 ~ 12. 31 (4개월)

▷접수기간 : 2017. 8. 24부터 상시접수 (선착순마감)

▷수 강 료 : 10,000원

장안읍노인회관(792-4910)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모집

○운영기간 : 연중 (개별 주 2회)

○장　　소 :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교실

○대　　상 : 다문화가족 자녀 (만12세 이하)

○내　　용 :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 전화, 센터내방 ※참가비 무료

○문　　의 : 담당자 민은하 792-4797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다문화이해교육

○일　　시 : 2017. 10. 20(금), 13:00~15:00

○장　　소 : 프로그램실 3-1강의실

○대　　상 : 결혼이민자 20명

○내　　용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 릫나의 모국 최고릮

▷우리가족 인권 지킴을 위한 교육 등

○신청방법 : 전화, 센터내방 ※참가비 무료

○문　　의 : 담당자 정화연 792-47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교육 뢾해피파파뢿

○일　　자 : 2017. 10. 28(토)

○장　　소 : 부산 119안전체험관(동래구 온천동 소재)

○대　　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 8가정

○내　　용 : 도시재난, 자연재난, 생활안전 체험

○신청방법 : 전화, 센터내방 ※참가비 무료

○문　　의 : 담당자 정화연 792-47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기장생활체육센터 스피닝 강좌 운영

기장생활체육센터에서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을 위

하여 스피닝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다이어트 강좌를 통해 건강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

랍니다.

○강좌요강

○신청기간

▷기존회원 : 매월 20일 ~ 23일

▷신규회원 : 매월 26일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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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생활체육센터(792-4790)

공단행사이모저모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9월 13일 유휴 이불을 철마면 새마을부녀

회(회장 송명순)에 기증해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에서는 9월 5일 남성 독거노인의 자조능

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자립강화 프로그램인 릫최

고의 신사릮 2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통무예

체험 기회제공을 위해 국궁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

후 보조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5일 발달장애청소년 치어댄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가정과 함께 프로야구경기를 관람, 치어댄스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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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글자쓰기연습에몰두하고있다.

여-자, 커-피, 혀-, 너-구리. 어르신들

이 한글 모음 릫ㅕ릮와 릫ㅓ릮를 구분하는 연습

을 하느라 곁에 사람이 오는지도 모른 채

열심이다. 삐뚤빼뚤한 모습이지만 학습지

위에 각자 날짜와 이름을 적는다. 70대 한

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든에서 아흔까

지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다. 늦깎이 한

글 공부를 위해 집안일과 밭일을 제쳐두

고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이 모인다는 내

덕마을회관을 찾았다.

학습으로 다(多)행복을 실현하는 평생

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장군에서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

고 있다. 릫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사랑방

(이하 한글교실)릮은 과거 어려운 사정으

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

아가는 문해(文解: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

는 것)교육 사업이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장안읍 용소마을경로당 등 세 곳에서 시

작되었고, 올해는 호응이 좋았던 용소경

로당 한 곳과 새롭게 참여한 내덕마을회

관까지 총 두 곳에서 4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 중이다.

내덕마을회관 한글교실에서 강의를 맡

고 있는 박혜영 강사는 릲글자쓰기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학습지에

색칠하는 작업을 같이 하니 두뇌활동도

되고 시각적으로 집중이 잘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글자를 쓸 줄 모르던 어르신들

이 이제는 자기 이름도 알아서 척척 쓰시

고, 선 밖으로 삐져나가던 색칠하기도 깔

끔하게 그림 안으로만 예쁘게 칠하십니

다. 힘드실 텐데 꾸준히 오셔서 잘 따라

하시고 한글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시니

너무 감개무량 합니다릳라며 늦깎이 학생

어르신들의 성장한 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봤다.

이 곳 한글교실에 어르신들을 모은 내

덕마을 조득순 이장은 릲특별히 바쁜 일정

이 없으면 대부분 한글공부를 도와드리

러 옵니다. 강사 선생님이 항상 개인적으

로 학습지를 만들어 오시고 공부한 학습

지를 모을 수 있게 개인별로 파일을 준비

해주셔서 차곡차곡 집어넣으니 이력관리

도 되어 좋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길

을 가시다가 간판도 드문드문 읽고 도로

표지판에서 아는 글자가 나와 읽을 수 있

게 되면 기분이 좋다며 마냥 행복해하십

니다릳라고 하며 어르신들이 쓰신 색연필

을 종류별로 정리했다.

한편 9월은 릫대한민국 문해의 달릮로 기

장군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지난 20일에

관내 한글교실 어르신들이 정관도서관

소두방 어린이극장에 모여 릫할머니는 1학

년릮이라는 영화를 다 같이 관람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사랑방

릲늦깎이한글공부로시간가는줄몰라요릳

향수어린 하모니카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하모니카를 불어 폐활량을 늘리

고 호흡을 조정하면 병후의 회복, 치매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하모니카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나

고 있다.

지난 목요일 오후 3시 기장 노인복지관

하모니카반을 찾아갔다. 2층 계단을 오르

자 추억의 소리가 강당 쪽에서 흘러나온

다. 하모니카 반 교실에서 나오는 소리다.

열 여섯 명의 어르신들이 연습중이다. 입

에는 하모니카를, 눈은 악보에, 귀는 강사

설명에 집중하느라 문을 열고 들어가도

모른다.

복지관 하모니카 교실은 이번 학기에

새로운 강사를 모셔왔다. 릲요즘 1인 1악기

시대에 하모니카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

게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악기죠. 자녀

들 출가나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 외로울

때 릫반려악기릮로 아주 좋아요. 머리를 쓰

며 이론공부를 하니까 치매 예방이 되어

요. 노후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품격 높은 삶을 살게 하죠. 하모니

카의 특징은 악기가 작아서 휴대하기 편

하고, 소장하기 편리하고 배우기가 쉽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서 좋아요. 한번 사면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독주, 중

주, 합주 모두 가능하며 동요, 가곡, 클래

식까지 모든 장르를 연주할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릳

음악을 전공한 박정훈 강사는 릫언니릮,

릫오라버니릮라는 다정한 호칭을 부르며 어

르신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한다.

하모니카 사랑에 푹 빠지게 한 비결 중

하나인 것 같다.

릲어디서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모니

카를 꼭 한번 배우고 싶었지만 우리시대

에는 그럴 환경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복지관에 하모니카 반이

있어서 늦은 나이지만 입문하게 되었어

요. 음악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 자

체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일주일 내내 수

업이 있는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도, 레, 미...도 잘 모

르는 우리들에게 기초이론부터 자세하게

지도해 주시고 열정이 대단해요. 좀 어렵

더라도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주실 때 포

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고 단체 카톡

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짐도 해요릳 최정

자(71세)반장은 첫사랑을 하고 있는 소녀

처럼 하모니카 반 자랑을 하며 볼이 발그

레해진다.

릲나가서 부를 곡 스코틀랜드민요 릫아름

다운 것들릮을 연습해보겠습니다. 손은 이

렇게 잡으세요릳 11월 군청에서 발표하는

곡을 매주 연습시키며 강사 목소리에 힘

이 들어간다. 연습하는 중 사레가 들려

기침을 하며 멈추는 분도 있지만 하모니

카를 즐기는 열정은 청춘이다. 아련한 추

억의 하모니카 연주는 어르신들의 건강

과 취미굛여가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신감과 성취감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

된다. 서옥희 명예기자

기장군노인복지관 - 하모니카반

하모니카와멋진노후를즐겨

릫정의란 무엇인가릮, 릫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릮, 릫칼의 노래릮,

릫시크릿릮, 릫정글만리릮. 릫1Q84릮, 릫멈

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릮 등 21

세기 들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입니

다. 100만 부만 팔려도 대단한

데, 2003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3,000만 부 넘게 팔린 책이 있습

니다. 아울북에서 나온 릫마법천

자문릮 시리즈입니다. 어린이 한

자학습용 만화책으로 39권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

면서 함께 몇 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법천자문의 인기비결은 무

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읽으

면서 자연스럽게 한자와 친해지

는 것입니다. 책을 잘 만들었다

는 이야기겠지요. 또 다른 이유

는 오락가락하는 한자 교육 정

책입니다. 한자 교육을 두고 수

십 년간 찬반논란이 진행되는

사이에 학교에서 한문을 배운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이 섞

여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

렸습니다. 한글전용이냐 한자병

기냐 어느 쪽이 옳은지 저는 판

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마법천

자문으로 대표되는 한자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의 실패가 원인일

것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였습니다. 릲안중근 의사가 의사

야?릳 묻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義士와 醫師의 차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醫자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묻더라고

요. 저는 바로 답을 못하고 알아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저

보다 영어 발음이 좋을 때는 마

냥 대견스럽기만 하더니, 제가

모르는 한자의 유래를 물어오니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마법천

자문을 사준 것을 잠시 후회했

습니다.

醫자의 뿌리를 찾는 일이 쉽

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오늘 소개할 책

의 저자인 하영삼 교수입니다.

당시 하 교수가 동아일보에 연

재했던 릫한자뿌리읽기릮라는 칼

럼을 읽고 나서 아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성대

학교 중국학과 하영삼 교수는

한국한자연구소 소장이며 한자

어원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번에 릫100개 한자로 읽는 중

국문화릮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중국문화를 대표하는 100개의

한자를 뽑아서 어원과 글자에

반영된 문화의식을 설명한 책입

니다. 한자를 익히면서 중국문

화의 뿌리도 이해할 수 있어서

어른을 위한 릫마법천자문릮이 되

리라 믿습니다.

책에 나온 100가지 한자 중에

서 주인 主의 유래를 잠시 소개

합니다. 주인을 과연 어떻게 그

렸을까요? 主는 등잔 위에 불이

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

니다. 主(주)는 심지를 그린 것

이고 王(왕)은 등잔대와 받침을

그린 것으로 임금과는 무관합니

다. 어둠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

한 것이 심지이며, 주인은 모름

지기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정신

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

습니다. 글을 읽고 제 방에 主자

를 크게 써서 붙여 놓았답니다.

한자는 그저 복잡하고 이상하

게 생긴 상형문자려니 생각하셨

다면 이 책을 꼭 읽어 보세요.

어원을 따라 한 글자씩 익히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추상화가

또 있을까 감탄하실 겁니다.

김민석 의학박사

100개 한자로읽는중국문화

하영삼/도서출판3

어른을위한 릫마법천자문릮

2017년 9월 29일(금요일)제260호

보건소소식

굩

○ 일시 : 2017. 10. 13(금) ~ 14(토) 10:00-18:00

○ 장소 : 부산 시민공원 다솜 마당(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 대상 : 부산시민

○ 비용 : 무료

○ 내용

▷ 무료 정신건강특강 및 1: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 클래식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는 버스킹 문화행사

▷ 아동청소년, 성인, 중독 등 테마 별 정신건강 체험 프로그램

기장군정신건강증진센터(727-5386)

추수 등 농작업과 벌초, 성묘,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대

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예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종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 병으로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

열, 소화기증상(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을 나타냄

▷쯔쯔가무시증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 병으로 1 ~ 3주의 잠복기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가피(털진드

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등의 증상이 발생

□ 진드기 매개 감염 병 예방법

○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야외활동 시 반바지, 반팔, 옷, 샌들 신는 것을 피하고 모자 및 양말 신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 후 햇볕에 말리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

단히 여미기

▷장화 신기

○ 야외 활동 후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17년 8월 ~예산소진 시 까지

○ 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 만 65세 이상 기장군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 이상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나이 기준

○ 방법 : 기장군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로 대상자 직접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신분증(1952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신 분)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확인서

○ 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시술비용 지원

건강증진팀(709-4821, 4854, 4856)

10월 10일은 릫임산부의 날릮입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

간 10개월을 의미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 출산을

극복하고 임신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

니다.

○ 임산부의 날 기념 특강

▷ 제 목 :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4분의 기적

▷ 일 시 : 2017. 10. 17(화) 10:00~12:00

▷ 장 소 :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 대 상 : 임산부 및 영굛유아 부모

▷ 강 사 : 대한손상예방협회 배석주 사무총장

▷ 내 용 : 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뇌소생술

○ 임산부 배려굩

오늘 당신의 배려를 보여 주세요

▷ 표시가 안나는 임신 초기는 세심한 배려가 가장 필요한 시기

▷ 지하철과 버스에서 자리양보는 임산부 배려의 시작

▷ 임산부가 있다면 담배는 조금 후에굩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굩

▷ 출산 전 휴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

모자보건실(709-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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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제225회 임시회개회

군민생활과밀접한조례안등처리

기장군의회(의장 김대군)는 9월 13

일, 군수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

데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릮 등 총 24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대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릲지난 3

년여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

관으로서 그리고 대변자로서 군민의 눈

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부단

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못내 아

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시

간 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를 타산지석

으로 삼아, 남은 임기 더 성숙된 모습으

로 군민들께 신뢰 받는 의정활동을 함

께 펼치자릳고 제안했다. 또한 릲다가오는

추석에는 설레는 고향 길 안전하고 편

안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가족, 그

리웠던 친지와 즐거운 시간 함께하는

뜻 깊은 명절 보내시길 소망한다릳고 인

사말을 전했다.

상세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릫회기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릮을 비롯해 릫2017년

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

고의 건릮, 릫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

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릮을 처리했다.

이어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생과 관련된

2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해 본 회의에

상정했다.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를 한 후 송부된 22개

의 조례안 등을 처리했고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

정질문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이어지는

열띤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이승우

의원과 이현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

다.

민굛관굛경한자리에서치안정책논의

지역치안협의회굛치안정책설명회

군민의 대표기관인 기장군청과 군의

회와 기관장, 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치

안정책을 설명하고 지역치안 관련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기장경찰서가 주최하

는 릫2017년 지역치안협의회굛치안정책설

명회릮가 기장경찰서에서 9월 26일 개최

됐다.

이 날 행사에는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

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기장군수, 양영석

기장경찰서장, 그리고 지역의 기관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

개-인사말씀-치안업무보고-상호 의견수

렴 순으로 진행됐다.

의견수렴 순서에는 참석자들이 각종

건의사항과 정책제안을 쏟아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여러 건의사항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내기도 했다.

市구굛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

지방자치활성화와

지방의회발전방안모색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 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가 기장군의회 주관으

로 9월 7일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봉 의

장협의회 회장(중구의회 의장),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15

개 구굛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으며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의장협의회의 기장군 방문을 환영하고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는 회장 인사와 기장군의회 의장 환영사, 기장군수 축사에 이

어 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전국 시굛군굛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의 활동사항 보고,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 의장협의회 당면사

항 토의에 이어 각 구굛군의회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끝으로 행사를 모

두 마쳤다.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은 환영사에서 릲부산의 변방으로 치부되던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는 동부산 발전의 중심지라 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지역발전상을 대외에 알리고 지방자치 발전

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기장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릳는 소감을 전하고 릲민의의 전당이자 지

방자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협의체인 의장협의회를 통

해 항상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릳고 제안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구굛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굛군 의

회 의장들의 협의체로서 매월 각 구굛군을 순회하며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장군에서는 2015년 10월 이후 24개월 만에 개최됐다.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기장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지역의 최대현안인 고리1호기 폐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궁금증 해소

와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민 여

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굛장소 : 10. 24.(화) 14:00~,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 참석 :지역주민, 단체 등

○ 주요내용 : 룆원전해체 정책방향과 해체안전성룇토론

-주제발표 1 : 원전해체 정책방향(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주제발표 2 : 원전해체 현기술 현황(서균렬 서울대 교수)

-토론자 : 손문 부산대교수(좌장)외 5명 ※ 토론 후 질의굛답변

이승우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먼저, 일광면 삼덕마을 내 방치되

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부릅니다.

석면은 1987년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

암물질로 규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을 원천 금지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

염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연

간 9만여명이 석면폐증, 폐암 등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

리나라에서도 6~70년대 석면을 기적

의 물질로 불렀고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70

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석면슬레이트

는 저렴한 가격과 실용성 때문에 농

촌지역의 초가지붕개량사업에 집중적

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123만동 건축물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슬

레이트 지붕개량은 정부에서 권장하

였고 일선 지자체의 관료적 추진에

따라 농촌마을의 초가지붕이 거의 모

두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체 되었습니

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

늘날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문제

에 대해 국가와 우리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용된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정도

함유하고 있고,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

라 석면비산 가능성이 증가 하고 있

어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노후 슬레

이트 지붕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나 주택용 건축물에 한하며, 불법건축

물 및 창고, 축사 등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광면 삼덕마을의 경우 1964년~

1968년에 준공된 석면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등과 수십 가구의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기장군의 2013년 전

수조사에 의하면 준공 허가된 7건의

건축물중 6건이 석면슬레이트 지붕 2

천955평방미터로서 무허가 주택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큰 노후 석면슬레이

트 집합 지역으로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2017년 1회 추경예산

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억1천2백

여만원의 노후슬레이트 지붕처리 지

원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지붕

정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는 2019

년까지 1만세대 규모에 유치원, 초등

학교, 중고등학교가 들어오는 일광신

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삼덕마을

은 일광신도시에 인접하고 있어 인체

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노후 석면

슬레이트에 그대로 노출 되는 상황으

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

한 실정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삼덕마을은 물론 기

장군 전체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

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은 물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일광신도시에 대한 집중호

우 대책 주문입니다. 9월 11일 부산지

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장군

은 일광면에 191mm로 큰 피해가 없었

으나 영도구 358mm, 남구 272mm가 내

려 출근길 도로위에 불어난 물로 차

량이 떠다니고 주택이 붕괴되는 등

침수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기장군

은 2014년 8.25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

어 수계별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 설

치 등 2,487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구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일광신도시는 123만7천㎡ 면적의

대부분 임야와 전답이 있던 곳을 개

발하여 택지로 조성하고 있어,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그 면적만큼 불투수

면적으로 바뀌게 됨을 의미합니다. 비

가 오면 물을 머금는 스펀지 역할을

하던 지역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불어날 빗물은 하

류지역에 상습적인 피해를 줄 수 있

습니다.

