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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8년 8월 365일 민원을잠재우지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기장군, 18세 이하 선수권 개최권 획득

여자월드컵 이은 쾌거…야구의 메카로

기장군과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으로부터 2019년 9월 개최되는

제29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

회(WBSC 18세 이하 야구월드

컵, WBSC U-18 Baseball World

Cup)개최권을 획득했다.

기장군은 2016년 세계여자야

구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국제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

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WBSC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서울에

서 제25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

권대회를 개최한 이후 7년만에

같은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는 1981년 제1회 대회(미국 개최

-한국 우승)를 시작으로 매 2년

마다 열리며, 국내의 추신수, 이

대호,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쿠

바의 야시엘 푸이그, 미국의 클

레이튼 커쇼 등과 같은 최고의

야구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어 미래 유망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청소년

야구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에서 우리나라는 총 5회 우승하

며 쿠바(11회), 미국(9회)에 이

어 최다우승국 3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9월 캐나다 썬더베이에

서 열린 제28회 대회에서 아쉽

게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는 2019년 대회에서 홈그라운드

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11년 만

에 우승에 도전한다.

대회 개최지가 될 기장-현대

차 드림 볼파크는 일광면 체육

공원 1로 19만6천515㎡ 대지에

야구장 4개로 조성됐다. 관중

친화적인 필드로 구성된 현대

식 다면 야구장 시설로써 모든

필드가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

해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제29회

WBSC 18세 이하 야구월드컵을

기장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

게 생각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장군이 명실상부한 한국야구

의 메카가 될 것릳이라고 기대했

다. 또한 릲대회가 성공적으로 개

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한국 야구 산업 발전을 선

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릳고 말했다.

들녘에 릫야구그림릮 새겨 스포츠 마케팅
기장군, 부산상수도사업본부굛㈜롯데자이언츠와 MOU체결

기장군은 정관읍 예림마을에

1.5㏊ 규모로 조성된 유색벼를

활용한 논아트 조성<사진>과

관련해 7월 21일 사직야구장에

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와 ㈜롯

데자이언츠 3개 기관이 업무협

약을 체결하고 수확된 쌀은 11

월 릫이웃사랑 나눔 쌀릮로 기부

할 예정이다.

유색벼를 활용한 논아트 조

성은 기장군에서는 농산물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는 순수 365 홍

보마케팅, 롯데자이언츠는 사

회공헌활동 마케팅 의미를 담

아 유색벼(새일미벼, 자도, 황

도)로 이색경관을 연출한다.

릫논아트릮란 색깔 있는 벼를

이용해 논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벼가 자라는 동안 특정브

랜드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

는 농촌자원 활용방법이며 벼

가 자라는 동안 녹색, 노란색,

자색 등의 다이나믹한 그림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는 릲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기장군의 특성을 살려 농촌자

원인 벼를 이용해 이색경관 연

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에게는 광고홍보용 유색벼 재

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새

로운 창의농업의 계기가 될 것

이다릳고 밝혔다.

해조류육종굛융합연구센터(이

하 릫연구센터릮)에서는 기장지역

주 생산품종인 미역굛다시마 수

확 이후인 6~7월부터 다음 수확

시기인 12월경까지 실질적인 어

가소득원이 없는 실정으로 연

중 어가소득 창출방안 모색을

위해 릫청각릮을 대상으로 시험연

구에 착수했다.

청각은 수심별 분포해역이

넓고, 광온굛광염성으로 해역환

경 영향이 적어 기존 해조 양식

어장 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특

히 기장은 겨울철 수온이 10℃

이상 유지되어 청각의 최고 수

익성이 높은 시기인 김장철 물

청각으로 수확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연구센터는 올 7월부터 2020

년까지 기장해역에 적합한 채

묘시기, 채묘종사 규격, 가이식

환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를 시도해 기장해역에 특화된

양식 매뉴얼을 확보할 계획이

며 보다 합리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해조양식 어업인과 협력

해 어업현장 적용실험 등을 병

행할 예정이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릲이번 청

각 시험연구를 시작으로 지역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발

굴과 기술 확립을 위해 적극 노

력할 계획이며 지역전통해조의

종 복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

는 신품종 개발 등 어가수익 증

대와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지역 청각 양식 시험연구

어가소득 창출방안 모색

철마면, 취약계층 세탁 지원

철마면과 철마면지역사회보

장협의체, 기장지역자활센터는

7월 9일 릫빨래방이 떴다릮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협

약식을 가졌다.

철마면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배수

시설이 취약한 노후 주택이 다

수 있음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빨래방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대상자 20여 세대를 선정해 사

업을 진행한다.

철마면은 빨래방사업의 계획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철마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

자 발굴과 사업추진, 지원을 담

당하며 기장지역자활센터 우리

동네빨래방(전화 724-3453)은 의

뢰받은 대상자에 대한 세탁과

수거, 배달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 3월 신설된 철

마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사

각지대 발굴굛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

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동

네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철마면 관계자는 릲위기가구로

의심되는 취약계층 발견 시 철마

면 맞춤형복지팀 전화 709-5274~5

로 연락해 줄 것릳을 당부했다.

세계청소년야구대회 내년 릫기장릮서 열린다

2면 청년인턴 지원 사업

9면 여름방학 체험 안내

12면 여가굛관광(장안읍 임랑 마을)

20면 해수욕장 축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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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청년인턴지원사업추진

2년간 월급여 210만원 지원

구인굛구직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기장군에서 시행하는 모다(多)-일

청년인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기획하

고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

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일하기를 원

하는 기업과 채용하고 싶은 청년을 만

나게 해주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이다. 단기간 고용하

는 공공근로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와 달리 인턴을 민간기업에 취업시켜

장기간(2년) 일 경험을 하게 하는 내

용이다.

신청대상 기업은 공고일 현재 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이면서 일부 유해

업종이 아니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만 18세∼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전국

어디서든 1개월 이내 기장군에 전입

을 하는 조건으로 누구든 지원 할 수

있다.

사업은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정리

굛공표되는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청년

이 원하는 회사에 7월 30일부터 8월 3

일까지 지원하는 순서로 진행 한다.

지원 가능한 전체기업을 오픈해 청년

에게 선택하게 하고 지원 받은 회사는

지원 청년을 노스펙굛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참여하는 청년인턴은 2년간 인건비

월 210만원을 지원받고, 참여시작 전

사전 기본교육을 통해 첫 직장에서 주

로 어려움을 겪는 공통 실무교육, 직

무굛직능굛적성검사를 하는 등 교육기

회를 갖게 되며 주기적으로 멘토링 관

리와 컨설팅을 통해 진로상담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릲청년들의 아이콘

인 릫재미릮에 착안해 주기적인 릫만남의

날 행사릮 지원을 통해 참여자들끼리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특징을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가운

데 기장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청년 초

점 일자리사업인 만큼 기장군 청년일

자리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장군공약이행평가단단원공개모집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군민들과 소통함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장군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굛운영하고자

합니다.

○ 모집기간 : 2018. 7. 30.(월) ~ 8. 20.(월)

○ 모집인원 :총 15명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소를두고있는

사람

○선정기준 :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수행할수있는

사람

○공약이행평가단에서하는일

▷민선7기공약사항을확정

▷공약사업실천계획추진사항평가및의견제시

▷ 평가결과 및 실천계획의 수정굛폐기에 대해 조언굛권고

굛건의

※임기는군수재임기간임.

○ 접수방법

▷방 문 :기장군청기획청렴실또는읍굛면사무소

▷이메일 : ggaeggal@korea.kr

▷ 팩 스 : 051-709-4019

▷ 우편/등기 : (우)46077 부산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기획청렴실

○선정자발표 :개별통보

기획청렴실(709-4013)

8월은 주민세균등분납부의달

군민들께서 내신 주민세는 기장군민 복지를 위하여 쓰

이는소중한재원입니다.

○ 납세의무자 : 8. 1 현재 군내에주소를둔세대주(세대

원제외), 군내에사업소를둔개인및법인

○납부기간 : 2018. 8. 16. ~ 2018. 8. 31.

○ 납부방법 : 각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지방세청), 지

방세납부계좌이체

※납부마감일은금융기관의창구가혼잡하오니, 미리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사이버지방

세청)

▷납부시간 : 00:30 ~ 23:30(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등금융기관

▷신용카드 :모든신용카드

○ 전국은행 ATM기, 구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릫지방세

납부메뉴릮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세액공

제가됩니다.

○ ARS 지방세납부 : 전화 1544-1414, 스마트폰 앱(스

마트위택스등)을통한납부

공정조세과(709-2462)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공시

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고, 의견

이있을경우기한내에해당기관에의견제출서및개인

정보수집굛이용동의서를작성굛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상주택 : 2018.6.1. 기준개별주택가격및공동주택

가격

※ 2018.1.1. ~ 5.31.에 토지의 분할굛합병, 건축물의 신굛

증축, 용도변경등이발생한주택

○공시일 : 2018. 9. 28.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

통부장관이각각결정굛공시

○열람및의견제출기간 : 2018.8.10. ~ 2018.8.31.

○ 의견제출대상자 :주택소유자, 그밖의이해관계인

○개별주택가격열람및의견제출

▷열람장소 :기장군자주재정과, 인터넷,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인터넷열람 : 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굛

이용동의서작성굛제출

▷제출장소및문의 :기장군자주재정과(709-4881~3)

○ 공동주택가격열람및이의신청

▷장 소 :인터넷열람(http://www.realtyprice.kr),

기장군자주재정과

▷의견제출 :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굛

이용동의서작성굛제출

▷제출장소및문의:한국감정원부산동부지사(462-0401)

전력수급비상상황시국민행동요령

□불요불급한전기사용자제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사이 전기사용을 자제

합니다.

○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 냉방기기 가동을 최소화하여,

정부 지침에 정한 실내 온도(냉방 28℃이상)를 유지

합니다.

○ 조명을 최소화하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줄입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자제, 양초, 랜턴 등 정전시 비상조명

기구를다시한번점검하여정전에대비합시다.

○ 전력소모가많은전기기기의사용을자제합니다.

▷ 가정에서는청소기, 세탁기, 다리미등

▷산업체에서는생산시설(조업스케쥴조정등)

▷빌딩에서는사무기기(PC, 팩스, 프린터등)

□가정에서정전발생시

○ 우리집만 정전인지 확인하고, 누전차단기나 전원개폐

기이상유무를확인합니다.

○ 안전을 위하여 1개의 조명등을 제외한 모든 전기기기

의전원플러그를뽑아야합니다.

○ 안내방송및유관기관안내에따라행동합니다.

▷ 아파트일경우, 단지내선로및전기설비의고장일수

있으니관리사무소에연락하여문의합니다.

□ 엘리베이터에서정전발생시

○차분히버튼벨을눌러관리사무소에연락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승강기번호 일곱 자리를 확인

하여 119 상황실에 연락합니다.(위치추적이 가능하므

로구조가능)

릫일광25시 복지응급센터릮 운영

소외층 취약시간대 야간 상담굛편의 제공

일광면은 7월부터 직장생활 등으

로 일과시간 중 복지상담 방문이 어

려운 주민을 위해 릫일광25시 복지응

급센터(이하 센터)릮 야간 복지상담실

(이하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소득활동, 학업, 대인기

피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 욕구가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주간에 복지 상담과 문의가 어려워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생활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소외

계층에게 복지상담 기회와 편의를 제

공하는 사업이다.

또 복지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

됐다. 센터에서는 복지민원 관련 초

기상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안내와 접수 등 다양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상담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

터 9시까지 일광면행정복지센터 맞

춤형복지팀(709-5201~3)에서 운영하

며 언제든지 방문해 맞춤형 복지상담

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복지체

감도를 높이고 다가서는 복지행정이

구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읍 저소득가구 무료반찬 지원

정관읍 맞춤형복지팀은 7월 10일

부터 릫저소득가구 무료반찬 지원 사

업릮을 펼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릫2018년 기장 희망울

타리 사업릮 중 정관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정관읍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와 맞춤형복지팀이 기

장지역자활센터 반찬사업단과 함께

결식의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

2회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

춤형복지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대상자 13세대를 선정, 밑반찬

재료비를 지원하고 기장지역자활센

터 다찬 반찬사업단이 월2회 밑반찬

을 제조하면, 협의체 위원들과 맞춤

형복지팀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

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정관읍 관계자는 릲저소득가구 무료

반찬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도 추진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으로 올해 역시 결식 우려 세대

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신체적 건강

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주는 계기

를 마련함은 물론, 고독사 예방 차원

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릳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관읍 맞춤형

복지팀 전화 709-2801~2로 하면 된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체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이 높은 노

년을 보내기 위해 참여한 이번 기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훈련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

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취

업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

다. 그 가운데 구직을 희망하는 경

력단절여성들에게 직업현장견학 기

회를 제공하여 직업의식을 함양하

고, 취업자신감과 취업의욕을 고취

하기 위하여 실시한 직업현장탐방

으로 정관읍에 위치한 ㈜롯데제과

부산공장을 방문하였다.

㈜롯데제과 부산공장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씨에도 우리방문

단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여러 시설

을 안내해주시는 수고로움을 마다

하지 않으신 관계자 분들의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다. 공

장 견학 전 여러 단계의 소독과 위

생과정을 거치는 것도 처음해보는

신선한 경험 이었으며 빵이 만들어

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며 처음

보는 대형베이커리를 만드는 기계

들과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를 해내시는 직원 분

들과 반갑게 눈인사를 해주시는 밝

은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우

리가 먹는 맛있는 빵들이 이러한 깨

끗한 공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니 새

삼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전미경(정관읍)

요양원은 일의 보람 찾는 곳

불볕더위가 기승인 초복 날, 궁금

증을 가득안고 직업탐방을 하였다.

오전에 방문한 곳은 기장실버홈이

었다. 막연하게 어르신들이 요양보

호사와 여러 전문인의 보살핌을 받

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 원장님의

인사말이 끝난 후 팀장님의 안내로

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다. 깔끔

한 병동에서 여러 명의 요양보호사

님들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주

기도 하고 활동을 보조해 주기도 하

셨다. 다른 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식

사를 위해 분주히 주방에서 일을 하

시는 분들도 계셨고 세탁실에서 더

운 날씨와 많은 세탁물로 땀을 흘리

는 분들도 계셨다. 장소만 다를 뿐

모두들 같은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느껴졌다.원장님께서는 릲사람

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보람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다릳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정현희(정관읍)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 릫앞장릮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센

터)는 혼인굛임신굛출산굛육아등으로경

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굛

고용노동부지정취업지원기관이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 진로탐

색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형성하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기장 지역의 구

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에 대한 훈

련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한 여성 인

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 장기

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여성이 취

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체와 인턴에게 채용지원금과 취업장

려금을 지원하는 여성 인턴십, 구직

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과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 및 경력단절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센터 취업지원 사업에 관

심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나 구인기

업은 기장여성새로일하기센터

709-535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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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여름철폭염릮이렇게대비하세요

■국민행동요령

1. 일반 가정에서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

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합니다.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보이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2. 직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

니다.

-야외행사,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합니다.

-직장인들은 편한 복장으로 출근하여 체온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

하고, 특히 취약시간(2~5시)에는 릫무더위 휴식시간제릮를 적극 시행 합니다.

3. 학교에서는

- 초굛중굛고등학교에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축수

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4. 축사굛양식장에서는

-축사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합

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천장 등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낮춥니다.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얼음을 넣는 등 수온 상승을 억제합니다.

볼락치어 30만미장안해역방류

연안어자원늘려황금어장조성박차

기장군은 7월 13일 장안해역 일원

에 연안바다목장조성 및 수산자원 증

대를 위해 건강한 볼락 치어 30만미를

방류했다.