일광신도시가 완공되고 집중호우

가 발생하면 도로가 물길 역할을 하

여 일광역 부근 해수욕장 쪽에 밀집

된 주택 및 상가가 침수될 위험이 크

므로 배수로 정비와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등 사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

니다.

룆제225회 임시회룇 의원 5분 자유발언

삼덕마을내석면슬레이트지붕및

일광신도시집중호우대책필요

이현만
의원

공자와 제자 안회(顔回)사이의 일

화입니다. 안회는 배움을 좋아하고 항

상 진실했으므로 공자가 아끼는 제자

중의 한명이었습니다. 안회가 어느 날

공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렀는데

한 포목점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보

니 가게주인과 손님이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포목을 사러온 손님이 큰

소리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릲3x8은 분명히 22인데, 왜 나한테 24

전(錢)을 요구하느냐 말이야?릳 안회

는 이 말을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먼

저 정중히 인사를 한 후 릲3x8은 분명

히 24인데 어째서 22입니까? 당신이

잘못 계산을 한 것입니다릳하고 말을

했다.

포목을 사러온 사람은 안회를 가리

키면서 릲네가 누군데 감히 참견하고

따지려 드는 거냐? 도리를 평가 하려

거든 공자님을 불러와라굩 옮고 그름

은 그 양반만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굩릳

안회는 그 손님의 말을 듣자 회심

의 미소를 짓고 릲좋습니다. 그럼 만약

공자께서 당신이 졌다고 하시면 어떻

게 할 건 가요?릳

그 손님은 당당하게 릲그러면 내 목

을 내 놓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무얼

걸겠느냐?릳

안회도 지지 않고 릲제가 틀리면 모

자를 내 놓겠습니다.릳

두 사람이 내기를 걸고는 공자를

찾아갔습니다.

공자는 사유 전말을 다 듣더니 안

회에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릲네가 졌

으니 이 사람에게 모자를 벗어 내 주

거라.릳

안회는 순순히 모자를 벗어 주었습

니다. 하지만 안회는 스승이신 공자의

판정에 대해 겉으로는 내색을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는 스승의 처신을 도

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승이 이제 너무 늙었

고 우매해졌으므로 이분에게는 더 이

상 배울게 없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던 안회는 고향

으로 돌아가서 다른 스승을 찾아보리

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공자에게 확인

하고픈 마음으로 물으니 릲안회야굩 한

번 잘 생각해보아라. 내가 3x8 = 22가

맞다고 하면 너는 지게 되어 그저 머

리에 쓰는 모자하나 내준 것뿐이지만

만약에 내가 3x8 = 24가 맞다고 한다

면 그 사람은 목숨 하나를 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안회야 말해 보거라. 모자가 더 중

요 하더냐?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더

냐?릳

안회가 비로소 이치를 깨닫게 되어

릲쿵릳하고 공자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면서 릲부끄럽기 짝이 없

습니다.릳라고 반성을 합니다. 그 이후

부터 공자가 가는 곳에는 안회가 늘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는 내가 부리는 고집 때문에 또

는 내가 옳다고 하는 판단, 그리고 옳

고 그름의 사소한 언쟁 때문에 논쟁

에서 이기고도 불편한 뒷 감정을 느

껴보신 적은 없던가요? 그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

니다.

매사에는 경중완급(輕重緩急)이 있

는 법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체면, 쟁

의, 분개 때문에 후회 막급한 일이 또

는 기억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차라리, 언쟁하는 상대

방에게 그 순간만은 양보하거나 져주

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고 나의 지식이 퇴보하거나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식과

인격에서 승자가 되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합니다. 우리는 위대

하면서도 나약한 피조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는 릲돈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릳가 좋은 사회라 생각합니다. 물

론 돈 되는 일은 대개 누구나가 열심

히 합니다. 하지만 돈 안 되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안 되지만 사회정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돈 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 번 해보겠습니

다. 좋은 기장군은 릲표 안 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많은 기장군릳이

좋은 기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되

는 일만 찾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기장군을 위해 저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돈안되는일도

열심히하는사람이많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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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안내

구분 접 종 대 상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무료 접종 기간
보건소 무료

접종 기간

어린이

접종기간

생후 6~59개월 이하

(2012.9.1~2017.8.31출생아)

2회접종 : 2017.9.4(월) ~ 2018.4.30(월)

1회접종: 2017.9.26(화) ~ 2018.4.30(월)

노인

접종기간

만65세 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2017.9.26(화)~11.15(수)

11.16(목)~11.30

(목)※삼동진료

소-11.16 /오리진

료소-11.17 접종

취약계층

접종기간

장애인(1~3급),의료급여

(1,2종),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2017.10.12(목)~11.15(수)
10.12(목)~

11.30(목)

□ 무료접종

※위탁의료기관(병,의원) 현황참고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처음받는경우최소 4주간격으로 2회접종

○만65세 이상성인은전국위탁의료기관및보건소에서무료접종가능

○장애인(1~3급), 의료급여(1,2종),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생활자등

은기장군주민등록자에한해무료접종가능

□유료접종

○대상 :기장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60개월~만64세)

○ 장소 :보건소/ 정관굛장안굛철마보건지소

○기간 : 2017.10.18(수)~11.30(목)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 토, 일, 공휴일제외

○요금 : 8,000원/1인 기준※혼잡한관계로현금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문의 :보건소예방접종실(709-4836, 4857, 4820, 4834)

□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계영의원 724-7511 기장읍

권태경내과의원 723-8275 기장읍

김사영소아청소년과의원 721-8601 기장읍

다솜메디칼의원 723-8880 기장읍

박소아청소년과의원 721-0730 기장읍

우리이비인후과의원 722-9636 기장읍

이광욱내과의원 722-9957 기장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장안읍

녹십자의원 727-3355 장안읍

김보성이비인후과의원 728-0365 정관읍

명진의원 727-7580 정관읍

드림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070-7701-7559 정관읍

수이비인후과의원 727-0575 정관읍

수연합내과의원 728-0576 정관읍

스마트가정의학과의원 727-7515 정관읍

아이앤젤산부인과의원 722-3579 정관읍

오즈어린이병원 715-3611 정관읍

이상봉소아청소년과의원 728-8831 정관읍

이창한소아청소년과의원 728-5275 정관읍

정관우리아동병원 727-7811 정관읍

정관은혜의원 727-1845 정관읍

정소아청소년과의원 728-2225 정관읍

코엔이비인후과의원 728-1026 정관읍

한빛메디칼의원 728-8779 정관읍

□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기장병원 723-0171 기장읍

새소망요양병원 722-4848 기장읍

경동정형외과의원 722-8500 기장읍

계영의원 724-7511 기장읍

국민건강의원 723-0300 기장읍

권태경내과의원 723-8275 기장읍

기장연세요양병원 741-7525 기장읍

기장정형외과의원 758-4119 기장읍

기장고려병원 917-6000 기장읍

김사영소아청소년과의원 721-8601 기장읍

다솜메디칼의원 723-8880 기장읍

동부산정형외과의원 724-6060 기장읍

박소아청소년과의원 721-0730 기장읍

서울아산내과의원 722-1888 기장읍

신세계정형외과의원 722-5005 기장읍

연합의원 721-1722 기장읍

옥내과의원 724-5527 기장읍

우리들요양병원 936-9000 기장읍

우리이비인후과의원 722-9636 기장읍

복있는요양병원 529-1524 기장읍

이광욱내과의원 722-9957 기장읍

이배혁이비인후과의원 721-0561 기장읍

이재관내과의원 721-0053 기장읍

정원택내과의원 722-7579 기장읍

차외과의원 724-4434 기장읍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최정숙내과의원 724-0008 기장읍

평거요양병원 747-0079 기장읍

현대요양병원 721-7582 기장읍

김보성이비인후과의원 728-0365 정관읍

명진의원 727-7580 정관읍

수연합내과의원 728-0576 정관읍

수이비인후과의원 727-0575 정관읍

스마트가정의학과의원 727-7515 정관읍

아이앤젤산부인과의원 722-3579 정관읍

정관마취통증의학과의원 727-7553 정관읍

정관우리아동병원 727-7811 정관읍

정관은혜의원 727-1845 정관읍

정관늘편한내과의원 714-6846 정관읍

정관제일의원 728-3115 정관읍

정소아청소년과의원 728-2225 정관읍

조훈내과의원 728-1253 정관읍

코엔이비인후과의원 728-1026 정관읍

한빛메디칼의원 728-8779 정관읍

행복이비인후과의원 727-1402 정관읍

더본정형외과의원 723-7600 정관읍

녹십자의원 727-3355 장안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장안읍

염광의원 727-5808 장안읍

우리의원 721-7272 일광면

김예은, 서정민학생이부산시대회대상수상후받은상장을들고포즈를취하고있다.

신정고 1학년 김예은, 서정민

신정고등학교(교장 김건호, 이하 신

정고) 1학년 김예은, 서정민 학생이 지

난 9월 1일부터 양일간 대전에서 펼쳐진

릫제35회 전국청소년 과학 탐구대회릮에

참가해 과학토론부문 고교부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본 대회는 한

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의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로, 융합과학굛

기계공학굛항공우주굛과학토론 등 4개의

정식종목과 새롭게 시행되는 시범종목

인 메카트로닉스굛과학컴퓨팅 부문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492명의 학생이 참

가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두 학생이 참여한 과학토론 부문은

실생활과 미래에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토론을 통해 보다 발

전적인 대안을 도출해보는 토의굛토론

종목이다.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참가

하며, 조별 추첨을 통해 토론대상을 결

정한다. 학생들은 대회당일 제공되는

토론논제로 직접 개요서를 작성해 토론

을 펼치는데, 토론이 진행되는 모든 과

정을 심사위원들이 채점하는 방식이다.

이번 고등부 부문에는 총 19개 팀이 참

여했다. 5팀씩 한 조를 이루어 1차 토론

은 조별 집단 토론으로, 2차 토론은 각

팀별 주제를 발표한 후 1:4 토론방식으

로 진행했다.

한편 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각 시굛도에서 주관하는 예선대회를 거

쳐야 하는데, 두 학생은 지난 6월 30일

과학 교육원에서 열린 부산시 예선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부산시 대표로 전국대

회에 출전했다. 부산시 토론대회를 위

해 일주일에 한 번 씩 꾸준히 연습해왔

다고 한다. 연습마다 3~4가지 주제를 정

해 토론했고, 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 전국

대회를 앞두고는 연산동에 위치한 교육

과학원을 찾아 매주 토론의 자세와 방

식에 대해 지도받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연습에 매진해 전국대회에서 수상의 기

쁨을 안았다.

서정민 학생의 추천으로 이번에 처음

토론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힌 김예은 학

생은 릲두 달 간 준비한 많은 아이디어들

을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과 토론을 하

며 나눌 수 있어 좋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과학이라는 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회에 참여할 예정릳이라며 소감을 전

했다.

한편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토론대

회에 참가해 온 서정민 학생은, 릲토론자

체가 재밌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이

야기를 나누는 것이 흥미롭다. 이번에

수상한 장려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

미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대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릳며 포부를 밝혀왔다.

수능이여전히중요한근거들

박호성

R＆H입시컨설팅대표컨설턴트

수능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얼

마 남지 않은 시간, 죽기 살기로 수능 준

비에 임하는 고3 수험생들의 모습이 자

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

지 않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하다.

대입정원의 70％를 학생부 중심으로

선발하는 수시전형에서 모집한다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 수능보다는 흔히 말하

는 내신(교과공부)에 더 집중한다는 것,

지방 사립대학들이 대체적으로 내신 성

적만으로 일반고 중굛하위권 성적대의 학

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 등의 이유

때문이다.

지금도 부산대학교가 부산, 울산, 경

남 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높다. 부

산대학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릫최저학력기준릮이라는 수능성적을 요구

한다. 흔히들 릫수능최저등급릮이라고 표현

하는데, 대체로 모의고사 성적 평균 등

급이 2.5등급 이내 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학년에 있는 전국의 학

생들 중 자신의 수능성적이 상위 20％ 안

에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시선발

중심의 현 대입체제에서 학교 내신과 학

생부 비교과 영역을 성실히 관리해 나가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내신과

비교과활동 내용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수능성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일부 상위

권 대학 학생부 중심 전형 지원이 어려

워 질 수 있다.

특히 전국의 교육대학, 의과대학 등은

정시선발 비율이 일반적인 수시 모집 비

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능최저등급을 요

구하는 부산대 등의 대학에서 발생하는

정시 이월 인원 등을 고려하면 정시 선

발 비율이 다른 전형들에 비해 낮다고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대학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수시전형을 교과, 종합, 논

술, 특기자 등의 세부전형으로 쪼개어

보면 단일 세부전형에서 차지하는 모집

정원 비율은 대체로 30％이상을 넘지 않

는 수준이다.

하지만 수시전형에 비해 정시선발 비

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수시는

고3 재학생 전형, 정시는 재수생 전형이

라고 한다. 고3 재학생들이 내신을 비롯

해 학생부 관리를 마지막까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재수생은 수능 공

부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고3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가

재수생 전형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교육대학, 의과대학 등은 정시

선발 비율이 40％, 수시에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된 인원까지 고

려한다면 그 이상을 선발한다. 수능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부산대 등의 대학에서

는 수능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

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 정시 선발 비

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수시전

형을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 등의 세부

전형으로 쪼개어 보면 40％에 달하는 정

시전형 선발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니 일부 최상위권 대학을 제외하면

정시전형의

문이 다른 전

형들에 비해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에서 명문고

라 불리는 학

교들은 대체

로 수능에 강

한 학교들이

다. 수능에 강해야만 부산대 이상의 상

위권 대학 수시전형에 소신껏 지원할 수

있고, 수능100％로 선발하는 정시전형에

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장군이 릫대한민국 교육1번지릮를 목

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고

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더욱 성장

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

다. 이를위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

는 다양한 학생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는 것만큼이나 수능에 대한 대비 또

한 마지막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끝까지 포기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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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로서술형준비하기

조영희

독서지도사

릫옛날 옛날에 신데렐라라는 예쁘고 착

한 소녀가 살았어요. 새엄마와 못생긴 새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괴롭혔어요.릮 누구

나 어릴 때 즐겨 읽었음직한 동화 뢾신데

렐라뢿의 첫 부분이다. 아무렇지 않게 읽

었던 이 동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차별

과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다. 왜 신

데렐라는 예쁘면서 착하고, 새엄마와 새

언니는 못생기고 고약한 성격을 가졌을

까? 이런 편견을 왜 우리는 지금껏 아무

렇지 않게 받아들인 걸까? 시대가 변하

면서 사람의 유형도, 개성도 더 다양하게 바뀌고 과거와는 달리 선

악을 넘어서는 다양한 가치들이 매력으로 인정되는 지금 읽으면 고

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보다는 한번쯤 릫왜 그럴까?릮, 릫다르게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릮 라고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사고방식

이 깊이 있는 독서를 가능하게 하고 더 훌륭한 독자를 만든다. 당연

하게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하는 독자이기도 하다.

책을 읽을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릫왜?릮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책의 내용을 그냥 받아들일 때는 그것 하나를 아는 것이지만 릫왜?릮에

따라 무수한 질문과 호기심, 그에 따른 조사와 지적 탐구가 동반되

기 때문에 끝을 알 수 없는 지식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릫플랜더스의 개릮라는 동화를 읽을 때 그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

지 말고 다양하게 확장해볼 수 있다.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

고, 배경인 벨기에와 작은 도시 앤트워프도 알아보고, 파트라슈가

얼마나 큰 개라서 우유 수레를 끌 수 있는지 개의 종류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동화의 중요한 모티브인 루벤스의 그림 이야기도 찾아

보면 좋을 것이다. 이 동화에서 네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성당

에 고이 모셔놓고 돈을 받고 보여주던, 마지막으로 그 그림 앞에서

죽어갔던 그림은 벨기에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릫십자가에서 내려지

는 예수릮인데 왜 이 그림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지 , 영국 작가인

위다가 왜 벨기에를 배경으로 동화를 썼는지, 플랜더스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동화 한 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궁금증을 하나

씩 해결해 나가다보면 문학 작품 하나로도 역사, 지리, 미술, 철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다. 어릴 때부

터 책을 무조건 많이 읽기보다는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책에 나

오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읽어도 소

화를 하고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더라

도 그 맥락을 따라서 읽을 수 있고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의

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서술형이라는 새로

운 형식의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서술

형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 유형이 아니라 암기식

공부에 익숙하고 단편적인 것에만 길들여진 탓에 낯설어하는 것뿐

이다. 지금부터라도 독서의 방법을 다르게 해서 무조건 다독이나 가

계적인 정독이 아니라 적극적인 독자가 되어 문자가 아닌 내용에,

의미가 있는 단어나 지명, 문장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짚어나가는 책

읽기를 한다면 서술형이라는 눈앞의 과제를 거뜬히 해결함을 물론

앞으로의 어떤 공부 방법에도 대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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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기장오케스트라릮신입단원모집

기장지역의 음악봉사연주단체인

릫기장오케스트라릮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

스), 관악 (클라리넷, 호른, 플릇 등)

○ 모집대상 : 음악을 사랑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춘 기장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장 소 :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128-1 (2층), 무곡

마을 입구

○ 연 습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 초보자 개인 레슨 가능

○ 문 의 :기장오케스트라 사무국장 (010-5329-6469)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신청안내

문항(8개) : 식빵, 농구공, 야구방망이, 당근, 마늘, 소시지, 호루

라기, 은행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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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서에 숨은그림찾기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

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만 보내주세요~̂ ^

□ 보내실 곳 : (46077)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대로 560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방식의 상점을 이르는 말. 주로 즉석음식(패

스트푸드), 커피등의매장에이런서비스방식이많음.