볼락은 전 연안에 분포하는 난태생

으로 치어부터 성어까지 연안에서 보

내는 정착성으로 암초가 많은 해역에

주로 서식해 암초가 많고 인공어초가

시설된 장안 바다목장 해역에 방류

시 자원조성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방류한 볼락 치어는 수요가 많고

타어종에 비해 가격이 높은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방류 3년 후에 어민들

이 포획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

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기장군은 어장환경 변화, 남획 등

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적극

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해 연안 수

산자원 생태환경에 적합한 연안바다

목장조성 및 수산자원 산란굛서식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올해 돌돔, 말쥐치 등 약 115만

미의 수산종자를 방류했다.

또, 기장연안의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침체된 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가적으로

1억9천여만원 규모의 수산종자를 방

류할 계획으로 기장연안을 어자원이

풍족한 황금어장으로 조성하고자 힘

쓰고 있다.

철마 중리 연꽃 보러 오세요
기장군은 철마면 웅천리 250번지 일원(중리마을)에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만여㎡의 연꽃단지를 조성했다. 친환
경적인연꽃단지조성으로색다른도심속피서지와생태체험공간을제공하고이로인해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양성평등기념식굛여성체육대회열려

기장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하

수)가 주관한 2018년 양성평등주간기

념식 및 제5회 여성어울림체육대회가

7월 4일 기장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

최됐다.

여성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사회참

여를 유도하고 양성평등 실천에 기여

하기 위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여성

단체 임원과 회원, 다문화여성, 지역사

회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양성평등주간기념식에

서는 릫우수 여성단체와 평등부부, 봉

사자 시상릮이 있었다.

우수단체 부문엔 △바르게살기운

동 기장군여성회, △소비자교육중앙

회 기장군지회가, 평등부부에는 △기

장읍 이춘수, 김영애 △정관읍 구자

욱, 민병희 씨가 모범 자원 봉사자 상

은 △기장읍 허진선 △정관읍 남귀

순, 신경애 △장안읍 김춘희 △일광

면 문미순 △철마면 박정순 씨가 수

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료광고

※ 아동수당 신청 후 소득조사기간이 최소 4주 이상 소요

끑8월 초까지는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 9월에 정상지급

※ 8월초 이후 ~ 9월말 신청자는 9월분 소급하여 10월 또는 11월

에 지급

읍면사무소 (국번 709)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면 철마면

5141 2494 5151 5201 5275

○ 신청기간 : 2018년 0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지원대상 : 소득하위 90％이하인 만0~6세(0~71개월)

아동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복

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

지로 모바일앱(APP)에서 신청

○ 시행시기 : 2018년 9월부터(매월 25일 지급)

○ 지급금액 : 월 10만원(소득 역전 방지위해 일부소득

구간은 5만원 감액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포

함),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비치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 다운

▷ 신청 및 소득조사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임대

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서류제출

○ 문 의 처 : 인재양성과 709-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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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대상 및 기간 내용

초등
여름경제교실1뢾용돈뢿
(교재비 : 20,000원)

초등 1학년 10명
18.8.7 ~ 8.28
매주 화요일
17:00~18:00

1차 : 용돈의 정의 용돈의 의미와용돈 계획표 만들기

2차 : 똑똑한 소비 계획 소비와 상황별 장보기

3차 : 거스름 돈 거스름돈 계산 및 용돈 보드게임

4차 : 영수증 영수증 작성 및 관리

초등
여름경제교실2

뢾경제활동 이해와 용돈계획뢿
(교재비 : 20,000원)

초등 2학년 10명
18.8.9 ~ 8.30
매주 목요일
17:00~18:00

1차 : 경제활동이란? 경제활동의 의미 이해

2차 : 돈 이야기 화폐의 다양한 모습과 의미

3차 : 용돈1 용돈 사용의 자유와 책임 이해

4차 : 용돈2 용돈의 계획적인 사용

강 좌 명 기 간 시 간 대 상 교육내용 비고

존버닝햄과
여름나기

18.8.6~8.27
(4차시)

매주 월요일16:00~17:00 6세(15명) 존버닝햄 그림책 구연동화와 함께
다양한 만들기, 놀이활동

(재료비 10,000원)매주 월요일17:00~18:00 7세(15명)

꼬르륵 리딩쿡
18.8.1~8.29
(4차시)

매주 수요일16:00~17:00 6세(15명) 동화 속 내용을 요리와 클레이로
표현(재료비 20,000원)

8.15
휴강매주 수요일17:00~18:00 7세(15명)

나는야
음악대장굩

18.8.10~8.31
(4차시)

매주 금요일16:00~17:00
4세/보호자

(15팀)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음악활동과
교구활동(재료비 12,000원)

매주 금요일17:00~18:00
5세/보호자

(15팀)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8. 1(수) 7번방의 선물 127분

8. 2(목) ~ 8. 3(금) 극장판 도라에몽:진구의 공룡대탐험 107분

8. 4(토) ~ 8. 5(일) 마다가스카 3:이번엔 서커스다굩 93분

8. 7(화) 개구쟁이 스머프 102분

8. 8(수) 왕의 남자 120분

8. 9(목) ~ 8. 10(금) 숀더쉽 85분

8. 11(토)
10시 30분 - 인문공감아카데미뢾고미숙-인문학의 삶뢿 90분

14시, 17시-슈퍼배드 2 98분

8. 12(일) 슈퍼배드 2 98분

8. 14(화) 해피피트 2 100분

8. 15(수) 미녀와 야수 129분

8. 16(목) ~ 8. 17(금) 비행기 2:소방구조대 83분

8. 18(토) 정글히어로 81분

8. 19(일)
★소두방어린이극장 신작영화 상영★

77분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

8. 21(화) 몬스터호텔 91분

8. 22(수) 광해 131분

8. 23(목) 15시-명탐정코난:천공의 난파선 102분

8. 24(금) 15시-명탐정코난:천공의 난파선 102분

8. 25(토) 15시, 19시-타잔2 71분

8. 26(일) 타잔2 71분

8. 28(화)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 92분

8. 29(수) 아이 엠 샘 132분

8. 30(목) 15시-라이온 킹 88분

8. 31(금) 10시30분-라이온 킹 88분

일 자 도서명 활동내용

8. 4(토) 빨간부채 파란부채 부채 만들기

8. 11(토) 시리동동 거미동동 거미 모빌 만들기

8. 18(토) 각시 각시 풀각시 풀각시 만들기

8. 25(토) 맷돌 어이가 없네 전통도구 책 만들기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등급

8. 5(일) 뮨 : 달의 요정 85분

전체 관람가
8. 12(일) 몬스터 대학교 110분

8. 19(일) 도라에몽 95분

8. 26(일) 목소리의 형태 129분

정관도서관

1. 2018 정관도서관 초등 경제수업 특강

○ 운영기간 : 2018. 8. 7. ~ 8. 30

○ 운영장소 : 정관도서관 2층 봄 강의실

○ 신청기간 : 2018. 7. 20 (금) 10:00 ~선착 순 마감

○ 신청방법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뢿문화강좌 뢿온라인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비 개인 부담)

정관도서관팀(709-3918)

2. 무지개 물고기 인형극 공연

○ 일　　시 : 2018. 8. 25 (토) 10:00

○ 대　　상 : 4 ~ 7세 유아 및 동반 보호자 150명

○ 장　　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극장

○ 신청방법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행사/공연 예약[8.1.(수) ~선착순]

○ 내　　용 : 릫무지개물고기릮 동화를 각색한 인형극 공연

○ 참 가 비 : 무료

정관도서관팀(709-5386)

3. 정관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특강

○ 운영기간 : 2018. 8. 1 ~ 8. 31

○ 대 상 : 관내 영유아(4~7세 대상)

○ 운영장소 : 정관어린이도서관 1층 다목적실

○ 신청방법 : 정관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 강좌안내/신청[선착순 마감]

○ 수 강 료 : 무료 (단, 재료비 개인부담)