(예) 커피전문점 ○○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승차

구매매장을대대적으로확대하고있다.

○마블링→결지방

선홍색살코기사이에하얀색지방이그물처럼퍼져서박

혀있는것.

(예) 소고기의 경우 하얀 지방질이 많을수록 열량이 높

으므로 체중감량을 위한다면 결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는게좋다.

○무빙워크→자동길

평지나약간비탈진곳의한쪽에서다른쪽으로사람이이

동할수있게끔자동으로움직이는길모양의기계장치.

(예) 대형할인 매장의 자동길에서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

는사고가자주발생하므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출처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릲환상의 하모니 선보일 거예요릳
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

합창발표회에참가한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학생들의모습.

9월 초부터 장안제일고등학교(이하 장

안제일고)의 강당 도현관에서 노랫소리

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장안제일고 합창

단 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가 호흡을 맞추

고 있는 중이다. 작년에는 1학년 1반부터

4반 중 가장 뛰어난 반을 골라 합창대회

에 나갔던 반면, 올해는 가창시험을 토대

로 하여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합창대원으

로 받았다. 현재 연습 중인 곡은 아카펠라

풍의 신나는 곡인 혼성곡 릫I Sing, You

Sing릮과 차분한 분위기의 혼성곡 릫I릮ll

Make The Difference릮 등 두 곡이다.

올해 새로 부임한 고성대 음악 선생님

의 지휘아래 여자로 구성된 소프라노 1,

2와 알토, 그리고 남자로 구성된 테너 베

이스로 파트를 나누어 점심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

해 꾸준히 연습해왔다. 특히 댄스동아리

릫라티엠릮의 박정은(2학년) 학생과 밴드

동아리 릫화이트릮의 신디 박규민(2학년)

학생이 피아노 반주를 맡아 흥겨움을 더

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안무를 곁들여

더욱 신나는 곡과 풍부한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 솔로 부분에는 다양한 동아리

소속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과학

동아리 부원인 김태현, 연극동아리의 최

민서, 힙합동아리의 박소현 학생이 각자

의 파트를 맡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

어 단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후문이다.

12월에 있을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공연동아리뿐 아니라 비 공연 동아리의

단원이 솔로를 맡은 것으로 보아, 본교

의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는 지

난 19일 화요일 릫제39회 고등학교 합창

발표회릮에도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장안제일고 2학년 김다빈 명예기자

직업의세계 -애널리스트

투자를이끄는분석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원리는 간단합

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

니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식 가격이 낮

을 때 사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주식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도 주가가 떨어질 만한 악재가 있

으면 미리 알아채고 팔아야하기 때문입

니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회사나 회사

의 개인 및 기업고객들의 주식, 채권, 파

생상품 등에 대한 적절한 투자판단을 위

해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별도의 정규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대학에서 경영이

나 경제, 회계, 통계, 금융 등의 관련학

과를 전공하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

다. 애널리스트는 재무관리, 투자론, 파

생상품론, 재무제표 분석론, 회계학, 통

계학, 경제학, 국제경제학 등의 전문 지

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담당 업종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해당 업계에서

는 평균 3년 이상의 RA(Research As-

sistant)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섹터의

업종별 경험을 쌓은 후 애널리스트로 입

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신

문과 증권사 기업분석리포트를 꾸준히

읽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모의투자

게임을 해보거나, 적은 금액으로 실제로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소액실전투자 등

의 증권관련 경험을 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영문분석자료

작성이나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증가하

고 있어 외국어 실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연봉 전문직이라는 인식과 함께 현

재 직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대학에서

도 많은 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공: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www.work.go.kr)

이야기로풀어보는한자성어

독서할때는한곳에집중, 잡념을멀리굩

牛角掛書 우각괘서 - 쇠뿔에 책을 걸다,

열심히공부하다

著膝讀書 착슬독서 - 무릎을 바닥에 붙

이고책을읽다

푹푹 찌던 더위가 언제 갔는가 하는

사이 아침저녁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이

무르익었다. 이제는 서서히 결실을 거둬

야 하는 계절이다. 연휴가 늘어나 산만

한 분위기에서도 공부에 열중하던 학생

들은 올해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생각대

로 되지 않은 사람은 새 각오로 임해야

할 때이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성어는

螢雪之功(형설지공)을 비롯하여 이 난

에 소개한 적도 많지만 한 곳에 집중하

는 태도를 가리키는 고사를 모아보는 것

도 의미가 있겠다.

책 읽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목동이 먹

이던 양을 잃어버렸다는 讀書亡羊(독서

망양)이나, 갑자기 내린 소낙비에 마당에

널어놓았던 보리가 떠내려가는 줄도 몰

랐다는 高鳳流麥(고봉유맥)이란 성어가

있다. 학문에 열중하는 태도를 잃은 재산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이런 식으로 공부해봤

자 앞날이 뻔하다고 혀를 찰 것이다. 이

처럼 재산을 축내는 어리석은(?) 독서형

태 말고도 조그마한 남는 시간에도 책을

읽었다는 첫손에 牛角掛書(우각괘서)를

꼽을 수 있다. 쇠뿔에 책을 걸고 멀리 이

동 중에도 책을 읽었다는 李密(이밀, 582~

618)의 이야기에서 나왔다. 그가 고향에

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을 때 평소 존경하

던 包愷(포개)란 학자의 거처를 알아내

고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평소 손에

서 책을 놓지 않았던 이밀에게 문제는 이

동 중에 어떻게 독서할까 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타고 갈 소의 등에 갯

버들을 엮어 만든 안장을 얹고 양 뿔에

책을 걸어 읽기로 했다. 한 손으로 고삐

를 잡고 한 손으로 책을 넘기는 자연스러

운 모습이 화제가 됐다.

잠을 쫓기 위해 머리칼을 대들보에 매

달고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찌르며 공부

했다는 懸梁刺股(현량자고) 못지않게

무릎을 방바닥에 딱 붙이고 책을 읽으라

는 著膝讀書(착슬독서)의 가르침도 있

다. 나타날 著(저)는 붙는다는 뜻으로는

릫착릮으로 읽는다. 이 말은 조선 英祖(영

조)때 安東(안동) 지역에서 학술을 강론

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학자 李象靖

(이상정, 1710 ~1781)이 아들에게 보낸 편

지에 사용됐다. 호가 大山(대산)인 이상

정은 릫반드시 마음을 누르고 뜻을 안정

시킨 뒤에 무릎을 붙이고 독서를 해야

한다릮고 아들에게 당부했다.

인터넷과 전자책에 밀려 점차 독서인

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옛날부터 내려오

며 축적된 지식도 스마트폰의 검색으로

단번에 찾을 수 있으니 책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금방 날아가는 인터

넷 지식보다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오

래 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게임에 모바

일에 시간을 뺏기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

할 일이다.

안병화 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청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혹은 우편접수 46056) 기장읍 차성로 414

※ 타 지사 접수 가능

▷ 팩스(051-801-4253)

▷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이용

○ 5등급 혜택 사항

▷ 주굛야간보호(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이용 가능),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하루 2

시간 이용 가능),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굛대여 가능(연간 160만원 이내), 치매

가족 휴가제(연간 6일 단기보호 이용 가능)

※ 신청서 접수,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 절차 등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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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17-10/16 ~ 10/20 (9:30~13:30/정관읍사무소 2층)

▶2017-10/31 ~ 11/3 (9:30~14:30/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

터 교육장(기장군청1층))

▶2017-11/13 ~ 11/17 (9:30~13:30/정관읍사무소 2층)

▶2017-11/27 ~ 11/30 (9:30~14:30/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

터 교육장(기장군청1층))

□ 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선호유형검사,

퍼스널컬러진단, 모의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준비프로그램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누구나

※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전화접수 ☎051-709-5354~9

※ 교육비 무료

뢾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뢿

고용유지를위한노무코칭

10월 28일(토)
기장군청

10:00~10:20 개회식 및 인사말씀

10:20~12:20
▶ 일가정 양립과 근로기준법
▶ 휴가사용, 근로시간의 변형, 임금협상
▶ 가족친화기업 확인방법

12:20~13:00 중식

13:00~13:50 노무고충상담 및 질의응답

13:50~14:00 폐회식

▶ 목적 : 새일센터에 연계된 구직자와 취업한 여성

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경력관리를 위한 노

무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 여성들의 잠재능력

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일 시 : 2017. 10.28(토) 10:00~14:00

▶ 장 소 : 기장군청 대회의실 (9층)

▶ 참 가 비 : 전액무료

▶ 대 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준비교육 수료생.

-현재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등록자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051)709-5354~9

▶ 모집기간 : 2017. 10. 10 ~ 2017. 10. 27 (선착순 접수)

※ 행사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나눔과참여그리고, 소통

정관나눔프리마켓행사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자원 재활

용 나눔을 통해 환경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 정관만의 새로운 놀이문화

를 창조하여 일상에서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도

모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17. 10. 28(토) ~29(일) 10:00-17:00

□ 장소 : 중앙공원 옆 광장8호

□ 주최 : 정관읍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

■ 프리마켓 -구간(Zone)운영

-키즈 :어린이가 사용하던 장난감, 책, 문구류, 의류

※ 어린이/청소년 -보호자 동반 필수

-일반 : 일반 재활용품 판매

-핸드메이드 : 퀼트, 리본 등 수공예 제작상품

■ 나눔작은음악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공연

-재능기부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문의 : 정관읍사무소 총무팀 051)709-5245

휴심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무불스님)에서 추석을 맞

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9월 26일 백미 10kg

100포(환가 170만원)를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는 9월 15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여성지도자 35명이 참석한 가

운데 릫2017기장군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릮을 실시했다.

사회보험료납부기한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간의 추석연휴 등 장기휴

일로 인한 4대 보험료납부 불편해소를 위해 릫17년 9월

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합니다.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

재보험

○ 납부기한

▷ 기존 10. 10(화)→ 10. 12(목)※2일 연장

○ 관련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2017년 9월 29일(금요일)제260호

동부산농협조합(조합장 송수호)은 올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해 2천769만원의 물품을 지원한

공로로 기장군으로부터 9월 4일 감사패를 받았다.

릲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한방에 날려버려요릳

열정적인여성노래교실수업현장.

기장군 여성노래교실 북새통 이뤄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도는 가을의 문턱에 기장군청에

들어섰다. 어디선가 흥겨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차성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릫기장군 여성 노래교실

(이하 노래교실)릮이었다. 노래교

실은 40대에서 60대의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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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다. 현재

2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

으며, 날로 인기를 더하면서 그 수

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기 비결이 궁금해 노래교실을

찾았다. 모두들 반주에 맞추어 릫반

쪽 같은 친구릮라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있었다.

노래 수업을 맡은 릫KNN 쇼굩 유

랑극단릮 심사위원인 김소연 강사와

반주와 섹소폰 연주를 맡은 유랑극

단 전속악단 김중형 강사는 한 목

소리로 이곳이 릫단순히 노래만 배

우는 곳이 아님릮을 강조했다. 릲이곳

에서 둘도 없는 친구를 만나고 우

울증을 치료 했다는 수강생들 이야

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

고 더욱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강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릳라고

가르치는 소감을 전했다.

노래교실이 이토록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게 된 데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릫제이토탈 기

획릮 김성훈 대표의 노력이 컸다.

이 날도 200여 명이나 되는 수강생

들의 교재를 하나하나 챙기고 자

리를 안내하느라 분주했다. 이 밖

에 분기별로 한두 번씩 가수를 초

대해 노래를 듣거나 1~2회의 경품

추첨행사를 하는 등 노래교실 운

영을 도맡고 있다.

김 대표는 릲지금의 노래교실이

있기까지의 1등 공신은 바로 수강

생 여러분들입니다. 열악한 환경

과 많은 고비 속에 그만두려고 할

때도 많았지만 수업을 마치고 나

가시는 수강생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의

세월을 매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

은 지역주민의 친목과 화합 및 건

전한 여가생활 정착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노래교실 개설 10주

년을 맞이하여 노래교실 대잔치

또는 크루즈 여행 등의 행사를 계

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회원들

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는 자

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릳라고 수

강생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포부를 밝혔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안식처가 되어

준 릫기장군 여성 노래교실릮. 노래

교실은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90분

간 진행된다. 수강 및 문의전화는

제이토탈 기획 김성훈 대표 전화

010-3848-8585로 하면 된다.

이송이 명예기자

활기찬 실버시대 -최채숙 씨

봉사활동은 생활에 활력을 줘
릫방금 수영을 하고 왔다릮면서 활

력 넘치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최채숙(77굛사진)씨를 만났다. 최

씨는 꾸준하게 수영으로 다져진

체력 탓에 쉽게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릫매사에 적극적이게

된다릮며 웃었다.

복지관 배식 봉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최 씨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릲노인 복지관

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 배식 봉

사를 하고 있다. 지인의 권유로 시

작해서 5년째 하고 있다. 배식하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어르신

들의 모습이 언제나 나를 행복하

게 하고 남을 위해 작은 일이지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돈 들이지

않고 마음까지 부자로 만들어 주

니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릳며 최

씨는 배식봉사에 대해 만족했다.

77세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자 릲항상 한 정

거장 앞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걸

어 다니고 계단 걷기 그리고 복지

관에서 라인댄스와 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

구들과 수다 떠는 게 스트레스 해

소에는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최

근에는 라인 댄스 반 반장으로 약

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니

적당한 긴장감이 활기를 준다릳며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

법을 알려주었다.

또한 최 씨는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 맞추기에도 열심이다. 릲판 퍼

즐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이 생겨

지금은 직소퍼즐 1000, 2000, 3000피

스까지 하고 있다. 퍼즐 할 때만큼

은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집중

하게 되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릳며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퍼

즐만 한 것이 없다고 예찬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우울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

는데연령에맞는기쁨과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노인 우울증

때문이라고 한다.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취미생

활로 최 씨처럼 생활한다면 노인

우울증은쉽게극복되리라는생각

이 들었다. 이명희 명예기자

저소득 초등학생 학습용품 지원

릫꿈동이 희망날개 Dream＆Fly릮

기장군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

금회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 초등

학생 100여명에게 학습용품을 지

원하는 릫꿈동이 희망날개 Dream

＆Fly릮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다복동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릫스마일 기

장 네트워크 사업릮중 하나로 경제

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

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군과 읍면 협의체 위원이 함께 방

문해 학습용품을 전달하고 멘토링

을 진행한다.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는 1차

로 40여명의 초등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릲꿈동이 희망날개

Dream＆Fly 사업을 통해, 우리 아

이들이밝고건강한학교생활속에

서 희망과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

록 기장군 및 5개 읍면 지역사회보

장협의체가 앞장서겠다릳고 전했다.

제2회 기장군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체육대회가 9월

22일 기장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기장군주민자치위원, 내

빈,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제16지역 지역부

총재 우봉철 외 회원일동은 라면 100박스를 불우이웃

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장군에 기탁했다.

기장라이온스클럽(회장 김영래)에서 9월 11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130박스

(환가 300만원)를 기장군에 기탁했다.

뢾집단상담프로그램뢿

릫취업준비UP릮참가자모집

BNK금융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천400매(환가 1천400만원)를 9월 26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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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대표 김주철)는 9월 20일

릫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릮 행사 일환으로 백미10kg 26포,

라면 26박스(환가 90만원상당)를 일광면에 기탁했다.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장읍 맞춤형복지팀은 9월

9일 열린 2017년 기장읍 나눔 프리마켓 행사장에서 기장읍

다복동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를 실시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및
이의신청안내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반드시 가격

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해당 기

관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굛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17.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

※ 2017. 1. 1 ~ 2017. 5. 31에 신축굛증축굛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 공 시 일 : 2017. 9. 29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굛공시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9. 29 ~ 2017. 10. 30

○ 이의신청 대상자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장소 : 기장군 자주재정과, 인터넷

▷ 인터넷열람 : http://hpas.busan.go.kr

▷ 이의 신청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굛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기장군 자주재정과 (709-4882~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장소 : 인터넷 열람(http://www.realtyprice.kr),

기장군 자주재정과

▷ 이의 신청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굛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462-0401)

뢾자녀양육부담완화프로그램뢿

원어민과함께하는영어놀이

운영일자/장소 시간
주요내용

- 부모- - 자녀-

2017. 10. 14 (토)
기장청소년
수련관(정관)

10:00~12:20

부모특강(초등학생
아이에게 꼭 해주
어야 할 엄마노릇
세 가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놀이

12:20~13:00 점심식사 (제공)

13:00~14:40
공예체험
(석고방향제)

샌드아트

▶목 적 : 구직자, 취업자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일굛가정 양립 및 일굛생활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

를 확산하고 부모 자녀 간 관계향상의 기회를 제공

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을 제고하고자 한다.