정관도서관팀(709-5386)

4. 소두방어린이극장 영화 상영

○ 상영장소 :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 화굛목굛금 : 10시 30분, 15시(2회 상영)

▷ 수요일 : 11시, 14시 30분(2회 상영)

▷ 넷째 주 토요일 : 11시, 15시, 19시(3회 상영)

▷ 주말굛공휴일 : 11시, 14시, 17시(3회 상영)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월요일 영화는 평생학습강좌 진행으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 8. 23 ~ 10. 18까지 목요일 오전영화는 평생학습강좌 진행 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정관도서관팀(709-3901)

기장도서관

1. 2018 기장도서관 야간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강 좌 명 : <달빛 공작소-생활 속 소품 만들기>

○ 모집대상 : 성인 20명

○ 신청기간 : 8월 16일 오전10시~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전화(709-5326)신청 가능

○ 운영기간 : 2018. 9. 7~9.28(매주 금요일 18:30 ~ 20:30, 총 4회)

○ 운영장소 : 기장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회당 재료비 5,000원 별도)

기장도서관팀(709-5326)

2. 길 위의 인문학 3차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주　　제 : 어지러운 시대, 철학에 길을 묻다(강의 2회, 탐방 1회)

○ 강　　사 : 박문현(동의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일　　시 : 2018. 9. 4. ~ 9. 18(매주 화요일, 10:00~12:00)

○ 장　　소 : 기장도서관 시청각실(강의), 동래 향교(탐방)

○ 신청기간 : 2018. 8. 14(화)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온라인 신청

기장도서관팀(709-5332)

3.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 시　　간 : 매주 토요일 11:00~12:00

○ 장　　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대　　상 : 관내 3~7세 유아 및 학부모

○ 수 강 료 : 무료

기장도서관팀(709-5321)

4. 주말 가족극장 영화 상영

○ 상영장소 : 기장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 상영일시 : 매주 일요일 14:00　　

기장도서관팀(709-5328)

대라다목적도서관

1. 어린이 인형극 <꼼지와 왕코구멍>공연

○ 공 연 명 : 릲꼼지와 왕코구멍릳

○ 공연일시 : 2018. 8. 17(금) 18:30~19:30

○ 공연장소 :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강의실

○ 모집기간 : 2018. 7. 25(수)오전10시부터 선착순 마감

○ 모집인원 : 유아 및 초등학생, 동반 보호자(8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대라다목적도서관 홈페이지)

대라다목적도서관(709-3961~4)

■ 기장군 취업정보센터 구인정보

■ 기장여성새일센터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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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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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한FA 장안읍 산단 8로 126 부품조립 여1명 주5일(월~금), 08:30~17:30 시급7,530

우성단열산업 장안읍 명례산단5로 132 보온단열재가공 생산직 남4명 주5일, 08:30~17:30(2교대) 연봉 2700만원 야간근무 가능자(필수)

엔푸드 기장읍 기장대로412번길 72 육류, 가금류 가공 및 포장 남1명 월~금 07:00~17:00
월급200만원(수습3개

월후 급여인상
인근거주자, 초보가능

백양원 기장군 일광면 칠암 3길 14 사회복지사 1명
주5일, 09:00~18:00(주2회휴무,

일정에 따른 휴무)
월급180만~200만원
(면접 후 협의가능)

㈜에스알티 정관읍 예림1로 81-7 단순분리(컴퓨터파워해체) 여3명
주6일(월~금)09:00~18:00,

(토)09:00~15:00
시급9,000/상여금

100％
인근거주자

조은치과의원 정관읍 정관로 579 치위생사 여1명
주6일(월,수,목,금)09:30~18:00/
(화)09:30~21:00/(토)09:30~13:30

월급170만원 경력자, 치위생전공자

㈜고석 장안읍 오리길 376-22 영업직원 남1명 주5일, 09:00~18:00
연봉2,500~3,000만원
(면접시협의가능)

청년층 우대, 인근거주자,
운전가능자

하정푸드 일광면 이천 11길 14 김치제조생산직 남1명 주5일, 08:00~17:00
시급7,530원(면접시

협의가능)
인근거주자

센텀스톤 일광면 화전리 403-1 인조대리석 씽크대 설치원 남3명 주6일, 08:30~18:00
월급300만원, 상여금

1년후 100％
차량소지자, 운전가능자

동원개발
일광면 기장대로 832, 동원개발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1차

보건관리자 1명
(간호사, 보건위생, 위생사)

주6일(격주토요일근무)
07:00~18:00

연봉
3,200만원~3,500만원

각 업무 필수자격증,
병역특례채용 비희망

광진테크 정관읍 농공길 13-140 단순노무직 여2명 주5일, 08:00~17:00 시급7,530원 인근거주자

㈜태경펜스터 정관읍 양수길 16 하이샤시제작기사 남2명
주6일, 08:30~17:30(평일)/

08:00~16:30(토)
월급200만원 경력1년이상

우리들요양병원 기장읍 차성남로 103
입원환자케어 요양보호사

여2명
주5일, 08:00~18:00,
18:00~08:00(2교대)

월급180만원
사회봉사활동경험자, 북한이탈
주민, 요양보호사 자격증(필수)

선양시니어빌리지 장안읍 천산로 63 간호사 1명 09:00~18:00 월급 220만원
간호사자격증필수, 운전가능자,
차량소지자, 사무작성 가능자

신보상사 기장읍 차성로 98 현장보조직 남1명 주5일, 08:30~18:00 시급 7,530
인근거주자, 꾸준히
오래 할수 있는 분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주)일광캔테크 정관읍 산단5로 103-7 생산직 1명
08:30~17:30(주간) 18:00~20:30(잔업)

20:30~08:30(야간)
시급 7,530원 상여금 150％(1년후지급)

주식회사보은금속 정관읍 산단4로26 자동차부품조립 및 검사원 1명 08:30~17:30(월~금) 08:30~12:30(토) 시급 7,530원 상여금 300％(1년후지급)

아이엔젤산부인과 정관읍 정관로 601

간호조무사 4명
D:07:00~15:00 E:15:00~22:00

N:22:00~07:00(3교대)
연봉 2,480만원

간호사 3명
D:07:00~15:00 E:15:00~22:00

N:22:00~07:00(3교대)
연봉 2,800만원 경력 1년 이상

병원행정사무원 1명 09:30~18:00(월~금) 09:30~13:00(토) 연봉 1,950만원 경력 1년 이상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장읍 차성로441번길7 장애인활동보조인 1명 14:00~18:00(월~금) 시급 8,200원

효성노인건강센터 장안읍 한골길 159-16 시설요양보호사 2명 09:00~18:00 18:00~09:00(2교대) 월급 191만원
(주)아이엠피쉬 일광면 화전2길71 수산물가공원 3명 08:30~17:30(주5일근무) 시급 7,530원 통근버스 운행

(한나)행복한어르신의집 장안읍 기장대로 1727
급식조리사 1명 09:00~18:00(화,수,금) (주3일근무) 시급 7,530원

시설요양보호사 2명 09:00~18:00 18:00~09:00(2교대) 월급 163만원

바우와우코리아 정관읍 산단5로 100-61
제조 단순 종사원 10명

(애완견 사료 포장 및 제조)

08:30~17:00(월~금)
08:30~17:00(격주토요일근무)

잔업(19:00까지)
시급 7,530원 정관 내 통근버스 운행

(주)수산인더스트리 장안읍 길천길 86-1 경리사무원 2명 09:00~18:00(주5일근무) 월급 190만원 청년층우대

보현MTS(주) 장안읍 명례산단5로123 가죽핸들조립원 10명
08:00~17:00(주간근무) 17:00~19:00
(주간연장) 20:00~05:00(야간근무)

05:00~07:00(야간연장)(2교대)
시급 7,530원 청년층우대, 통근버스 운행

(주)제니엘
장안읍 좌동길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약제팀 약무보조원 1명

08:30~17:30(주5일)
(월1~2회 일요일근무있음)

월급 157만원 청년층우대, 통근버스 운행

도디스주식회사 장안읍 반룡산단2로20
웹운영자 1명

(홈페이지, 쇼핑몰관리)
08:30~18:00(주5일근무) 월급 250만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 오는 8월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각 가정에서는 8.15.(수), 07:00부터 18:00까지 태극기

를 달도록 합시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 있음

○ 심한 비굛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

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

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굛군굛구청 및 읍굛

면굛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

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오염굛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2018 국립부산과학관 청소년 해외과학탐구여행

(일본편) 참가자 모집

해외 선진 과학관 탐방 및 이공계 분야의 대학 견학

등 미래 과학자들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2018 국립부

산과학관 청소년 해외과학탐구여행에 참가자를 모집합

니다.