▶ 일 시 : 2017. 10. 14(토) 10:00 ~ 14:40

▶ 장 소 : 기장청소년수련관(정관)

▶ 참 가 비 : 전액무료

▶ 대 상 : 초등1학년~4학년 자녀를 둔 새일센터 구

직/취업자 및 그 자녀 1명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 051)709-5354~9

▶ 모집기간 : 2017. 9. 18 ~ 2017. 10. 13(선착순 접수)

※ 행사당일 기장군청(8시50분)에서 출발하여 정관읍

사무소(9시30분)를 경유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증

정합니다.

기장인문학전국사진공모전

구 분 시상 규모 입상특전
대 상 1 100만원 상당 상품 및 상장
최우수상 1 50만원 상당 상품 및 상장
우 수 상 2 30만원 상당 상품 및 상장
장 려 상 5 10만원 상당 상품 및 상장

공모주제 : 옛길 따라 릫기장사람들릮

기장의 역사문화자원과 함께 하는 기장이야기

기장의 아름다운 길, 기장의 옛길 등 길테마 갤러리

일상적인 기장사람들의 삶, 모습에서 찾은 지역스토리

옛길과 기장사람에 대한 창의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

띀기장공모기간 : 2017. 8. 28(월) ~ 10. 9(월)

띁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띂제출 서류

①작품 ②참가 신청서 1부 ③작품설명서 1부 ④참가

동의서 1부 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기장군청 홈페이지

(http://www.gijang.go.kr)릫알림사항릮

띃출품작 수 및 규격

- 출품규격 : 3,000×2,000Pixel 이상, 크기 3MB이상의

jpg사진파일, 출품수 : 1인당 3점 이내

띅시상 내역

※ 적합한 작품이 없을경우수상작을선정하지않거나,

수상작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띆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ekdnsl_@naver.com)

띇선정 발표 및 시상

-심사발표 : 2017. 10월말 기장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통지

-시상식 : 추후별도 공지

띉문의처 : 도서관과(709-3942)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기장사람들 독자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문화원 원장 송영우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문화를 사랑하시

는 군민 여러분의 힘으로 어언 20

살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지역

의 정서 함양과 문화 지킴이 역

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도

와 격려를 바라오며 저희 문화원

도 최선을 다해 지역문화의 창달

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

습니다.

차성문화제는 무엇이며 언제

부터 열리고 있나요.

- 올해로 기장이라는 이름이

불러진지가 1260년째입니다. 1995

년 부산시에 편입되어 기장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

장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애향심

을 고취하고자 기장의 별호 차성

의 이름으로 1995년부터 시작한

릫차성문화제릮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차성문화제는 어떤 프로그램

들이 있나요.

- 올해 차성문화제는 기장지역

의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역점

을 두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을 통한 축제 이미지도

부합하여 기장군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

다. △기장문화원 연계 읍면별

민속놀이 발굴 재현 및 민속보존

회 구성 운영 △기장의 옛이름

룗차성룘의 유래 및 재조명 학술대

회 개최 △기장군을 배경으로 한

옛 가사 룗차성가룘특별공연 △관

람객 중심의 행사 진행으로 읍굛

면의 특색을 살린 입장식과 군민

들이 함께하는 길놀이 퍼포먼스

시행△부산MBC가요베스트 ,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통한

기장군 홍보 △자매결연 도시 무

주군의 우수 공연 초청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 마련 △전통문화

체험존 운영(한지, 규방, 짚풀공

예, 도자기, 탈, 연, 제기 등)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

였습니다.

다른 축제와 차별되는 것은 어

떤 것이 있나요.

- 제14회 차성문화제는 역사적

으로 차성이라는 이름에 맞도록

진행할 계획인데, 특히 1592년 임

진전쟁 당시 기장성 수복 장면 등

을 주제로 역사성을 강조 하였습

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

을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

음으로 왜구를 물리친 장면을 연

출하여 나라사랑 정신과 내 고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

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리

고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독립을 외쳤던 선열들의 애국

애민정신을 기리고자 부대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

사부터는 각 읍면별 민속보존회가

발족되어 각 읍면에 맞는 역사문

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께 당부말씀

과 추진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

혀주십시오.

- 아무리 뜻이 있고 좋은 행사

라도 지역 주민이 동참하지 않으

면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고 생각합니다. 기장의 가장 큰

문화축제인 차성문화제를 기장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같이 즐기

고, 기장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옛것의

소중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체험 행사 준비

■ 인터뷰 -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김성규 추진위원장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

다.

-오는 10월 6일 금

요일부터 9일 월요

일까지 철마면 장전

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철마한우불

고기축제의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성규 인

사드립니다. 축제는 곧 추억이라고 생각합

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장을 찾고 춤과 노

래를 즐기며 각종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

과 마주하다보면 새로운 추억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제11회 철마한우불

고기축제는 여러분들께 기억되고 싶은 추

억이고 싶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는 철마 청정농산물

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철마지역 농산물

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철마 그리고 기장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마한우불고기축제를 소개해주세요.

- 철마는 맑은 하천 사이의 들녘으로 허

수아비와 메뚜기가 뛰노는 청정 자연 환경

을 바탕으로 우수 품질의 농산물과 한우

불고기 먹거리 단지로서 명성이 높습니다.

2005년 9월 철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

정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철마에서 온 가족

이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 행사와

우수 품질의 한우 고기만을 판매하는 먹거

리 행사가 어우러진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 한우육회비빔밥 만들기, 메뚜기잡기

체험, 떡메치기 등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채롭습니다. 또

한우육회비빔밥은 선착순으로 무료 시식

회를 진행합니다. 여자 지게 지기 대회, 한

우 소리를 찾아서, 한우사랑 노래자랑 등

은 관광객이 무대에 출연해서 끼와 재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장스타 쇼, 미니 한우

콘서트, 스타가요 쇼 등은 장윤정, 태진아,

박상철 등 유명 가수가 출연해 축제의 분

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기장군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릫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릮 공모 사

업에 선정돼 9월 19일 사업비 2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다양한 이색 체험 마련

■ 인터뷰 - 기장붕장어축제 최지호 추진위원장

릫기장사람들릮 독

자께 인사말씀 부

탁드립니다.

- 오는 10월 28

일 토요일부터 29

일 일요일까지 연

화리 신암항에서

열릴 제13회 기장

붕장어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은 최지호

인사드립니다. 붕장어의 원조 마을에서

태어나서 작은 바람으로 지역 일꾼으로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

에 오시면 많은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

습니다.

10월의 풍성함과 함께 몸에도 좋고 맛

도 좋은 붕장어 축제에 오셔서 많은 체

험과 좋은 추억 만드세요. 다양한 경품

추첨이 마련돼 있으니 모든 가족들 함께

오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축제추진위원은 정성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붕장어축제를 소개해주세요.

- 기장 붕장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고 기장 붕장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서 200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붕장어의 참맛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객 유치 차원으로 기장읍 연화리 신암마

을과 일광면 칠암마을에서 격년제로 개

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13회로

연화리에서 개최됩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 기장붕장어 보물찾기, 붕장어 맨손

잡기 경연대회, 붕장어 팔씨름 대회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체

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청소년 댄스 배틀, 연

화리 저녁풍경 음악회, 트로트 페스티

벌, Show TV 유랑극단 등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문화의 향유와 함께 다

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기장붕장어 씨푸드 이벤트는 붕장어를

이용해 햄버거, 샌드위치 등 새로운 먹

거리 상품을 개발, 선보이는 시식회 행

사입니다.

제1회 기장군수배 전국여자야구대회가 9월 9일과 10일 양

일간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서 개최된 가운데 전국

에서 12개 팀이 뜨거운 각축전을 벌였다.

정관발전협의회(회장 김윤홍)는 정관읍민과 함께 정관 9

월 5일 NC메디(주)앞에서 NC메디(주)굛NC부산(주)의 폐

쇄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기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월 30일 진주시에서 협의체

위원과 읍면 다복동사업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역

량강화 교육 릫희망 멘토링릮을 실시했다.

정관읍 맞춤형복지팀은 9월 15일 릫24시 셀프 빨래방(정관

점)릮과 시작식을 갖고 홀몸 어르신 이불 빨래 지원 사업

릫이불 퀵서비스릮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터뷰 - 차성문화제 송영우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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굛2017년 9월 29일(금요일)제260호

가족극으로 태어난 모차르트 오페라의 진수

릫마술피리릮

안데르센극장

최고의 옷을 향한 임금님의 벌거벗은 행차

가 시작된다

릫벌거벗은임금님릮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몽상극

릫안데르센릮

안내

차성아트홀 균일가 ※신바람 문화회원 무료 6천원

안데르센 극장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기장군민) 1만원

일반인(기장 외 지역)
▷신바람 문화회원, 20명 이상
단체 50％ 할인

2만원

○ 신바람 문화회원

신바람 문화회원이 되면(연회비:기장군민 1

만원/타지역민 3만원) 차성아트홀 상설공연을

무료로, 안데르센 극장 공연을 50％할인된 가

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입문의 051-728-0993 또는 네이버카페

(cafe.naver.com/andersentheater)

○ 티켓가

○ 셔틀버스 운행

공연 30분 전 출발하오니 공연 40분 전까지

는 탑승하길 바라며,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안

데르센 극장(051-728-0993)으로 미리 연락 바람

- 기장 : 일광역 대복집 앞 - 물조은 온천 - 안

데르센극장

- 정관 : 정관 어린이도서관 정문 - 안데르센

극장

10월 14, 28일 (토)오후2시/5시

준이와 아빠만의 공간, 흰 이불 위에서 펼쳐

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인의 이야기굩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작하여 새하얀 이불로

확장되어지는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신개

념 가족극이다. 현대사회에서 가까워지기 힘

든 아빠와 아들. 릫너는 거인이 될 거야.릮 아이

에게 아빠란 존재는 어떤 의미일까? 핸드폰의

창의적이고 아날로그적인 활용, 미시적 세계

와 거시적 세계의 만남, 극단 하땅세의 릫거인

이야기릮는 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아빠의

사랑이 담긴 연극이다.

10월 14~22일 (토)오후1시/3시 (일)오후3시

기존의 오페라가 노래만으로 극을 진행했던

데 반하여 뢾마술피리뢿는 적절한 대사를 통해

연극적인 재미를 더해준다. 특히 순간순간 전

해지는 재치 있는 대사들은 관객의 즐거움을

더해 주며 특히 본 공연에서의 어린이 눈높이

맞춘 대사들은 어린이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랑과 진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이들의 모

함을 그린 감동의 오페라로 모차르트의 천재

적인 음악과 같이 여러가지 환상적인 요소와

신나는 라이브 음악으로 재구성하여 어린이들

이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접하여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9월 30일~10월1일, 10월 7~8일

(토)오후1시/3시 (일)오후3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랑시인 안데르센굩 안

데르센이 그림을 그려 보여준 납작한 종이인

형들의 세상에서 새 옷을 입는 것 외에는 관심

이 없었던 한 임금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최

고의 옷만을 찾으며 겉치레에만 신경쓰던 임

금님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나선 일화를 그린 동화이다. 권

력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른들

의 어리석은 모습을 꼬집어 표현했다. 어른들

에게는 재미있는 풍자를, 어린이들에게는 흥

미로운 종이 인형놀이를 선사할 것이다.

10월 28~29일 (토)오후1시/3시 (일)오후3시

못생기고 철자법도 모르지만 배우의 꿈을

안고 코펜하겐 극장을 찾은 소년 안데르센굩

그를 돌려보내려는 극장장에게 안데르센은

자신의 삶을 담은 세 편의 동화 뢾미운오리새

끼뢿, 뢾인어공주뢿,뢾성냥팔이 소녀와 놋쇠병정뢿

을 들려준다. 결핍을 뛰어넘고 끝없이 꿈꾸며

우리 곁에 불멸의 작가로 남은 안데르센의 이

야기가 고품격 가족뮤지컬로 펼쳐진다.

※ 상기 일정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아빠와 아들이 함께 놀면서 만들어나가는

신개념 가족극

릫거인이야기릮

차성아트홀
청춘수사액션
10/1(일)청년경찰(2017)

의욕충만 경찰대생 기준과 이론백단 경찰대생 희열은 외출을 나왔다 우연히 납치 사

건을 목격하게 된다. 기준과 희열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증거로 수사는 전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굩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자, 기준과 희열은 직접 발로 뛰는 수사에 나서기로 하고 예측 불

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슈퍼 히어로가 온다
10/8(일)빅풋 주니어(2017)

화가 나면 신발을 뚫고 나올 만큼 발이 불쑥~ 남들과 다른 아담은 학교에선 놀림 받

기 일쑤. 어느 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를 만나긴 했는데… 이 커다란 털복숭이 빅풋

이 우리 아빠라고? 아빠의 슈퍼 DNA때문에 자신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매일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슈퍼 DNA를 노리는 월리스가 아빠를 납치

하고, 아담은 용감무쌍한 슈퍼 히어로가 되어 아빠를 구하러 가는데…

차성문화제 특별상영작
10/21(토)군함도(2017)

1945년 일제강점기.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군함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탄 배가 도착한 곳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노동자로 착취하고 있던 릫지옥섬릮 군함도였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조선인들

이 해저 1,000 미터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하

는 군함도. 지옥섬 군함도, 조선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된다굩

차성문화제 특별상영작
10/22(일)택시운전사(2017)

1980년 5월, 서울 택시운전사. 릲광주? 돈 워리, 돈 워리굩 아이 베스트 드라이버릳 택시

운전사 만섭은 외국손님을 태우고 광주에 갔다 통금 전에 돌아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를 태우고 영문도 모른 채 길을 나선

다.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아야 하는 만섭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선 광주. 상

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만섭은 집에 혼자 있을 딸 걱정에 점점 초조해지는데…

바다가 부르면 운명적 모험이 시작된다
10/29(일)모아나(2017)

바다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모험의 신세계굩 모든 것이 완벽했던 모투누이 섬이 저주

에 걸리자 바다가 선택한 소녀 모아나는 섬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항해를 떠난다. 저주

를 풀기 위해서는 오직 신이 선택한 전설의 영웅 마우이의 힘이 필요한 상황굩 모아나

는 마우이를 우여곡절 끝 설득해 운명적 모험을 함께 떠나는데…

2017년 10월

차성아트홀 &

안데르센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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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신청

가입방법 및 지원내용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릫희망친 미래로릮 가계

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릫희망찬 미래로릮 부산

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

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년)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

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적

립하는 적금상품(1~3년)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굛면사

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읍굛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기타 필요서류 등

○ 개설방법 : 신청장소에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받아 신분증 지

참 하여 부산은행 방문

복지정책과(709-4365)

○ 대상 : 개인적 사정으로 웨딩사진을 갖지 못한 부부

○ 문의 및 신청 :기장예술인협의회 사진분과장 서명옥

(010-3098-9258) 고문 윤기철(010-9393-2066), 네이버카

페 기장사진동호회(cafe.naver.com/gijangsajin)

무료웨딩사진촬영이벤트 10월 릫문화공감빈자리릮무료강연

○ 일시 : 12일(목)오후 7시

○ 주제 :내가 그리는 세상

○ 강사 :박종희(서양화가)

○ 내용 : 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내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뀐다.

○ 일시 : 19일(목)오후 7시

○ 주제 :한시로 읽는 인문학

○ 강사 :박종식

○ 내용 :소동파의 적벽부, 범중엄의 악양

루기, 구양수의 취옹정기(醉翁亭記 歐

陽脩), 조식의 공후인( 引), 명도편, 동작대부,

栗谷 이이

○ 일시 : 28일(토)오후 2시~3시 30분

○ 행사명 :거꾸로 사생대회

○ 대상 :기장관내 및 인근지역 가족

○ 내용 : 부모와 자녀의 합동 작품전 개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맘껏 발휘해보는 즐겁고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시상품과 참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장소 :하가빈 카페(대변리 무양로 32)

□ 대상 :군민 누구나(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화공감빈자리 051-611-4111

○ 시화전

-제목 : 바다와 시

-기간 : 10월 1일 ~ 10월 31일 (10월 3, 4, 5일 휴관)

-장소 : 기장읍 죽성리 릫드림세트장릮

-시화수 : 21편

○ 시낭송

기장 군민 대상 시낭송 대회 참가 신청 받습니다.

-개요 : 차성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

-제목 : 시낭송, 가을을 물들이다

-신청밥법 : 이메일 접수

-신청 시 제출 자료 : 낭송시 원고, 성명, 주소, 전화

-신청하는 곳 : 기장문인협회 사무국장 메일

(countryman.jung@gmail.com)

-문의 : 010-9024-9978

기장문인협회시화전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굛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굛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굛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가구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월 본인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8만원)

＊근로소득에 따라 변경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내일근로장려금(5~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3~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추가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통장 3년 유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굛창업

접 수 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기장지역자활센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시기 :

-희망키움통장Ⅰ: 2017. 10. 10(화) ~ 10. 16(월)

-희망키움통장Ⅱ: 2017. 10. 10(화) ~ 10. 19(목)

-내일키움통장 : 2017. 10. 10(화) ~ 10. 16(월)

○ 신청장소 : 읍굛면사무소(희망키움통장), 기장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

통장)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5),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

관읍(709-5158), 일광면(709-5201), 철마면(709-5274)

□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

술훈련비, 사업의 창업굛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굛자립에 필요한 용

도로만 활용 가능

희망굛내일키움통장신청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사할린 한인들의

오래된 귀향

안미정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교수

■ 인문학칼럼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해진 러시아의

교류를 반영하듯 부산은 한굛러 교류의

새로운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한 가운데 부산시 기장

군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들이 있다.