○ 연수기간: 2018. 10. 23(화)~10. 26(금) 3박4일

○ 연수지역: 일본 도쿄

○ 참가대상: 전국 중학생(1~3학년)

○ 참가인원: 총30명

○ 연수비용: 138만원(항공, 숙박, 식사, 전용버스, 가이드,

여행자보험, 입장료, 워크북 등 포함)

○ 주요내용

▷ 국내 전문가 및 일본 현지 전문가가 진행하는 일본

대표 과학관 해설투어

▷ 일본과학미래관과 함께하는 특별 과학 교육 워크숍

(실험교육)

▷ 도쿄대학 캠퍼스투어및유학생에게직접듣는진로

멘토링

▷ 과학적 상상력과원리를연계할수있는어트랙션체

험(디즈니랜드)

○ 신청기간: 2018. 7. 30(월) ~ 8. 15(수)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굛활용동의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 제 출 처: yrkim@sciport.or.kr

○ 문 의:국립부산과학관 홍보협력실(750-2324)

부산 청춘 드림 카 지원사업

○ 사업목표 : 3년간 신규 500명, 대상 산업단지 고용유지

율 향상 10％p이상

○ 사업내용 : 전기차 임차비 일부 지원 (1인 최대 3년, 월

35만원 한도내)

※ 청년부담금 :만 26세 기준 135,000원 (종합보험료 등 포함)

○ 모집시기 : 릮18. 7. 16(월)~8. 20(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부산일자리정보망(www.

busanjob.net)

○ 지원대상 : 교통취약 동굛서부산권 산단 내 중소기업 신

규 취업자

▷ 거주지 제한 : 사업공고일 기준 이전 부산시 거주

(전입일)등록자

▷ 연령기준 : 당해연도 만 21세(97년생) 이상 만 34세

(83년생)이하

▷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신규 취업자,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인 자

▷ 지역기준 : 서부산권(강서구)및 동부산권(기장군)

내 교통 취약지 대상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888-4392)

2018년 8월 1일(수요일)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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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에서는

남자독거어르신 20명이 모여 요리실습

을 통한 재능기부로 요리자조모임(男子

들-남다른 재능기부자들)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매월 2회 복지사각지

대 어르신 5명에게 요리를 만들어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진행하는데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조모임활동을 통해 릲매

번 복지관에서 요리를 배우고 복지혜택

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어

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좋다릳, 릲지금은 소

박하고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많은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릳 등 의견

을 나타내어 많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

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15일에는 참여자들의 친목과 단합

을 도모하기 위해 거제포로수용소에 나

들이를 다녀왔다. 거제포로수용소 내 유

적공원 관람과 함께 4D영화 관람, 평화

탐험체험, 모노레일 관람 등 다양한 체

험과 볼거리들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자

들의 높은 만족과 단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미

래에셋에서 후원하고 보건복지부 독거

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男子들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존 참여자 종결로 인해 신규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

항은 792-4908으로 하면 된다.

일광노인복지관

남자독거어르신들요리재능기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체육여가지원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장군 체육

회 지원으로 5월25일부터 7월13까지 다

문화가족의 건강과 관계증진을 위한 체

육여가지원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

10커플이 참여한 볼링 프로그램은 총 8

회차로 부부볼링 연습, 커플 게임, 개인

점수 순위 체크 등으로 흥미롭고 다채

롭게 진행 됐으며 7월8일에는 경주 블

루원 워터파크에서 시원한 다문화가족

물놀이 나들이프로그램도 진행돼 부부

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퇴근시간이 늦어 아내와 함께 운동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에 늦게라도 함

께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자신의 취

미활동에만 빠져 불만이 있었던 아내

는 남편과 함께 운동하고 대화하는 시

간이 많아져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볼링이라는 운동을 통해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는 점, 역동적인 신체활동을 통

해 부부가 공감하고 친밀감을 더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

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가

족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 기장군체육회는 상호 협력을 통해 보

다 다채로운 체육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2018 KBO 퓨처스리그 개최

퓨처스리그는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의 경기로 작년에는 롯데자이언츠와 LG트

윈스의 경기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화성히어로즈와 한화이글스의 3경

기, 화성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3경기가 6일 동안 펼쳐집니다. 특히, 8월 6

일 경기는 TV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회기간 : 2018. 8. 3.(금) ~ 2018. 8. 8.(수)

○ 장 소 :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메인구장

○ 경기일정

▷ 2018. 8. 3. ~ 8. 5. 한화이글스 VS화성히어로즈

▷ 2018. 8. 6. ~ 8. 8. 롯데자이언츠 VS화성히어로즈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792-4890)

청소년 자연 힐링프로그램 릫뻔뻔(funfun)한(寒) 여름나기릮

○ 자　　격 :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

○ 인　　원 : 10명(선착순)

○ 기　　간 : 2018년 8월 중 (10회기)

○ 장　　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사회시설

○ 내　　용

-자연 치유 댄스 힐링 프로그램(5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험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 해소 및 유대감 형성)

-미술 퍼포먼스(포도, 물총 놀이 등), 감각체험, 나만의 작품 표현) (5회)

-환경의 소중함 인지교육: 재활용품을 활용 프로그램

-함께 나누다(보육 및 요양시설 봉사활동)

○ 문　　의 : 792-4771

기장종합사회복지관(792-4730)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8. 8. 4. - 8. 25. (매주 토) 11:00~13:00 / 4회기

○ 장　　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대　　상 : 초등학생(4~6학년)자녀와 엄마

○ 내　　용 : 미디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직접 제작해보는 우리들의 행복뉴스, 스마트폰 영상 만들

기 등)

○ 참여방법 : 센터 내방 및 유선 신청

○ 문　　의 : 792-4799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통번역지원사업(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 운영기간 : 2018년 1월 ~ 12월 (9:00~18:00)

○ 장　　소 : 다문화센터 사무실

○ 대　　상 : 다문화가족, 외국인, 유학생 등

○ 내　　용 : 가족상담, 병원진료, 공공기관 이용 및 임신굛출산굛양육관련

통번역

○ 참여방법 : 센터 내방, 전화 및 이메일 신청

(multiculture@gijangcmc.or.kr)

○ 문　　의 : 792-4801

※단, 베트남어, 일본어는 7월 ~ 10월(9:00~17: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792-4750)

장안읍노인회관 3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접수

○ 수강기간 : 2018. 9. 3. ~ 12. 31.(4개월)

○ 접수기간 : 2018. 8. 13.(월) ~상시접수(선착순마감)

○ 접수장소 : 장안읍노인회관 1층 안내데스크

○ 접수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 후 노인회관 내방 접수

○ 수 강 료 : 10,000원

(왕초보 영어, 스포츠댄스는 무료강좌)

○ 강좌내용 : 한글교실, 라인댄스, 노래교실, 왕초보 영어, 스포츠댄스,

하모니카, 오카리나, 종이접기, 민요

○ 문　　의 : 792-4910

장안읍노인회관(792-4910)

일광노인복지관 3학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접수

○ 수강기간 : 2018. 9. 3. ~ 12. 31.(4개월)

○ 가 접 수 : 2018. 8. 8.(수) ~ 8. 14.(화)

○ 접 수 일 : 2018. 8. 17.(금) 14:00 이후

○ 추 첨 일 : 2018. 8. 17.(금) 14:00 / 정원 초과 과목에 한함

○ 접수장소 : 기장군노인복지관(일광분관) 1층 로비 및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 회원증 지참 후 복지관 내방 접수

○ 수 강 료 : 정보화 프로그램(컴퓨터) 20,000원

그 외 프로그램 10,000원

○ 강좌내용 : 총 27과목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홈페이지 확인 혹은 전화 문의)

○ 문　　의 : 792-4870

일광노인복지관(792-4870)

지역사회공헌활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카메라 교육

과 사진 촬영 실습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릫P썛사진학교릮를 개강

했다.

일광노인복지관은 7월 17일 초복맞이 7월 특별행사로 일광무료급식소,

월내무료급식소 이용자 어르신 340여분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장군보건소와 연계해 관내 1인 가구의

우울증과 고독사 예방 활동을 위해 릫밴드 스트레칭 교육릮이 열렸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7월 18일 제21차 고엽제의 날 행사에서 대한

민국 고엽제전우회 기장군지회 후원금을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받

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공단 창립 9주년을 기념하여 사할린동

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5일

(목) 릫손자녀와 함께하는 나들이릮를 실시

했다. 정관읍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

어르신과 자녀 및 손자녀 30명은 경주치

즈학교와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로 가

족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다. 3대에 걸

친이번 릫사할린동포손자녀나들이릮는 작

년 물놀이 체험의 높은 호응으로 올해로

2회째 진행되었다.

사할린동포와 러시아에서 온 가족들은

경주치즈학교에서 직접 피자와 치즈굛아

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고, 흑염소 건초주

기와 트램펄린굛썰매타기 등과 같은 다채

로운 체험을 했다. 한편, 국립경주박물관

으로 이동하여 신라역사관과 미술관 등

을 둘러보며, 신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

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사할린동포는 릲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서 순간순간이 매우 행복했다. 이런 자리

를 마련해 준 복지관에 감사드리고, 앞으

로도 이런 기회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릳

고 말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사할린동포

들이 사회적응 활동에 참여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릫프라페띠

합창단릮을 운영하고,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여가활동 지원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기회를 만

들어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정서적

인 안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8년 2월 개관한 정관노인복지관은

관내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프

로그램 및 지역조직화 사업을 운영하

며, 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

당과 건강증진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복지관의 이용대상인 노인세

대의 특성상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굛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나타남

에 따라, 정관노인복지관에서는 올해 7

월 16일과 17일 관내 의료전문센터인 기

장군치매안심센터와 기장군정신건강복

지센터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정관노인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정례적인 의료상

담 및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

다. 이에, 정관노인복지관의 이용자들

은 보건굛의료전문센터에서 직접 제공하

는 전문적 건강증진서비스를 복지관에

서도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함양

및 시설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릫부

산광역시 사회복지기관 윤리경영 실천

협약릮을 체결하는 등 윤리경영 문화 확

산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관노인복지관은 기장 관

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의 개발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

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복지서비스 이

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92-4920

으로 하면 된다.

정관노인복지관

의료기관연계한다양한복지서비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사할린동포 릫손자녀와나들이릮행사

<남다른재능기부자들>



06

보건소소식 릫 릮

구분 요건(Ⅰ) 요건(Ⅱ)

구비요건

1.만 60세이상 기장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기장군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
고,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나이
기준

1.만 65세이상 기장군 관내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2.만 65세이상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나이 기준

구비서류

1.신분증(1958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신분)
2.의료급여 수급자 확인서
3.주민등록 초본(과거 5년 이내 주소지 확
인용)

1.신분증(1953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신분)
2.의료급여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확인서

굩

기장읍 정관읍

운영일정 2018.9.10. ~ 2018.12.17. 2018.9.5. ~ 2018.12.19.

운영일시 매주 월요일 15:00 ~ 16:30 매주 수요일 15:00 ~ 16:30

운영장소 기장군 보건소 보건교육장 정관보건지소 소두방 건강홀

운영대상

거동 가능한 뇌병변 장애인 중지속적인 재
활 운동을 희망하는 자(기장읍, 일광면, 철
마면 거주자)

거동 가능한 뇌병변 장애인 중지속적인
재활 운동을 희망하는 자(정관읍, 장안
읍 거주자)

※ 뇌졸중으로 인하여 경미한 장애가 남아있는 예비장애인, 재활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참관 가능

운영횟수 14회 14회

운영내용
오타고 운동법을 활용한 재활 운동
(준비운동 + 근력강화운동 + 균형증진운동 + 걷기 수행 프로그램으로 구성)

교육강사

○ 주강사: 윤성영 물리치료사
○ 기장노인복지관 이정훈 주임

○ 주강사: 윤성영 물리치료사
○ 정관노인복지관 이재현 주임

※ 강사 이력
- 전 좋은강안병원, 부산의료원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사 근무
- 현 제너럴피트니스센터 대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부산시회 임원
- 현 부산시 보건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프로그램 다수 운영

참여문의 기장군보건소 (709-4824)

릫 릮

○ 대 상 : 만12세(05~06년 출생)여성청소년

○ 내 용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의료인 건강상담 서비스 지원

(6개월 간격으로 2회)

○ 접종장소: 전국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조회: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https://

nip.cdc.go.kr)

※ 2004년 출생자는 2017년 12월 31일전 1차 접종을 완료한 자에 한해서만 2차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기장군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생후 6개월까지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8가지 감염병(결핵, B형간염, 디프테

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2005. 1. 1 이후 출생자)

○ 내 용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무료 접종 후 보건소에서

접종비 지급)

○ 접종장소 : 전국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조회: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기장군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 기 간 : 2018. 1월 ~예산소진 시 까지

○ 대 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

○ 접수방법 : 기장군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 대상자 직접 방문접수 (구비서

류 지참 및 구강검진)※ 방문 전 사전 전화예약 필수

○ 내 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시술비용 본인부담분 지원

기장군보건소 구강보건센터(709-4821, 4854, 4856)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 손바닥에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세요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세요

○ 손바닥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 모집기간 : 상시

○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 및 봉사동아리

○ 활동일정 : 2018년 7월 - 11월

○ 활동분야 :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치매가족자조모임 활동보조, 인지

재활 프로그램 활동 보조 등

기장군치매안심센터(723-5343)

수강생들이각자고른색깔의젤매니큐어를바르고있다.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만 하고 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개미

지옥 같은 취미가 있다. 바로 릫네일아트릮

이다. 전문샵에서 네일아트를 받는 순

간의 쾌감이 다른 어떤 취미와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셀프 네일아트에 빠지면 약도 없다.

사소한 꾸밈이지만 네일아트를 한

순간 자기관리하는 여자라는 느낌에

기분전환이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자

신의 손가락을 계속 쳐다보면서 다음'

에 어떤 네일아트를 할지 행복한 고민

에 빠진다.

지난 6월 개강한 제20기 기장군민대

학 릫셀프 네일아트릮 수업은 네일아트에

관심이 있지만 혼자서 시작하기 어려

웠던 사람들을 위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니강좌다. 7월 30일

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

시부터 12시까지 정관도서관 여름 강의

실에서 수업한다. 총 6회에 걸친 수업

에서 매주 다른 젤네일 디자인을 따라

서 실습하는데 재료와 도구를 강사가

공동으로 구매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재료비만 내면 맨손으로 와서 네일아

트를 배울 수 있다.

수강생들은 매일 손에서 물이 마를

날이 없는 주부들로 네일아트의 매력에

이끌려 이 자리에 모였다. 수업 시작 전

부터 강의실에 오자마자 너나할 것 없

이 큐티클을 정리하고 쓱싹쓱싹 손톱을

파일(손발톱의 각질을 갈아내는 도구)

로 다듬어 모양 만들기에 돌입한다.