릫영주귀국사업릮에 의해 귀국(혹은 귀

환)한 이들은 부산의 경우 2009년 1월부

터 정관신도시에 살기 시작하였다. 이

들은 대부분 사할린 한인동포 2세들로

부모의 고향인 부산을 비롯 예외인 경

우도 있으나 경상남북도를 본적으로 하

고 있다.

영주귀국사업이란 무엇이며 사할린 한인들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의 역사에 얽힌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

서 한인들은 연해주를 비롯 동북아시아의 여러 곳으로 이주하

였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지배통치에서 해방되었으나

1950년 6굛25전쟁의 발발로 남북이 분단되고, 구소련의 각지에 살

고 있던 이들의 귀국은 이뤄지지 않았다. 1980년대 이르러서야

한일 양국 적십자사를 통해 모국방문이 이뤄지기 시작, 1992년

에 이르러서야 일부 65세 이상의 독신자들이 귀국할 수 있었다.

1세들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한 2세들의 귀국이 이뤄졌으며 그 대

표적인 곳이 부산시 기장군 정관 신도시인 것이다. 이러한 귀국

이 이뤄지기 전까지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였던 사할린 동포

들의 외침은 냉전체제 하에 묻혀 왔던 것이다. 그러기에 릫사할

린 영주귀국자릮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냉

전의 유산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몇 년 전 필자가 정관신도시에서 만난 사할린 동포 2세들은

2013년 릫부산시사할린영주귀국자회릮를 구성하여 낯선 고국의 땅

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 노인정에

서 요가와 노래 교실에 참여하고 도미노 게임을 즐기는 등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어떤 이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릫귀향릮의 꿈을 자신이 대신 이

루는 것이라 하였으며, 어떤 이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국

에서 마무리 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아픔이 있었다. 그것은 이들의 귀향으로 말미암아 새로

운 가족의 이산이 생겨난 것이었다. 1세인 부모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았던 이산이 있었다면, 2세인 자신들의 귀향은 사

할린 3세인 자식들과의 이산을 낳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이

들은 릫이중이산릮이라고 불렀다.

끝나지 않은 가족의 이산. 이들의 삶과 그 역사로부터 생각해 보

게 되는 진정한 교류란 비단 물자가 오가는 경제적 교역만이 아니

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움으로써 더 이상 이산의 고통을 낳지 않

는 것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귀국사업을 릫귀향(歸鄕)릮이

라는 말로 표현했던 이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기장향교에보관중인 릫사직대제(社稷大祭)참재록(參齋錄)릮일부.

기장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 중에

조선시대 기장읍성의 흔적을 찾기 위해

서는 바로 사직단(社稷壇)을 제대로 찾

고 이해해야 한다. 과거 농경문화 시대

에 농사와 곡식을 관장하는 신에게 바치

는 제사를 지내는 곳을 릫사직단릮이라 한

다. 임금이 있었던 한양 도성의 좌측에

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단을 위치시킨

다는 뜻이다. 주현(州縣)은 고을의 형태

에 따라 대체로 읍치(邑治)의 서쪽에 사

직단, 동쪽에 성황당(城隍堂,서낭당),

그리고 북쪽에 여제단( 祭壇)을 설치

했다. 조선시대 기장을 포함한 주현의

사직단은 국왕이 직접 의례를 집전하던

서울 사직단과 달리 고을의 수령이 지역

을 수호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지

도록 농사를 기원하고, 풍요와 번영을

빌었던 곳이다.

서울의 사직단과 주현의 사직단, 사직

대제

서울의 사직대제는 종묘제와 함께 국

가의 큰 제사로 사(社)는 토지의 신을 직

(稷)은 곡식의 신을 말한다. 사직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무(上戊)일 그

리고 납일(臘日)에 왕이 친히 나가 제사

를 지냈다. 사직은 릫주례(周禮)릮에 의하면

궁궐을 세울 때 릫좌묘우사(左廟右社)릮라

하여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록상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웠고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는 1394년 한양천도 전에 새 서울

건설계획을 세우고 경복궁의 자리가 북

악 백악을 주산으로 하여 결정되자 릫좌

묘우사릮의 규정에 따라 종묘는 좌측 동,

사직단은 우측 서에 정하였다. 주현의

사직단은 태종대 이후에 세워졌는데 성

종대의 릫동국여지승람릮 사묘조에는 지역

군현마다 사직단이 기재되어 있다. 릫국

조오례의릮 사직단조에도 주현에는 릲성의

서쪽에 사직단을 둔다릳고 하였다. 릲주현

의 사직단은 서울의 것과 달리한다.릳하

였고 위판에는 주현 일 때에는 릫주사지

신州社之神)릮, 릫 주직지신(州稷之神)릮 이

라 하였다. 이에 따라 기장에도 사직단

이 세워졌고 사직대제가 이루어 졌다.

기장 사직단과 사직대제에 관한 고문

헌과 고지도 자료

조선시대 향교가 설치된 기장도 예외

가 아니었다. 사직단은 기장읍치를 중심

에 두고 서쪽에 사직단, 동쪽에 성황당,

북쪽에 여제단을 설치했다. 이들 중 성황

당이나 여제단은 주로 개인적인 일로 발

복(發福)과 치병을 빌던 시설물이었지만

사직단은 달랐다. 기장 사직단에 대한 것

은 1530년에 편찬된 릫신중동국여지승람릮

을 시작으로 1895년의 릫영남읍지릮 등에 상

세하게 그 기록이 잘 남아 있어 사직단의

소재를 지금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한말을 지내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사

직단의 제례행사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

라 서서히 폐지되었고 안타깝게도 오늘

날에는 보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기장 사직단과 관련된 고문헌 자료를

보면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의 사묘(祠廟)조에 릲사직단은 현의 서쪽

에 있다.(社稷壇在縣西)릳라 하고 문묘

(文廟)인 향교와 성황사(城隍祠), 여단

( 壇)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895년에 편찬된 영남읍지(嶺南邑誌) 단

사(壇祠)조에 릲사직단 옛 터는 현의 서

쪽 4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현의 남쪽 2

리에 있다.(社稷壇舊在縣西四里今移在

縣南二里)릳라 하였다. 기장 사직단의 고

지도 자료는 18세기 릫해동지도릮 와 19세

기 릫기장현도릮에도 읍치의 서남쪽에 정

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기장향교의 사직대제(社稷大祭) 참재

록(參齋錄)

우리 기장 또한 역사가 오랜 고을이자

새롭게 조성된 도시이지만 사직단의 구

체적인 역사는 조선 초에 기장향교가 설

치되면서 같이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나

그것을 밝히는 상세한 자료가 아직 없

다. 다만 릫신증동국여지승람릮 기장현조

사묘(祠廟)조에 릲현의 서쪽에 있다릳 하

였을 뿐 서쪽의 어디를 직시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영남읍지(嶺南邑誌)에 릲현

에서 남쪽으로 2리(약 800m) 떨어진 곳

에 있었다릳 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

장향교에 보관 중인 릫사직대제 참재록릮

은 책을 묶은 순서대로 보면 다수의 묶

음으로 모두 5책이 된다.

1852년부터 1900년까지가 한 묶음 책

이고 두 번째는 년도가 표기되지 않은

책이다. 세번째는 1901년부터 1908년까지

이고 네번째는 1908년 8월부터 1912년 2

월까지 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1925

년 2월부터 1930년 8월까지로 총 5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한 책에는 2권 또는 3

권으로 한데 묶어져 있다. 한편 1909년까

지는 사직대재 관련 여러 인물들이 기록

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기록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다.

기장향교의 릫사직대제 참재록릮은 지역의

전통문화계승과 정체성 회복에 아주 귀

중한 자료이다.

기장 사직단에서의 독립만세 운동과

제등행렬 -기장노농회임시회

나라의 자주독립에 목숨 걸었던 기장

지역 최초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4월 5

일 지금의 기장초등학교 앞 기장시장에

서 천 여 명의 장꾼들과 지역 주민이 운

집하여 목이 터지라 외쳤다. 그 후 9년

이 지난 1928년 5월 20일에 기장노농회가

주축이 된 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밖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보이지 않게 기장의 독립만세운동의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기장역사와 문화의

대표 공간인 사직단에서 장소를 택하였

고 5백여명의 노농대중이 운집한 가운

데 김규엽의 사회로 시작되어 당면 문제

를 토의하고 밤 시간을 택하여 고풍악

소리와 함께 제등행렬이 이루어졌으며

릲동무들아 단결하세 단결은 우리의 생명

이다릳라는 우리 민족과 고을의 대동단결

정신과 자주독립을 표방하였던 장소 또

한 기장 사직단이었다.

기장 사직단의 복원 및 활용방안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

최근에는 각 지역마다 문화관광 수준

을 높이기 위한 해당 지역 역사속의 문

화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특성에

맞게 창조하는 실정이다. 기장 사직대제

는 조선 초부터 유지해 오다가 비로소

19세기 중반부터 사직대제의 흔적을 기

장향교에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앞에 소

개한 기장향교 릫사직대제 참재록릮이다.

사직단의 제례행사인 릲사직대제릳를 지

내기 위해서는 사직단의 복원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방되기 10년 전인

1935년을 끝으로 사직대제에 대한 기록

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뜻을 배우고

고을의 화합을 이루었던 장소인 사직단

복원정비는 기장인의 마음속에 전통의

향수와 추억을 더하여 그 어느 지역보

다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지역의 전통

문화 계승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끊어졌던 82년 전의 제례의식을

이제 연결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야 말

로 조상이 물려준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킴에 그 목적이 있고

이 일을 통해 과거 역사의 끈을 이어서

기장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

아가 지난 세월 기장의 대표 제례의식

을 복원해 의례(儀禮)등을 행한다면 기

장군의 정체성이 높아질 뿐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화에도 아주 큰 몫을 차지

할 것이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장

농경문화 기장 릫사직단릮 복원해야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정체성 회복

뢾社稷壇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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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협찬광고유료광고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수시모집

문의 051-944-4022
주소:기장읍대청로42 명광빌딩6층 (한솔유치원앞)

기장에는소망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보호사교육원이있습니다,

소망(주간보호센터)

다양한프로그램이준비되어있으며.

어르신을진심으로모십니다.
어르신을정성을다해모십니다.

상담 ) 051-724-4055
주소:기장읍대청로42 명광빌딩5층(한솔유치원옆)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

(주굛야간보호)
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 2년이상거주최대5만원지원

유료광고

(A)효사랑기장군최초 4년연속

최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평가)
뢾보건복지부신고기준뢿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376
☎ 051)724-3232, 724-3060 /☎ 010-5311-1779 (원장김호진)

가성비좋은최고등급한우로원기회복까지

기장군음식점을찾아서 -철마면안평리한우식당 릫송하원릮

송하원오송자대표(왼쪽위사진), 한우모듬구이가차려진상(오른쪽사진).

몸보신에 좋은 음식은 장어, 삼계탕 등 다양

하게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릫한우릮다. 한우의 단

백질, 필수 아미노산은 면역력 상승과 원기 회

복에 효과적이며 한우의 릫간릮은 피로 회복과 눈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

추석을 앞두고 강원도 횡성에서만 한우 3천

마리 도축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예로부터 추석 선물용으로 가장 사랑받는 선물

이 한우 세트가 아닐까 한다.

한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유(交遊)가

축으로서 약 2000년 전부터 농경, 짐운반, 고기

의 이용, 전투용, 무역품으로도 이용되기 시작

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우가 외국 소에 비해 맛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미국 광우병 소 수

입 파동이 나면서 한우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

아졌다. 한우 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

다. 비싼 가격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소비량

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맛 때문이다. 한우

고기가 우리 입맛에 맞는 것이다. 한우 품종 자

체가 올레인산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한우 고기가 맛있는 것은 단

지 품종 덕인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사육을 하

는가에 따라 맛 차이가 크게 난다.

오는 10월 6일 금요일부터 9일 월요일까지

철마면 장전리 일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철마

한우불고기축제를 맞이해 철마면 한우 식당을

찾았다.

릫송하원(김하병 오송자 대표)릮은 철마면 안평

리에서 96년부터 한우식당을 열어 명성이 자자

하다. 먼저 송하원 식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송

하원 고기를 전담하고 있는 릫송하원 푸줏간릮을

운영 중인 김상훈 대표를 만났다. 그는 잘 키운

소를 고르는 것만큼 손님상에 오르기 전 고기

의 숙성정도가 무엇보다 맛을 좌우하는 요인이

라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송하원의 가업을 이을 목적으로

대학을 외식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8년 전부터

식육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릲경매장에서 고기

를 받아올 때부터 최고 등급의 고기만을 고집

합니다. 그러나 고기의 부위에 따라 숙성온도

와 시간이 다릅니다. 식감이 뛰어난 고기를 만

들기 위한 노하우는 숙성에 있습니다릳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송하원의 안주인인 오송자 대표는 기장문화

원 부원장으로도 활약하며 기장문화 발전에도

힘써오고 있다. 송하원 식당 옆 릫송하갤러리릮는

자녀인 김주희 도예가가 운영하고 있다. 송하

갤러리에는 관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

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이 전시되고 있다. 또한 도예작품과 생활도자

기를 상설 전시굛판매하고 있다.

오 대표는 릲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

각으로 딸에게 갤러리를 열었으면 하고 권유했

어요. 많은 분들께서 송하갤러리를 자주 찾아

주시고 아껴주시면 지역의 보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릳라며 문화에 대한 애정을 밝혔다.

오 대표는 종업원들과 1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을 갖는다.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교육은

기본이지만 직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직접 듣

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릫월급은

손님들이 주는 것릮이다. 직원들의 고충은 덜어

주고 손님에게는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마음

을 나눈다.

송하원의 특징은 고기를 먹은 후 밥과 된장

을 주문하면 즉석에서 무쇠솥에 밥을 짓는다.

시골할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의 맛과 구수

한 밥맛의 조합은 식사를 두 번하는 즐거움을

준다.

송하원은 연중무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영업한다. 예약은 전화 721-8692로

하면 된다.

몸에 좋다

는 벌꿀, 구입

하려다가도

혹시 가짜 꿀

일까 걱정돼

망설였다면

이제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장양봉연구

회(회장 장현복)에서 생산하고 보증하는 릫기장

봉한꿀릮을 걱정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지난 5월 27일 장안사 주차장에서 열린 릫제6

회 기장봉한꿀 홍보행사릮에서 3천400만원의 판

매고를 올림으로서 릫기장봉한꿀릮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기장양봉연구회 회원은 5개 읍면, 34개 양봉

농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릫믿음과 신용릮의 벌꿀

생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벌통에서 자연 숙성된

천연 벌꿀만을 채밀함으로써 품질 좋은 봉한꿀

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청정자연에서 채

취하는 기장봉한꿀은 적당한 수분과 향, 영양까

지 고루 풍부해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장 회장에게 기장봉한꿀이 품질이 뛰어난 비

결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릫꿀은 꿀벌이 만든다릮 릫좋은 시기와 좋은 장소

에서 만들어야한다릮 릫벌통 속에서 벌들에 의해

잘 숙성돼야 한다릮는 좋은 꿀을 만드는 3가지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뿐.

웰빙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이라면 천연항생

제로 불리는 릫프로폴리스릮를 한번쯤 들어보았

거나 사용해 보았을 것이다. 프로폴리스는 꿀

벌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꿀벌의

침샘분비물과 식물들이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

해 분비하는 수지를 혼합해 벌집 입구에 바르

는 항생물질이다.

최근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항균, 항산화,

면역증강 등 다양한 효능이 잇따라 입증되면서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 생활

용품에 사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장양봉연구회도 벌꿀 생산뿐만 아니라 프

로폴리스의 전도유망한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

장 회장은 릲상처가 나거나 특히 구강염, 기관지

염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후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특정한 시기에만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에 앞으로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

다릳라고 말했다.

릫기장봉한꿀릮 500g 2병 1세트는 3만원, 2.4㎏

1병은 5만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구입문의는

010-6510-8393으로 하면 된다.

면역력증진을위한건강식레시피

표고 양념구이

표고버섯에는 다당류인 렌티난

(lentinan)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면역

력을 높여주며 환절기 감기 예방에 도움

을 준다. 또한 비타민D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효과와 혈

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효능이 있다.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신경 전

달과 근육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

를 준다.

재료 및 분량 (2인분)

마른 표고버섯 6개, 쪽파 1작은술, 통

깨 약간, 녹말가루 약간

-소 재료 : 새우 살 50g, 두부 100g, 다진

애호박굛양파굛당근 2큰술, 소금굛후춧가

루굛깨소금 약간

-고추장 양념 재료 : 고추장 1큰술, 올리

고당 1큰술, 조청굛간장굛깨소금굛참기름굛

다진 마늘 2작은술, 흰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방법

1. 마른 표고버섯은 불려서 기둥을 떼어

내고, 물기를 제거한다.

2. 표고버섯 안쪽에 녹말가루를 살짝 뿌

린다.

3. 표고버섯에 소를 꾹꾹 눌러 넣는다.

4. 소를 넣은 표고버섯은 김이 오른 찜통

에서 10분 정도 찐다.

5. 달군 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고

추장 양념을 발라가며 앞뒤로 노릇하

게 굽는다.

6. 구운 표고버섯에 통깨와 쪽파를 뿌려

완성한다.

소 만드는 방법

1. 애호박, 양파, 당근을 곱게 다진다.

2. 새우 살과 두부는 곱게 다져 물기를 짜

고 다진 애호박, 양파, 당근을 넣고 섞

는다.

3. 소금굛후춧가루굛깨소금을 약간 넣어 간

을 해준다.

고추장 양념 만드는 방법

1. 그릇에 고추장, 올리고당, 조청, 간장,

깨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고 섞

는다.

2. 흰 후춧가루를 약간 뿌려 완성한다.

황단비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보건복지부지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복지시설

○치매예방및유지특화(브레인닥터협약)

○신체기능회복(체조활동)

○건강유지(병원동행)

○건강하고맛있는식사제공

○ 3층⇒ 120평 ⇒정원 40명

○ 4층⇒ 120평 ⇒정원 44명

○옥상하늘정원⇒ 140평

효사랑은항상준비된모습으로

어르신과보호자님을기다리고있습니다.

☆ 365일 모두운영합니다☆

2017년 9월 29일(금요일)제260호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받으신어르신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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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원장약력(雪松이정래)

미용예술학박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기술강사

대한미용사회중앙회부산광역시기술강사회회장

전)이경희헤어 1,2,3호점원장

전)영산대학교미용예술학과초빙교수

전)동주대학교미용예술학과외래교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미용직종)

실기교사(디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교육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뷰티숍컨설턴트

아모스프로패셔널트랜드헤어쇼

부산광역시장배미용페스티벌헤어쇼및디렉터

부산광역시장배미용페스티벌일반부및학생부선수다수배출

IBO국제미용기능경기대회학생부선수다수배출

※국비지원훈련대체반선착순모집
(헤어자격증반 3개월과정, 수강료 90만원)

※두피.모발및퍼머넌트메이크업수강생모집

※ 릲2017년 F/W트랜드커트＆컬러릳

수강생모집 (주1회, 3시간, 1개월과정)

릲교육부진로체험인증기관.소상공인전문기술교육기관.국비훈련기관릳

수강료 20％ 할인굩

이정래미용학원☏ 722-8026

유료광고

삽
화

김
미
화

철마면 마지마을 출신인 오강환 경

사는 1950년 6굛25전쟁 때 양산경찰서

웅상지서(현 웅상파출소)장으로 근

무하고 있었다. 6굛25전쟁으로 양산경

찰서관내 많은 국민보도연맹회원들

이 집단 총살되고 있을 때 오경사는

웅상면 관내 보도연맹원 3백여 명을

구제한 사실이 지난 2008년 6월 양산

신문 손상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

혀졌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북한을

찬양하면서 정치를 한 사람과 선동

그리고 빨치산이 되어 무력행동을 한

사람,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

량을 빼앗기는 등 이들을 본의 아니

게 도와준 사람들의 적발 또는 자수

한 사람들을 개과천선하도록 도와주

고 보살핀다는 이유를 들어 만들어진

관변단체였다. 자수, 적발된 사람 외

많은 군민가운데 누가 이적행위를 하

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

래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유지 심

지어 일반공무원까지 동원되어 혐의

가 조금만 있어도 보도연맹에 가입하

면 관용한다고 하면서 혐의 있는 사

람은 보도연명에 가입하라고 선전하

고 다녔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곤 많은 선

량한 군민들이 이에 동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가입성적이 저

조하자 이들은 순수한 농민들에게 보

도연명에 가입하면 군 입대면제, 취

직알선, 자유여행 등의 혜택을 입는

다고 했다. 또 마을 사람들을 학교운

동장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도장을 찍

으라고 해서 단체의 성격도 모른 채

가입을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광

복 후 많은 농가 특히 비농가에서는

식량이 없어 산과 들을 다니면서 나

무껍질과 풀뿌리를 캐어다 가족들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참에 좋

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

되어 아무영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가운데

좌익사상이 있는 사람의 가족과 친인

척들도 연좌제 운운하여 위협을 하는

바람에 가입되었고 심지어 보도연맹

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순진한 사

람들이 가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

다. 가입한 보도연맹원들은 모두 경

찰서 관내 7개 지서에서 관리 했는데

이들은 한 달에 한 두 번씩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도로부역에

동원되었다.

1950년 6굛25전쟁이 일어나자 양산

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내 7개

주재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도연맹

전원의 명단을 사찰계에 보내라는 지

시가 있었다. 또한 보련 대상자를 본

서로 호송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명

령을 받은 각파출소 경찰은 전 보도

연맹원들을 소집하여 트럭에 싣고 가

서 군청 옆에 있는 큰 목화창고에 가

뒀다. 그런데 웅산지서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지서장 오강환

경사는 이 명부를 보내면 모두 살해

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다. 그저 땅

만 내다보고 사는 농민들이 무슨 혜

택을 준다, 취직도 알선해 준다는 공

직자와 지역 유지들의 꾀임에 빠져

거의가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을 알고

있는 오경사는 약 3백여 명에 가까운

웅상면 거주농촌의 가장과 자식들이

끌려가 처형된다면 그들의 가정은 어

떻게 될 것인가. 또 극소수의 좌익사

상을 가졌던 사람들도 적발 또는 자

수하여 개과천선하겠다고 보도연맹

에 가입하지 않았던가. 오경사는 이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낼 수가 없

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는 릫살신

성인릮을 생각하고 명단 전부를 불태

워 버렸다. 내 한목숨을 버려 만인을

구해야만 되겠다는 숭고한 정신에서

일어난 인간애였다. 속히 명단을 보

내라는 독촉이 성화같았는데 오경사

는 내 관내 선량한 사람들을 보도연

맹운운하면서 희생시킨다면 그냥 두

지 않겠다고 으름장 놓으면서 그 명

단은 모두 소각해 버렸다고 했다. 경

찰서장 목이 열 개라도 붙어있지 못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즉시 부산에 있는 영남지구계엄사령

관에게 보고되었으며 사령관은 그 간

큰 오경사를 잡아 오라고 계엄군 수

사관에게 지시했다. 이미 죽음을 각

오하고 있던 오경사는 산천초목도 떤

다고 하는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리던

계엄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총살 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

면 그로써 생은 마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령관실에 들어가니 유심

히 오경사를 바라보던 그는 릲오 자네

오강환이 아닌가? 나 김종원이다릳 라

고 말하는 그는 8년 전 일본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친구

였다. 이들은 힘찬 악수를 하면서 광

복 후 김종원은 육군에 입대하여 오

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오경사도 경

찰에 들어갔다고 했다. 김종원은 자

네가 적색분자로 분류되어있는 많은

보도연맹원의 명단을 없앴다고 하는

데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다. 오경사

는 릫옳지 기회는 이때다릮하면서 릲내

관내 약 3백여 명의 보도연맹원은 거

의가 공직자와 관에 아부하는 지방유

지라는 사람들이 무지한 농민들에게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군면제도 시켜

주고 직장도 알선해 준다고 꾀어 입

회시킨 사람들릳이라고 설명하고 릲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순수한 농민들

이 보도연맹을 알 리가 없었다릳고 했

다. 그러면서 릲우리 경찰은 군대와 함

께 국민의 생명과 그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헌법에 따라 죄 없

는 그들의 명단을 없애고 생명을 보

호해 주었다릳고 논리정연하게 역설했

다.

사령관은 아무리 전시라 해도 순수

한 농민들에게 그 같은 함정을 파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하면서 수사

관을 불러 오경사의 경위서만 간단하

게 받고 돌려보내라고 했다. 한편 웅

산면 보도연맹만 제외하고 군내 석산

마을 양민 24명을 비롯한 많은 보도

연맹회원들이 8월 들어 동면 사송리

사배재와 그리고 남락고개 등지에서

총살되었는데 뒷날 부산일보와 국제

신문 등에서는 당시 7백여명 이상이

학살되었다고 추정보도하기도 했다.

오경사는 1952년 퇴직하여 집에 있

을 때 동면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되어

죽을 뻔 했다는 사람이 찾아와서 은

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례를

하고 오경사를 부산대학교 행정직에

취직을 알선해줘 그곳에서 정년퇴직

했다. 한편 웅산면에 살다 은혜를 입

은 사람들이 모여 오경사의 의인(義

人)비석을 세울 계획을 세웠으나 예

산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전)양산향토사연구회장 정진

화씨는 2006년부터 2년간에 걸쳐 양

산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당시 학

살된 보도연맹원을 조사한 결과 총

224명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그 와중

에 자기생명을 담보로 하여 많은 양

민을 위험에서 구제한 오강환 경사의

미담은 양산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고 했다. 오강환씨는 2012년 9월 고향

인 철마면에 있는 아들집에서 93세로

세상을 떠났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양민 3백여명을구제한오강환경사

기장야화 52 김정미원장의가족상담소

이왕이면다홍치마

김정미

기장평생교육센터원장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여름

휴가철에 필자의 남편이 부정맥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워낙 위급

한 상황이라 준중환자실에서 몇날 며칠

을 지내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 같은 병

실에서 잠시 함께 머물렀던 인연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

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4인이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

데, 그 중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환자는

자신이 필요한 용무 외에는 자신을 간

병해주고 있는 부인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다. 대화는커녕 천정만 바라

보다가 눈을 감는 등 부인에게는 눈길

조차 주지 않고 있었는데, 부인은 남편

의 이러한 태도에 이미 익숙해 보였다.

서로 살을 맞대며 함께 살아 온 세월이

어떠하였기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

다. 한편, 다른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들

이 얘기할 틈만 주면 밑도 끝도 없는

자신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쏟아 붓는

환자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가끔씩 보

호자인 남편을 향해 볼멘소리로 나무라

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에 그

동안 어지간히 면역이 생긴 듯 남편은

그저 묵묵부답(默默不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마도 과거에 남편이 부인을 많이

힘들게 한 모양이다. 그 대가를 지금에

서야 돌려받고 있는 듯하였다. 또 다른

한 가족은 무슨 사연인지, 환자가 혼자

병실로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간병인이

들어왔다. 한 참 뒤에 부인과 아들이 손

님처럼 와서는 잠시 앉아 있다가 환자

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간병인

에게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

내 돌아갔다.

병실에 남은 환자만 머쓱한 듯 먼 산

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고, 간병인은 연

신 큰소리로 여기저기 개인적인 전화통

화를 해 대었다. 그 후 한 환자가 퇴원

하고 나간 자리에 남편이 환자인 노부

부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 역시 부인과

는 대화하기를 거부하였다. 오로지 환

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 부인이 묻고 대

답이 없는 남편의 태도를 대신해 부인

이 알아서 해결을 해 주면 환자는 그것

을 그대로 받아드리고 있었다. 그리고

평범하고도 보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부부가 남은 한 자리

에 있었다.

위와 같은 만남이 비록 병실에서 시

작되었지만 거기서 만난 부부의 모습들

이 서로 너무 비슷한 형태들이라 이것

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반적

인 우리 현실의 모습인지, 다정다감한

부부의 모습은 그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 볼 수 있는 각본에 의한 것에 불과

한 뿐인지, 필자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

에 없었다. 문득 필자의 상담실에 발걸

음을 해 준 부부들은 적어도 문제에 대

한 인식을 가지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병실에서 만났

던 부부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독자 여러분들은 메아리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산을 보고

릲고맙다릳고 소리치면 산은 되울려 릲고맙

다릳고 대답해준다. 나의 소중한 남편에

게 혹은 부인에게 고맙다고 소리를 치

면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릲고맙다릳고 되울려 올 것이고, 릲사랑한

다릳고 소리치면 그대로 릲사랑한다릳고 되

울려 올 것이다. 어떤 말을 듣기를 희망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어떤 말로 상대에

게 소리를 쳐야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

고 노력해보아야 한다.

필자의 어머니는 릫이왕이면 다홍치

마릮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셨다. 결혼생

활 역시 릫이왕이면 다홍치마릮라고 이왕

이면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로 함께 하

면서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가? 필자 역시 이 글을 올리면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무심

(無心)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

보며 남편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

다고 소리를 쳐 보아야겠다.

기장점 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점 기장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일시 : 2017년 10월 9일(월) 오전 7시 출발 ~오후 9시 도착

○장소 : 계룡대(충남 계룡시)

○대상 : 장안읍 거주자 및 관내 학생,일반인 및 가족(90명)

※1차 모집에 장안읍 정원미달인 경우 타지역 접수 가능

○참가비 : 1인 15,000원(점심 간식 보험 예비비),

차량(한수원 고리본부 지원)

○접수 : 9월 8일(금) 오전9시 ~선착순

(장안지역 1차마감 9월 27일)

※1차 장안지역 마감 후 9월 28일부터 타지역 참가자 접수 받음

▷다음카페(장안주민자치위원회)또는 문자접수 010-9430-3400

참가자이름,지역,연락처 기재

○입금계좌 : 농협 351-0414-1945-13 홍순미

(입금자명은 참가자이름으로)

○문의 : 010-9430-3400 (간사 김연진)

[행사내용]

- 무기/장비 전시 : 전차, 장갑차, 천마, 비호 수리온 헬기, 다

련장,자주표,패트리어트 등 총 170여점 전시

-특전사 고공강하,특공무술,군복(특전복)착용,대태러장비

체험 등

- 육군역사관, 병영생활관, 안전문화관, 주한미군 홍보관, 모

집 홍보관 등

- 6.25 참상 사진전시, 유해발굴 유품전시, 강한 육군 사진전

시,웨어러블 슈트전시/시연 등

◈ 주최 :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노인굛청소년분과

◈ 후원 :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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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기출범식및자문위원위촉장전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산기장군협의회

자원봉사자안전교육실시

유료광고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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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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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 이

하 민주평통)는 9월 15일, 소울

메이트에서 협의회장, 국회의

원, 군수, 군의장, 자문위원, 기

관장, 사회단체장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김창덕 간사

의 사회로 제18기 출범식 및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

최했다.

김세현 협의회장은 취임사

를 통해 릲바쁜 일정에도 불구하

고 제18기 출범식에 참석해주

신 내외 귀빈께 감사드리며 우

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

에 관하여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중요한 헌법기

관이며 민주평통 의장이신 대

통령께서는 릫평화와 번영의 한

반도 실현릮을 국정과제로 제시

하였고, 현재의 불안정한 남북

관계와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

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역량

을 한 데 모아 지역민들과 소

통하고 화합과 단결해서 대국

민통합을 이루어 평화통일로

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 생

각한다릳고 역설했다.

이어 부산지역회의 홍순헌

간사의 격려사, 대행기관장인

기장군수의 격려사, 지역 국회

의원의 축사, 기장군의회 의장

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릫우리의 소원은 통일릮합창을

끝으로 제18기 출범식과 자문

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마무리

했다.

정관읍사무소 2층 매암아트홀

에서 9월 18일릫캔버스 위에 핀

희망릮이라는 주제로 조촐한 전

시회 오픈식이 열렸다.

이 전시회는 기장장애인복지

관 직업적응훈련 교육생 10여명

과 벽화동아리 릫세걸음희망벽화

단릮 소속 벽화강사들의 재능기

부로 월 1회 함께 수업한 미술작

품을 모아 열리게 됐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직무훈련을 실시하는데 그 중

하나로 예술관련 직무훈련을 진

행 중이다. 그간의 꾸준한 미술

수업 덕분에 숨겨진 예술적 재

능을 발견하고 벽화작가로 활동

한 졸업생도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릲하얀 캔버

스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장애

인들도 화가가 될 수 있다는 희

망을 갖게 되고 마냥 행복해 하

던 교육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그간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이를

추진하여 열게 됐다릳고 말했다.

또 릲릫세걸음희망벽화단릮의 재능

기부가 계속되는 미술수업이 이

어진다면 본 전시회를 토대로

매년 이런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

다릳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

이건 그런 구별은 무의미하다.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색깔로

피어나든 서로가 가진 다양성

안에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색

깔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

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전시회

는 9월 22일로 마쳤지만 차후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이들과 마주

하길 희망해본다.

추석연휴기간다채로운문화행사

정관박물관

정관박물관(관장 성현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1일(일)부터 9일(월)까지 릫추

석맞이 전통놀이 한마당릮을 운

영한다.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

는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비석치기, 윷놀이 등 잊혀져가

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자율

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했다.

민속놀이는 정관박물관 앞

마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제기와

딱지 만들기 체험은 어린이를

동반한 박물관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층 안내데스

크에서 재료를 수령해 스스로

만들어 체험할 수 있다. 단, 재

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

다.

또한 정관박물관의 세 번째

특별기획전 릫해와 달이 된 오

누이릮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이 전시는 전래동화를 재해석

해 놀이요소를 접목했다. 어린

이들이 오감을 동원하여 전시

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이 체험 형 전시다.