베이스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젤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램프에 넣고 굳

히는 작업)을 한 후 원하는 색을 골라

바르고 다시 큐어링. 유리알 같은 선명

한 색이 나올 때까지 2~3번 이 작업을

반복한다. 여기에 반짝이는 파츠(장식

용 보석모형)와 라인테이프로 꾸미고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 마무리 큐어

링을 해주면 끝이다.

고은아 강사(아름드리교육연구소,

이미지메이킹 강사)는 릲옷이나 핸드백

처럼 값비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성형수술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모

험을 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휴

식과 변화, 확실한 기분전환을 보장하

는 게 네일아트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

하는 내 손에 주는 작은 성의라고나 할

까요릳라며 아름다움도 능력인 시대에

자기관리 측면의 하나로서 네일아트의

매력을 어필했다.

기장군민대학 709-3928~9

기장군민대학 - 셀프 네일아트 강좌

릲열금손부럽지않다릳…쉽게따라하는젤네일아트

장안에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있다.

작은 소(沼)가 곳곳에 있고, 용이 살았

다는 전설로 인해 용소(龍沼)라는 지

명이 유래된 용소마을이다.

더위가 한창인 지난 7월 17일 오후 1

시 마을 경로당에서 기초문해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을 만났다. 6080세대, 비

문해 어르신을 위한 릫용소경로당 80세

에 처음 쓰는 글 그림 교실릮이 진행되

고 있다. 눈이 반짝반짝한다. 가족소개

하기, 동화책 읽고 마음에 드는 문장

받아쓰기, 수필, 소설 등 글 쓰면서 글

자 익히기. 실생활에 필요한 한글 익히

기, 그림일기, 글로 표현하기 등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릫소망의

나무릮 초등과정(성인문해교과서)으로

수업을 한다.

릲여덟 명이 함께 공부하는데 두 명만

70중반이고 여섯 명은 80세를 훌쩍 넘

었어요.릳 이영숙 반장은 글 그림 교실

자랑을 하며 수업 준비로 바쁘다. 큰 상

2개를 펴고, 앞 쪽 소파위에 칠판을 세

우며 땀을 뻘뻘 흘린다.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임시 책상인 큰상이

펴지자 이야기를 가득 담은 파일을 저

마다 꺼내 놓는다. 울퉁불퉁한 손으로

필통을 만지작거리며 연필, 지우개를

꺼낸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릲모르는

거 한자 한자 배우니 너무 재미있어요.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꿈 같아요.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글로 쓰고 그림

그리는 게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라

요.릳 처음엔 한 자도 몰랐는데 지금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녀들에게

편지도 쓴다며 앞다투어 자랑한다. 87

세(최고령)학생이 릫정다운 마을 친구릮

라는 제목의 글을 쓴 노트를 보여준다.

또박또박 쓴 글을 보며 조심스레 한번

읽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해본다.

릫친구릮 릫치구릮로 조금 서툴지만 마을

과 친구들을 잘 표현한 멋진 작품이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읽어주

신 8학년 7반 어머니께 박수를 보낸다.

릲어르신들이 ㄱ(기역), ㄴ(니은) 도 몰

랐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이름도 쓰시

고, 동화책도 읽고, 숙제도 꼬박꼬박

해옵니다. 젊은이들에 비해 학업열정

이 200％, 300％ 입니다.릳 박순희 강사는

벽을 넘은 8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하며

뿌듯해 한다. 무더위는 아랑곳하지 않

고 강사의 구령에 맞춰 교과서를 따라

읽는 어르신들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마음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려 올 가을 군청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쁨과 희망, 가족에 대한 애정을 담은

글 그림들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서옥희 명예기자

(사진 배성우 명예기자)

기장군노인복지관 - 장안 용소마을 경로당 한글교실

릫좋은치구릮? 서툴지만 열정가득 한글 수업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에 수업

을 하러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의대 진학을 생각하

는 학생이 제법 있습니다. 5년 전

만 해도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

습니다. 릲저 의대 갈 수 있을까

요?릳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이렇

게 바뀌었습니다. 릲저 의대 가도

될까요?릳 질문이 바뀌게 된 이유

는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

능이 발전함에 따라 전문가의 성

역이라 여겨지던 변호사, 기자, 펀

드매니저, 보험 분석원의 실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사

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

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추천

하는 릫의료 인공지능릮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최윤섭 소장은 독특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공대에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

을 복수 전공했고 전산 생물학으

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의대

와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조교수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릫디지털 헬스

케어 연구소릮의 소장으로 뷰노, 직

토, 모바일닥터 등 헬스케어 스타

트업의 발굴, 투자,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료와 인공지능에 관

해서라면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부에서는 릫의사의 80％가

사라진다릮는 도발적인 주장으로

시작해서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실직에 관

해 소개합니다. 약한 인공지능, 강

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딥러닝

등의 개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이 현

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봅니

다. 특히 2016년 가천 길병원을 시

작으로 국내에서도 여러 기관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IBM 왓

슨의 성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

다. 의무기록을 분석해서 의학적

통찰을 도출하는 인공지능, 이미

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 질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연구결과와

적용사례를 폭넓게 제시합니다.

3부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인공

지능으로 대체될 것인가, 어느 진

료과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

인가, 인공지능의 효용과 안전성

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의료 사

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등의 이

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저는 의사로 25년, 병리과 전문

의로 2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책

을 읽고 나니 앞으로 몇 년 더 의

사로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또 한 편으로는 의사로 지냈던 시

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릲국민 건강

의 수호와 질병 치료에 최선을 다

한다릳 대한의사협회의 미션입니다.

그동안 의사는 질병이 발생한 환자

의 진단과 치료만으로도 부와 명예

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건

강한 개인의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을 분석하여 질병의 발생을 예측하

고 예방하는 맞춤식 건강관리 쪽으

로 의료의 큰 축이 이동하고 있다

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관

한 책이 서점에 넘쳐 나지만 외국

저자의 책이 많고 어렵습니다. 릫의

료 인공지능릮에서 의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현재

와 미래를 쉽게 느껴보시기를 권

합니다.

김민석 의학박사

의료 인공지능

최윤섭/클라우드나인

의료인공지능의현재와미래

2018년 8월 1일(수요일)제270호

뢾좋은 친구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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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기장군의회(의장 황운

철)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우리군의회는 지난 7월 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고 당일 개

원식<사진>을 가졌다.

신임 의장으로는 황운철 의원

(기장군 나, 초선), 부의장으로는

성경미 의원(기장군 가, 초선)이

선출되었으며, 상임위원장으로는

의회운영기획위원장에 맹승자 의

원(기장군 다, 초선), 교육복지행

정위원장에 우성빈 의원(기장군

다, 초선), 경제안전도시위원장에

박우식 의원(기장군 다, 초선)이

선출됐다.

개원식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

장에서 기장군수를 비롯한 내빈

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

서 의원들은 의원선서, 의원윤리

강령 낭독, 기념촬영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군민 본위의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16만 군민 앞에

다짐했다.

황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릲군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8명의

의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16

만 군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

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노력 할 것릳이라고 동료의원들

에게 당부했다. 또한, 릲룗군민을 먼

저 생각하는 8대 의회룘 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군민 중심의 의

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의회를

만들 것릳을 다짐하며, 릲기장의 발

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

동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

고 상생하는 한편, 감시와 견제라

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히

하여 기장군 변화를 주도하는 선

진 의회가 되겠다릳고 말했다.