박물관 유리진열장 속 유물

을 눈으로만 보는 전시에서 탈

피해 어린이들이 전래동화 속

오누이가 되어 이야기 전개에

따라 마련된 20여 가지의 전시

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

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배

우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이번 전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호응

이 높아 12월 3일(일)까지 전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다. 전

시 관람은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 단위로 오후 5시까지 입

장 가능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

해 회당 관람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정관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관람료

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정관박물관 홈페이지를 참

고하거나 전화(720-6900~1)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정

덕숙)는 9월 7일 봉사단체 회장

과 회원 40여명에 대해 부산119

안전체험관에서 릫자원봉사자

안전교육릮을 실시했다. 이번 안

전교육은 도시재난과 자연재난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의 재난대처능력과 안

전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안

전과 더불어 나아가 지역사회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릫2017년도 기장읍 나눔 프리

마켓(9월9일~9월10일)릮행사에

자원봉사 홍보를 위한 체험부

스를 운영했다. 지역민에게 다

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봉사

해주신 네일아트(김미경), 친환

경수세미뜨기(김래옥, 라부연

외), 석고방향제(에코청소년봉

사단/기장군학부모가족봉사단

회장 김남주), 페이스페인팅(김

찬여), 리본헤어핀(송말순, 유

윤덕 외), 풍선아트(김영숙),

그 외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에게 감사를 전한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는 기장군

청과 연계한 봉사활동도 진행

했다.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

지 진행된 기장군민 건강증진

사업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기장읍지구협의회(회장 박명

숙), 하모하모봉사단(회장 김순

조), 이진캐스빌아파트부녀회

(회장 김영미)등 많은 분들이

접수도우미 활동에 참여했고 9

월 20일 릫갈맷길 민관 합동 로드

체킹릮에 개인봉사자와 부산기

장나눔회(회장 김두호) 등 봉

사자 30여명이 참여해 테마임

도(이진테마빌~모연정)의 시설

물 안내표식 상태 점검과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갈맷길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또한 9월 29일 장안읍

사무소에서 열린 희망재능나눔

단 행사에 네일아트(회장 김미

경)봉사로 찾아주신 어르신들

의 손을 예쁘게 꾸며 즐거운 추

억을 선사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릫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9월 26일~9

월 29일)릮을 지정해 군민 모두

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다양

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NGO지구환경운동연합부산

본부기장군지회(회장 김순종)

와 정관신도시아파트부녀연합

회(회장 신종희)는 명절을 맞

아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깨끗

한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

해 환경정화활동을 했고, ㈜한

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장 노기경)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

시장에서 명절 음식재료를 구

입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새가족만들

기 프로그램을 통해 송편을 빚

어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게 나누어 따뜻함을 더

했다.

센터에서는 10월 14일(토) 9

시부터 릫건강up굩 자원봉사plus굩

자원봉사자 사랑의 걷기 기부

릴레이뢾하단광고 참고뢿릮를 기장

읍 테마임도에서 진행한다. 자

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

.kr)을 통해 제공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장군자원봉사센터

(724-1365, 722-2365)로 연락 바

란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2030 미래도시특별전개최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은 첨단기술

로 달라질 2030년 미래도시와

삶의 모습을 체험해볼 수 있는

릫2030 미래도시릮 특별전을 9월

29일(금)부터 11월 26일(일)까

지 1층 기획전시실(김진재홀)

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릫미래의 집릮,

릫미래의 거리릮, 릫미래의 산업릮

등 3개 존으로 나뉘어 미래생

활에 활용될 다양한 첨단 기술

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릫미래의 집릮 존에서는 가상피

팅 드레스룸과 첨단 헬스케어

기술로 건강을 확인하는 스마

트 침대, 스마트 화장대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릫미래의 거리릮 존은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이 된

친환경 도시 속의 거리를 보여

준다. 거리 존에서는 다양한 종

류의 역할 드론과 탑승 가능한

드론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자

율주행 전동차와 퍼스널모빌리

티도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립부산과학관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인 9월 30일

(토)부터 10월 9일(월) 개관(추

석 당일은 휴관)하고 상설전시

관의 관람료를 50％ 할인한다.

또 29일 개막하는 릫2030 미래도

시릮 특별전 관람 시 2층 상설전

시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750-2300으

로 하면 된다.

발달장애인작품미술전시회열려

기장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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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는데 나 역시도 그랬다. 대학 입시

전형을 치를 때였다. 좋은 수능 점수를

받고도 실기 시험 전에 병원에 입원해

야 하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가려던

곳을 못 가게되었다. 부모님의 뜻으로

간 학교는 뒷문에 숲 속의 오솔길이

있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차 동아리

선배들이 찻자리를 펼쳐놓고 다도회원

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끌리듯 시작된 차공부와 도자기공부, 차

만들는 재미있었다. 또 한 번은 가진 것을 다 까먹게 되었을 때

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게 천만다

행 할 일이었지만 용케 견디며 지냈던 게 그 때도 내게 차가 있

었기 때문이다.

차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지만 두 번의 시련을 견디게 해

준건 한 잔의 차였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고 낙담을 하고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마셨다. 온전해 지는 정신.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머리와 마음이 있었다. 차를 통해

서 인생의 급작스럽게 들이닥쳤던 좌절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

었던 것이다. 또한 차가 있었기에 전화위복도 되었다. 차가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차를 통해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차로 인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하며 살아가게 되기도 하였다.

차는 아(我)를 공부하게 하였다. 차에 관한 갖가지 책들이 재

미있었고 먼저 공부한 차인들을 만나 인생공부도 하며 좋은 다

우로 벗하게 되기도 하였다. 친구와 차는 무형의 재산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고2 학생들에게 차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는

의뢰가 들어왔다. 의아해 했지만 곧 알았다. 공부라는 것이 싫은

친구들이었다. 학교도 싫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친구

들이었다. 우선 맛있는 먹을거리와 맛있는 차를 준비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무표정한 얼굴, 친구에 대한 흥미도 없어

보였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한 개 말해주고 질문을 했다. 알 수 있으

니 서로 손을 들었고 간식을 몇 번이나 가져갈 수 있어 재미있

고 흡족해 하는 친구들의 얼굴엔 어느 듯 웃음과 작은 자신감이

보였다. 맛있는 차를 우려주니 차 맛에 놀라워한다.

무엇이던 좋아하다 보면 즐겨지는 것이고 즐겨지다보면 재미

가 있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해야 할 일거리하고 말해 주었다.

나는 그것이 차였다고. 빨려드는 눈빛을 발견했고 어느 새 신중

해진 모습. 아마도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재미

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운 좋게도 차

를 알게 되었고 그 차가 즐거움을 주었는데 차와 친구는 소중한

무형의 재산임을 한 번 더 일러 주었다. 크게 대답하고 씩씩해진

친구들을 바라보며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고 그

다음이 공부라고 했다. 공부는 자신의 좋아함을 즐기기 위해 해

야 하는 일이라 했다. 좋아하는 것을 하다보면 자신감일 생기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힘든 시기를

차 한 잔의 행복으로 견뎠다. 살면서 무형의 재산을 소중히 생각

하고 아끼고 자주 즐기므로 마음의 미소가 넓게 퍼졌으면 좋겠

다. 물을 부어 차를우려다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것, 서로의 관계

를 원만하게 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보이마루는 연화리 서암마을에 있는 박덕희 원장의 차실이다.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일반/학생반모집

■ 2017년실업자굛근로자국비훈련(근로자과정에서검색)

실업자
(우선모집)
근로자통합
과정

한식/양식조리기능사취득
(이론, 실기) 및 취업

10.26.~12.29.오전9:30~
(월~금) ＊특전:(64세이하모든분)

①훈련비전액무료(일부

조건부자부담) ②훈련수

당 월28만원정도 지급

(교통비.식대별도지급)

＊교육대상:①남여(주부)요

리에 관심있는분 ②신규.

전직실업자 ③고.대학생

졸업예정자④취업.창업준

비생 누구나 가능[직장

인국비지원특전]

＊근로자카드 발급절차지원

＊훈련비 60％ 국비지원

일식조리기능사 취득 및 양성
(튀김.냄비.구이요리)

11.14.~01.31.오전9:30~
(월~금)

한식조리기능사취득과정
(단체급식조리사)

11.14~01.12.오전9:30~
(월~금)

일식.복어조리기능사취득 및
취업양성

2017.10.11.~오후2:30~
(월~금)

한식조리기능사취득과정
(이론,실기)

11.15.~오후7:00~
(월~목)

양식조리기능사취득
10.11.~오후7:00~
(월수목)

일반인
(특강요리)

한식.양식.중식.일식.
복어조리사자격증취득반

단기간 자격증 90％
합격확신자격증대비과정 수시개강(속성반)

취업,창업반 요리
갈비찜.감자탕.육개장.아구찜.탕수육.
샐러드.스테이크. 스파게티.특별소스.

특별창업메뉴

가족건강을 위한 특별요리
장아찌.낙지볶음. 구이. 조림. 찜. 무침. 회
김치.탕요리.한.양.중.일식생활요리

학생특별 전형
(중.고.대학생)

＊학생반- 특별모집(중.고.대학생재학중)
＊중.고.대학생 학기제 책임지도 수시모집

국비무료(지원)요리훈련생모집

퀴즈협찬광고

취업굛창업유망직종

유료광고퀴즈협찬광고유료광고

차(茶)한잔의행복을전합니다

박덕희(보이마루대표)

기장교육공동체 창립 발대식 가져

기장교육공동체창립발대식이 9월 20일 정관방곡초등학교에서열렸다. 사진굛배성우명예기자

최근 TV 리모컨을 돌릴 때마다 10대들

의 집단 폭력과 성폭행 왕따 그리고 자살

에 관한 섬뜩한 뉴스로 온통 시끄럽다. 요

즘 아이들은 예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란다. 학교 수업을 마치

고 나서도 여러 학원을 돌며 많은 지식을

쌓는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왜 자꾸 난폭

해져만 가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반면에 아이들이 비뚤어진

길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 사회와 각 구성

원들이 협력하여 예방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었다.

여기 이런 복잡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기장군 관내 전 현

직 학교 운영위원장 21명을 중심으로 철

저한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기장교육공

동체를 창립한 단체가 있다. 9월 20일 정

관신도시 방곡초등학교에서 정운찬 전 국

무총리 등 많은 내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교육공동체 창립 발대식이 있었다.

기장교육공동체 창립 발대식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

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릫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릮는 강령을 내걸었

다. 행복한 교육도시 기장을 목표로 한 이

번 창립 발대식이 있기까지 주도적 역할

을 해온 기장군 의회 문정숙 교육복지행

정위원장의 말이다. 릲우리 지역 사회의 다

양한 교육자원과 체계적인 인프라 연대를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이 기장교육공동체

안으로 모이게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꿈을 실현하게 만

드는 공간입니다릳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계속 발전 가능

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미래 사회가 요구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의 교육 환경과 문화 사회 각 구성원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아이들

은 우리 어른의 꿈이며 희망이기에 이런

무방비 상태로 계속 두고 볼 수 없는 노릇

이라고 한다.

이교탁 기장교육공동체 회장은 릲우리가

지역에서 단번에 큰 변화를 몰고 올순 없

겠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내년 초부터 매 분기

마다 세미나와 소외 계층을 위한 가족 캠

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릳라고 말한다. 기

장교육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지역 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변화는 것은 물론, 학생

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부족한 인성 교육

을 이곳에서 제대로 받아 미래의 건강한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길 기대한다. 그

러기 위해선 마을이 학교가 되고 평범한

어른이 교사가 되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또 아이들이 보다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의 민, 관, 학이 기장교육공동체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길 원하고 있다. 궁극적으

로 기장교육공동체로 인하여 각 마을의

발전은 물론 학부모의 일자리 창출과 학

교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기장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들이 행복한 꿈의 교육

도시 기장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이경수 명예기자

릲온마을이아이를키운다릳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 릫갑인자릮희귀본

문화재청은 취정사(일광면 용천리 752

소재) 소유의 릫자치통감(資治通鑑) 권57~

60릮을 8월31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로 고시했다. 규격은 36.5×24.3(cm)

이며 판종은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으

로 제작연대는 1436년 세종 18년이다.

문화재청은 릲릫자치통감릮 1책은 294권 100

책 중의 영본 1책(권57-60)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의 금속활자

인 갑인자로 찍은 이 책은 전체 수량이 전

하지 않아 희소하다. 금속활자본으로 조

선 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

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

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릳고 사유를

밝혔다.

통감(通鑑)이라고도 하며 사마 광이 주

(周)나라 위열왕(威烈王)이 진(晉)나라 3

경(卿:韓 굛魏 굛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5대(五代) 후주(後周)의 세종

(世宗) 때인 960

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

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릫자치통감릮은

치도(治道)에 자

료가 되고 역대

를 통해 거울이

된다는 뜻으로

곧 역대 사실(史

實)을 밝혀 정치의 규범으로 삼으며 또한

왕조 흥망의 원인과 대의명분을 밝히려

한 데 그 뜻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을 있

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특한 사관(史

觀)에 의하여 기사를 선택하고 정치나 인

물의 득실(得失)을 평론하여 감계(鑑戒)

가 될 만한 사적을 많이 습록(拾錄)했다.

편년에 있어서도 3국의 경우에는 위

(魏)나라의 연호를, 남북조의 경우에는

남조의 연호를 각각 써서 그것이 정통(正

統)임을 명시했다.

제1회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기장군수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9

월 23일 24일 양일간 기장 월드컵빌리지

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43개 팀 약 600

여명의 선수가 참여한 이 대회는 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에게 선의의 경쟁의 장을

마련,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

가 됐다.

기장군수는 릲앞으로 더욱 규모와 내실

을 다져 권위 있는 전국대회로 만드는 것

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릳고 밝혔다.

취정사소유 릫자치통감릮국보지정

의료급여 이용

전문상담가와 상담 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을 위해 전문상담가가 상담하여 드립니

다.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며 고위험군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상담하여 드립니다. 또한 의료급여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

으신 분들도 언제든 상담 받으시기 바랍

니다.

복지정책과(709-4366~7)

<資治通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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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제2회 기장도자학습체험 축제

□ 일시 : 2017. 10. 28. ~ 29.

□ 장소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분수대 일원

□ 주최 : 기장도예협회

□ 주요 프로그램

- 도자기 체험(물레, 쪼물락쪼물락 만들기,

흙던지고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시연

- 1000원 경매

-누가 누가 높이 쌓나(대회, 사전 현장 접수)

-도자기 판매 부스

□ 문의 : 기장도예협회장

최종일 010-6272-5697

총무 최익성 010-7569-2329

유료광고

손종민 릲사람들릳먹그림展

해운대 릫갤러리화인릮 10월 9일부터 15일

기장에서 수묵화가로 활동하는 손종민 작가가 해운대에 위치한 갤러리 화

인에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사람들의 심리적 모습을 담은 수묵화 작품 20

여점으로 7회 개인전을 갖는다.

손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전통적 수묵화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법을 찾아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릲일반적으로 전통 수묵화에서 인물

은 먹으로 표현 할 때 많은 제약이 따른 소재이다. 작업 중 먹의 수정이 불가

능하고 인물묘사에서 사실적 표현의 재료의 한계, 전통 기법적 한계 등을 고

민한 결과 지금까지 작업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인물 묘사의 기법을 찾게

됐다. 재료는 먹으로 하되 붓의 특징을 살린 터치로 인간의 내면적 심리묘사

에 충분한 가능성을 찾았고 새로운 작업과정을 얻는 결과물을 마주하게 됐

다릳라고 밝혔다.

손 작가는 2016년 릫수묵풍경릮으로 6회 개인전을 열어 평론가와 언론계로부

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손종민 010-7486-1025/화인갤러리 051-741-5867

E-mail : yasul2000@hanmail. net

박명희 옻칠아티스트

과거의 초등학교 미술시간, 한 여학

생이 그림 삼매경에 빠져 있다. 흰색

도화지 한 장에는 모든 상상의 날개를

달았다. 미술수업 끝남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이 여학생은 알 수 없는 공허

로 채워진 현실세계를 마주한다. 그렇

게 박명희(50. 기장읍 시랑리) 옻칠작

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사랑한

릫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릮였다.

릲내 작품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작은 생명들의 움직임과 그들

의 생명력의 표현을 지향한다. 그건 아

마 내 자신을 알기 위한 생물학적 차원

의 접근 방식인 것 같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내안에서

늘 움직이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에너지는 릫창작릮이라는 형태로

나의 옻칠작품에 투영된다릳 박 작가는

릫옻칠작품릮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의 사업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녀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나무로 된 찻상에 그

림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도장(塗

裝)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나

무 위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무척 신선

하게 다가왔고 그 매력에 빠진 박 작가

는 이후 작은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좀 더 실용적인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예술가적 도전 정신은 칠(도장)

로 연결되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배

우고 싶은 열망은 신라대학교에서 칠

공예를 전공하는 열정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릫옻칠을 이용한 패류형태의 차

통디자인 연구릮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공

예품의 실용성을 떠난 순수예술인 평

면 작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의 옻

칠작품은 우리가 아는 옻칠공예품과는

다르다.

박 작가의 옻칠에 대한 열정은 처음

엔 오로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보겠다

는 일념으로 매일 고된 작업을 하였지

만 3년여의 시간이 흐른 위 옻칠은 그

에게 점차 수행의 의미로 다가오기 시

작했다. 릲옻칠의 작업 과정은 매우 오

랜 시간과 노력,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

다. 특히 한 번 칠을 바르면 마르기를

기다린 후, 다시 사포질을 하고 또 다

시 칠을 올립니다. 큰 작품을 만들 땐

몇 시간이고 계속 사포 작업만 합니다.

처음엔 반복되는 사포 작업에 속이 탔

습니다. 릫언제쯤 이 작품이 완성되려

나?릮 하는 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어

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

이 바로 내 자신을 닦는 일임을릳이라고

말하는 박 작가는 너무나 느리게 움직

이는 이 옻칠 작업이 마치 현시대의 흐

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

지만 그것이 또한 옻칠의 매력이 라고

피력했다.

그녀의 작품은 국내에서보다도 외국

에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2012년부터

활발하게 전시활동을 펼쳐가면서 우즈

베키스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초대전

을 열었으며 현지인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필립지켈(프랑스) 문화예술 비평가

는 2014년 프랑스 낭트에서 그녀의 전

시회를 보고 이렇게 적었다.

릲그녀의 아뜰리에는 풀 내음, 나무

향기, 천연안료 등의 향기들로 가득하

고 그 속에서 작가는 생(生)의 환희와

충만한 에너지를 느낀다. 아침나절의

안개를 동반하면서 그녀는 살아있는

어떤 것을 온몸으로 느낀다. 좋은 옻

칠작품을 위해서 서두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그녀는 그것을 되풀이 한

다. 마치 백조가 거무스름한 물위에서

노닐고 있는 것처럼, 응결된 호수 위

를 거닐고 있는 것처럼 여유로우며 인

내와 열정을 배운다. 옻칠은 수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아주 엷게 수십 번

의 덧칠을 해야 하고, 먼지로부터 피

난처를 제공해야 하고, 매번 칠할 때

마다 인내를 갖고 건조 시켜서 사포나

솔로 갈고 닦아서 광택을 내야 한다.

다시 이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만이 원하는 아름다운 옻칠을 얻을 수

있다. 부조된 오브제는 더 많이 칠하

고 덧칠해야 한다. 옻칠은 인내와 열

정을 필요로 한다릳

박 작가는 2018년 홍콩, 스위스, 미국

등지의 국제아트페어 참가를 위해 분

주한 나날들 보내고 있다. 신라대학교

와 한남대학교의 외래교수를 역임했으

며 현재 서영옻칠아트를 운영하며 옻

칠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작업실

을 개방하고 있다. 작업실 기장군 기장

읍 기장해안로 98 판타지오스퀘어 403

호, 연락처 010-5540-2197

기장문예

고 향
박태춘 作

예전에우리할배는

저금빛물결위에서

해삼이며문어를잡아오셨지

그렇지만한번도

금빛이묻어온적이없었어

달밝은밤에는

은빛물결이

숭어떼처럼반짝였지

어촌은꾸벅꾸벅졸고

달빛은그림을그렸던것이지

도예가굛시인
1954 일광면 칠암리 출생
1983 상주요 도봉 김윤태선생 문하 사사
1988 경주시 외동읍에서 평원요 창업

2007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로 이주
2011 전통도자기명장 선정
2013 릫문학의봄릮 시인 등단

박명희옻칠작가가최근에완성한 릫My Universe릮(160×130×4cm) 작품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아래옻칠작품은 릫My Universe3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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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자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장군의대표문화행사인 ○○○○○가 10월 20

일부터 22일까지 기장중학교 일원에서 열린다. 전

통문화의 계승굛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어울림의

장이될○○○○○는올해로 14회째다.

문 제

《참여방법》

엽서에 이름, 전화번호(필수), 도로명주소, 새우

편번호와 함께 아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적어

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보내드리며 당첨자는 제261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

재됩니다. 10월 20일 도착분까지유효.

※이번호상품권은 10월 25일까지등기발송됩니다.

《문의》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709-4071~4

《주소》(4607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릫기장사람들릮 259호퀴즈응모당첨자┃

뢾지난호숨은그림찾기정답뢿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규연(기장읍 기장대로) 최정민(기장읍

차성로344번길) 정영옥(기장읍 차성동로) 유

미경(정관읍 정관5로) 김미경(기장읍 차성

로)황현우(기장읍 소정안길)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최지성(기장읍 차성동로87번길) 정영자

(정관읍 정관로) 이예준 (기장읍 기장대로)

박정아(기장읍 차성서로) 정자현(정관읍 정

관5로)김영주(정관읍 구연방곡로)

○ 롯데몰 동부산점 협찬 영화권(2만원 상당, 9

명 등기발송)

▷ 김금예(기장읍 차성로417번길) 박헌철(기

장읍 기장대로) 박혜진(기장읍 차성서로) 최

민정(기장읍 차성동로31번길) 진미향 정지혜

이지수(정관읍 정관2로) 성용호(장안읍 좌천

로)설지윤(정관읍 정관로)

○ 행복서점 협찬 도서교환권(2만원상당, 6명

등기발송)

▷ 양수빈(정관읍 정관4로) 이든덕 최혁 김민

혜(정관읍 모전1길) 강주찬(정관읍 산단4로)

남귀영(정관읍 정관5로)

○ 하가빈 협찬 커피드립세트(17만원상당, 1명

미래전략과 방문수령)

▷ 안명숙(기장읍 동암해안길)

김성룡

부산옥토교회목사

릲안녕하십니까?릳

독자투고

개인적으로 기장읍에 보금자리를 튼

지도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기장은

아침이 신선한 도시답게 아침 운동을

하다보면 타 도시에 있을 때와는 달리

싱그러움을 가득 느끼게 됩니다. 길거

리를 걷다보면 분주히 시장을 보시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각자의 생업과 삶

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

씬 풍기는 고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더해서 어느 도

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람의 정이

도시 전체에 흘러넘친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금상첨화의 도시가 됨에 틀

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의 첫 출발점

은 바로 릫인사릮를 잘하는 것입니다. 인

사는 한자 그대로 사람 릫인(人)릮에 일

릫사(事)릮자로 구성된 말입니다. 곧 릫사

람의 일릮이란 뜻이죠굩 혹자는 릫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릮라고 말할 정도로

인사는 모든 형통의 출발점이기도 합

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인사를 잘 하는

것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함께 타는 사람들을 보며 릲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굩릳 가볍게 인사

를 전하고 내릴 때가 되면 릲안녕히 가

세요굩 좋은 하루 보내세요굩릳 그저 그렇

게 인사를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

지 못하는 분들이고 어떤 삶을 살아오

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따뜻한 한 마디

의 인사를 건넴으로 상대방에게 하루

를 힘 있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준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사는 원시시대에 상대를 해

치지 않겠다는 수신호로 손을 드는 것

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지금은 악수

를 청해 인사를 하며 허리를 굽혀 혹은

목을 숙여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

말로는 대개 릲안녕하세요굩릳 릲안녕 하십

니까?릳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며 과

거 어른들은 릲밤새 평안하셨습니까?릳

릲진지 잡수셨습니까?릳라는 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인사말

은 과거 어려운 시절, 고통의 시절을

떠올리며 격려하고 서로 챙겨 봐주는

그야 말로 인간의 정이 묻어나오는 인

사말 그 자체입니다.

오늘날 비인간화된 시대에 가장 가

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언어가 바로 인

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릲맛 정말

좋아요굩릳인데 풀이를 해보자면 릫맛릮을

내는 사회는 릫정릮이 넘치는 사회이며

릫말릮이 릫좋아요릮의 사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간단한 사람의 일인 인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릫정릮을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

까요?

릫정재승의 과학콘서트릮를 읽고

와글와글독후감

과거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이 최근

저자의 유명세와 더불어 출간 10주년

기념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해

서 주목하게 되었다. TV프로그램을 통

해 과학이야기에 흥미를 갖게 만든 저

자 덕분에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수학

을 전혀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쉽게 첫 장을 넘길 수 있었다.

케빈 베이컨 게임을 시작으로, 머피

의 법칙, 웃음의 사회학, 사이보그 공

학, 크리스마스 물리학, 박수의 물리

학, 현대과학 로또에 도전하다 등 쉽

게 끌리는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다.

흥미롭게 읽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와 닿았던 부분은 릫심장의

생리학릮이다.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아이의 심장 소

리를 듣는 것이다. 쿵쿵 쿵쿵. 우리는

그렇게 심장 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역시 심장

의 멈춤으로 끝나게 된다. 보통 심장

이 규칙적으로 뛰면서 그 역할을 한다

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건강한 사람일

수록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하다고

한다.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아니라 유연하고 역동적인 상태가 급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삶도 틀 안

에 머문 규칙적인 것보다 유연하고 역

동적인 삶이 정상적이고 더 의미가 있

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릫교통의 물리학릮에서는 막히는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한

다. 평소에 차선변경을 하다 결국 원래

차선보다 더 늦게 가면서 이유도 모른

채 오류를 반복했었다. 옆 차선이 빨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이 추월한 차보다

자신을 추월한 차가 시야에서 더 오래

남는, 즉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한

다. 물론 그 외의 물리적인 원인도 있

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심리적인 요인

이 더 크다. 원인을 알게 된 만큼 앞으

로는 도로가 막힐 때 차선변경의 유혹

에서 쉽게 벗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과

학을 단순한

법칙으로만

접근하지 않

고 이 세상과

사회, 우리의

일상과 연관

시켜 깊이 있

게 설명하고

있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이 있

었다. 결국 과학은 인간의 인식 너머

저 어딘가에 있는 관념이 아니라 인간

과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

람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과학 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책 같은 느낌으로 과

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가와, 학

창시절에 일찍이 읽었다면 좀 더 과학

공부에 흥미를 느꼈을 텐데 하는 아쉬

움이 남았다. 신경환(정관읍 모전1길)

정경수 전 문인협회장, 2권의 수필집 출간

부산문학상 수필부문 대상수상

정경수 수필가(문학박사, 전 기장문

인협회장)가 수필집 3집 릫천사의 손뢾

도서출판 교음사, 1만2천원뢿릮과 4집

릫아이야 젖은 양말 벗겨 주랴뢾도서출

판 푸른별, 1만2천원뢿릮 2권을 함께 출

간했다. 또 9월 22일 제23회 부산문학

상 수필부문 대상을 수상해 문학계에

화제를 모았다.

릫천사의 손릮은 모두 5부로 나뉜다. 1

부에서는 2011년 국제신문에 연재했던

릫예술인들이 쓰는 종교칼럼릮을 실었

다. 2부는 천주교 부산교구 주보지 릫누

룩릮란에 실린 글 13편을 모았다.

3부와 4부는 신앙생활 중 주교, 신

부, 수녀,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등 신

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았다. 5부는

산티아고 순례길 종주와 국내 성지 순

례 등 여행의 단편들을 모았다.

릫아이야 젖은 양말 벗겨 주랴릮는 5부

로 나눴다. 1부 릫모란꽃 단상릮은 고향

을 노래한 남해 단상을 비롯한 주변에

대한 사유를 모았다.

2부는 릫기장서곡릮이 말해주듯 2008년

교직을 떠나 정관신도시에 정을 붙이

면서 쓴 글이다. 3부는 메모지를 정리

한 것을 모았

다. 세월호의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사

회 부조리에

멍드는 우리

의 실상을 앞

으로 더 천착

해 보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4부

는 40년간 교직생활에서의 이야기를

담았고 5부는 여행기와 등산기를 모

았다.

정경수 010-3887-3865.

스트레스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무엇 하

나 쉽게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때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시도자가 연간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보람도 없

이 살고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주변에 혹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십시오. 혹

여나 충동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

지 마십시오. 우울하고 힘이 드니 술에 의존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에 전두엽이 약화되면서 자기억제력 조절력이 약화되면서 충동적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 주

변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내가 힘든 부분을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

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의논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

중의 한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가족들이 그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

살아남은 것처럼 자살자의 유가족을 생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중 가장 심한 단계입니다. 가족의 상

실이 예고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경우는 더 심한데 하물며 자살이라

는 방식으로 가족을 잃은 생존자는 심한 고통과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가

족들은 내가 그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 생전에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지 못한 죄책감에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로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고 자살 유가족 생존자들의 자살시도비율

이 매우 높아집니다.

애착관계에 있던 사람의 상실을 겪은 이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겪게 됩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감, 화가 많이

나서 다른 대상을 비난할 수도 있고 현실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위축되고

불안감이나 다른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연

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혼재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살

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알지 못하고 말리지 못했다는 것 그런 죄의식

들이 힘들게 하는 감정입니다.

병으로 인한 죽음은 유가족들이 마음의 준비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대

비를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며 갑자기 힘든 헤어짐

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시선이 힘들게 합니다. 혹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자살

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 더욱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힘든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도 어렵게 합니다. 불안, 공황, 우울증, 심한 경

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회복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운동을 하

는 것도 세로토닌을 나오게 하여 우울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을 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분노 죄책감 원망 등 힘든 감정

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의 따뜻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석천탕5층전화 051-724-2345)

2017년 9월 29일(금요일) 제260호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면 안됩니다굩

원칙을 지켜 깨끗한 기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영자(정관읍 정관로)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매달 받아보는 기장사람들로 인해 기장

의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알게 되어 한층 기장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김영주(정관읍 구연방곡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공연 안내 등 흥미로운 정보

가 많아 매월 기다려지는 우리 고장 소식지입니다.

강주찬(정관읍 산단4로)

기장시장 대학생 홍보단 발대식이 있었다니 참으로 고맙고 기특한 일

입니다. 학창시절 좋은 추억도 쌓고 우리시장도 널리 알릴 수 있는 보람

된 일을 하는 대학생들굩파이팅 하세요,

박헌철(기장읍 기장대로)

주민행복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

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든덕(정관읍 모전1길)

기장고 앞에 마을버스를 배차하여 정류장을 신설해주신 군관계자 분

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

니다. 최지성(기장읍 차성동로87번길)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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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농축산물과 함께하는

기장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붕장어

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장붕장어

축제가 10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29

일 일요일까지 기장읍 연화리 죽도

물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기장 붕

장어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청정해

역에서 서식하는 작은 어류나 새우,

갑각류 등을 먹고 자라 맛이 담백하

고 육질이 쫄깃한 것이 특징이다.

기장 천혜의 해안경관과 붕장어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로 13회째

를 맞는 본 축제는 기장읍 연화리와

일광면 칠암항에서 한 해 씩 번갈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기장 특산물 특가

경매 외에, 붕장어 맨손잡기, 보물찾

기, 붕장어 레드카펫, 붕장어 씨푸드

이벤트 등 다양한 붕장어 관련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 푸짐한 경품 등

을 준비했다.

첫째 날 길놀이와 기장붕장어 만선

제를 시작으로 개막선언, 청소년 댄

스배틀, 통기타 가요 공연, 트로트 페

스티벌 등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둘째 날에는 오리배 놀이터, 붕장어

다트룰렛, 다문화 가족축제, 버스킹

페스티벌, KNN 쑈굩 TV유랑극단 등

의 행사로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

겁게 해 줄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가족과 함께 가

벼운 가을 나들이 축제장을 찾고 있

다면 아름다운 기장바다와 맛있고 풍

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함께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다릳라고 말했다.

효자길을 품고 있는 명품 생태하

천인 정관읍 좌광천변 일원에서 제5

회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가 10

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29일 일요일

까지 개최된다.

릫젊음이 흐르는 정관 생태하천에서

의 교육굛문화 페스티벌릮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랜드마크인 생태 하천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학습문화축제를

통해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기획되

어 성공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

게 꾸며질 예정이다. 풋살 대회, 정관

문예제(사생대회굛백일장굛시낭송),

청소년 가요제 등 문화와 교육을 주

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

으며 안데르센 극장, 정관 프린지 공

연 등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길놀이

퍼레이드, 가족 걷기대회는 정관 생

태하천변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이 축

제의 또 하나의 묘미다.

또한 가족영어체험학습, 창의과학

체험학습, 복지박람회, 도자기 체험,

효자길 야생화 압화 전시회, 정관 나

눔 프리마켓,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지역주민 및 학

생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함

과 동시에 학습문화를 테마로 한 각

종 전시굛체험굛볼거리 제공 등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릳고 말했다.

기장의 대표적 먹거리 축제 중 하나

인 릫제11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릮가 10

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

지 나흘간에 걸쳐 청정 자연 철마 장전

천 들녘(철마면 개좌로 789번지)에서

릫온몸으로 느끼는 오감만족 가을여행릮

을 주제로 개최된다.

철마의 자랑거리인 천혜의 자연환경

과 청정 농산물, 한우불고기의 우수성

을 널리 알리게 될 이번 축제에서는 기

장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 판매와 먹

거리 시식 외에도 방문객 남녀노소 모

두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공연 등 다양하면서도 내

실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기장의 대표

축제답게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될 예정이다.

첫날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지신밟

기와 풍물패 마당놀이를 시작으로 개

막식 및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OBS장

스타쇼(장윤정), 인기가수 한혜진, 박

구윤, 지원이 등 다양한 축하 공연과

현장노래자랑, 한우장사 선발대회 등

주민참여행사와 메뚜기잡기, 허수아비

만들기 등 여러가지 농촌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석궁, 한

지부채, 나노블럭, 원목 하모니카 등

각종 만들기 체험행사가 동시에 진행

되어 가을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오감이 만족하는 축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행사장 여기저기에 추억의 철

마한우 포토존을 설치하여 축제장을

찾은 가족과 연인들이 아름다운 추억

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매일

경품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증

정할 계획이다.

축제기간동안 방문객들에게 대형 한

우육회비빔밥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

는 기회가 제공되며 한우고기 할인판

매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맛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 한편에선 기장지역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향토 먹거리장터 등을

설치하여 어느 해 보다 다양한 행사가

될 것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축제는 한가

위 명절 연휴기간이라 가족단위의 관

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번 한우불고기축제는 천고마비의 계

절을 맞아 아름다운 자연 속에 푸드테

라피가 더해진 가을 나들이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릳고 말했다.

영어체험학습, 창의과학체험학습 동시 개최기장 대표 수산물 붕장어, 해산물과 함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