제8대기장군의회개원

전반기의장단구성및개원식개최

존경하는 16만3천 군민 여러분굩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규석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굩 또한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의 가족 및 내빈 여러분굩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오늘 이 자

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지

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기장

군의회 등원의 영광을 안으신 동료의원님들

과 민선7기 기장군수로 취임하신 오규석 군

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

신 중에도 개원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시

간을 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

의 가족과 내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영광스러운 제8대 기장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

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

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여러분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책

무가 있기에,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오

늘 이 자리에 선 우리 8명의 의원들은 기장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의 여망에 부흥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고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16

만3천 군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기장

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8대 의회의 의정방향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첫째,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민 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군민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받들고

섬길 것입니다. 오로지 군민을 위한 길이 무

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군민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찬 기장을 만들기 위해 정성

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직접 찾아가는 현장 의회가 되겠습니

다. 군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

니다. 발로 뛰고 귀 기울이며 군민의 작은 불

편함,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

다. 책상에서 민생을 읽기보다는 현장에서 군

민의 손을 잡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가

슴에 담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소통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겠습

니다. 집행부가 군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질책할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인 비판과 책

임 있는 견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

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손을 잡아야 할 때에는 서로의 손을 단단히

맞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넷째, 변화를 주도하는 선진 의회가 되겠습

니다. 지금 기장은 최고의 역동기를 맞은 만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끊임없는 도

전 정신으로 기장의 100년을 꿈과 희망으로 채

울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내겠습니다. 급변

하는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

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주도하며 언제나 앞서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우리 의원 모두는 16만3천 군민 앞에

서 선서를 통하여 기장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스스로의 각오와 결의를 엄숙한

마음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의 다짐을 잊

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겨 우리 의회가 본연

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또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7호 태

풍 릫쁘라삐룬릮이 북상중입니다. 태풍 및 집중

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미

리미리 점검하여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

을 가지고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릫작은 것 하나하나 정성을 들일 때 그런 사

람의 지극한 정성으로 세상은 바뀐다릮고 했습

니다. 군민들을 위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기장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제8대 기장군의회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

리면서 개원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

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릲16만3천군민의꿈과희망이

이루어지는기장을만들것릳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

제8대기장군의회첫의정연수실시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제

8대 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2018

년도 의정연수<사진>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실무 능력을 배양

하기 위하여 7월 18일부터 2박3일

의 일정으로 통영시에서 개최됐

다. 특히, 이번 8대 의회는 초선의

원이 7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의

정연수의 필요성이 컸다.

연수와 교육은 지방의회 전문

컨설팅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했고, 입법

분야 전문지식은 물론 국회와 지

방의회에서의 다년간의 실무경력

까지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섭외해 실무형의 알찬

연수일정으로 구성했다.

연수 첫날 강사로 나선 국회의

정연수원 윤병국 교수는 조례안

을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는 핵심

기법을 지역실정에 맞게 상세하

게 강의했다. 연수 둘째 날에는

신해룡 박사가 룗예산결산심사는

이렇게 하라룘라는 주제로 예산굛결

산심사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오후에는

벤치마킹을 위하여 통영관광벨트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양경숙 박사가 행

정사무감사굛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전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강

의하였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의

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예산굛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굛조사의 여

러 사례를 접한 의원들은 좀 더

효율적인 심사 및 조사방안에 대

해 열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

졌다. 한편, 의정연수는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상굛하

반기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

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원일

정 관계로 하반기에만 실시됐다.

직위 성명 선거구명(읍굛면) 소속정당

의장 황운철
나 선거구

(장안읍굛일광면굛철마면)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성경미 가 선거구(기장읍)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다 선거구(정관읍) 자유한국당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다 선거구(정관읍) 더불어민주당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우식 다 선거구(정관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률 가 선거구(기장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군
나 선거구

(장안읍굛일광면굛철마면)
자유한국당

의원 김혜금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8대 전반기 의회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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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대한사색 - 말러교향곡 9번(Mahler, SymphonyNo. 9 in Dmajor)

2018년 8월 1일(수요일)제270호

부산시청소년아이디어경연대회

기장청소년참여위공동최우수상

제3기 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가 7월 25일 부산광

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릫2018 부산광역시 청소년 아이디어

경연대회, 릲내가 만약 시장이라면릳-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릮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날 열린 대회에서 우리군 참여위원회는 최우수상 수상자를 공동으

로 배출(2기 부위원장 유민지, 3기 부위원장 김건후) 함으로써 3년에

걸쳐 청소년 관련 각종 정책대회와 행사에서 월등한 성적을 거둬 다시

한 번 존재감을 과시했다.

유민지(기장고 3학년) 2기 부위원장은 릫건강한 삶을 위한 폐의약품

앱 개발릮을, 김건후(정관고등학교 3학년) 3기 부위원장은 릫러북(Love-

Book); 독서진흥을 위한 e북, 팟캐스트 활용방안릮과 관련된 정책 아이

디어를 발표해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발족 3년 만에 참여위원회가

명실 공히 부산 최고의 청소년 참여기구임을 입증했다.

참여위원회는 오는 8월, 부산 기장군에서 무주군청소년참여위원회와

3회에 걸쳐 청소년교류 행사에 함께 참여해 영호남 청소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특히 올해 11월에는 지난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

으켰던 릫제3회 1318 할로할로릮 행사를 직접 기획굛제작하고 있어 청소년

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우리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는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생

멘토(손수근, 1기 참여위원회 위원장)가 있어 이번 경연대회는 물론,

각종 회의와 행사 주관시 자원 동원은 물론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원을

함으로써 수준 높은 위원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우리군 참여위원회가 본래 사업목적인 청소년 정

책결정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매년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참여위원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릳며

릲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큰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

다릳고 소감을 밝혔다.

친한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직 죽음이 익숙지 않은 나에겐 적잖

은 충격으로 다가 왔다. 지인의 부고를

접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생

각하면 할수록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

는 추상적일 뿐 손에 잡히는 무엇은 없

었다. 죽음은 나에게 아직은 낯선 주제

였던 것이다. 차라리 삶이란 무엇이냐

고 물어본다면 살아온 만큼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고등

학생들의 동반자살 보도를 들었다.

아직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삶이기

에 안타까움이 몰려왔다. 세상이라는

더 넓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유

롭게 비상조차 해 보지 못하고 그런 선

택을 한 그들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 시

절에 누구나 한번쯤 그럴 수 있다. 학교

라는 울타리 속에서 의무적인 수업과

시간표대로 쳇바퀴 돌 듯 살았던 필자

도 그런 생각을 해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살아보니 웃을 날이 더 많

더라. 세상은 한없이 넓었고, 세상의 끝

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그곳에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더라. 낯선 곳에

서 이방인으로 살기. 그것은 혹독했지

만 나를 바꿔놓았다. 릫어디에 살던 나로

살 것이며 흔들리지 말기.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리라.릮 그런 결심

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그

대들도 살아라. 현재의 고통을 극복하

기 힘들거든 견디어만 다오......굩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죽음은 슬프다.

특히 아직 꽃 같은 아이들이 먼저가면

더 슬프다.

죽음이란 주제는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칠간 죽음에 대해 생

각하다 보니 몸이 아팠다. 죽음과 가

장 연관이 있는 작곡가는 누구였을까?

말러<사진>를 떠올렸다. 초기작부터 마

지막 교향곡 까지 죽음의 그림자를 드

리우고 살았던 그. 그의 걸작 교향곡 9

번 4악장을 들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음악을 듣는데 눈물이 났다.

말러는 11명의 형제를 두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질병과 자살로 일찍 생을 마

감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

력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유태인으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인

종차별을 견디어야 했다. 게다가 그의

첫째 딸도 전염병으로 사망 하였으며,

그도 타고난 심장병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지니고 살았다. 음악적으

로는 완벽주의자 이자 천재였지만 불우

했던 환경 탓에 회의, 빈정댐, 정신적 긴

장과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암시하

는 듯 한 곡으로는 릲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릳, 릲교향곡 1, 5, 6, 9번릳 등이 있다.

음악계에서는 9번째 교향곡을 작곡하

면 죽는다는 미신이 존재 했었다. 위대

한 작곡가들, 예를 들면 베토벤, 부르크

너, 슈베르트 그리고 드보르작 까지 9번

교향곡을 완성한 후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그

는 9번 교향곡에 번호를 붙이는 대신

릲대지의 노래릳라는 다른 제목을 붙였다

고 한다. 그의 초고 악보에는 그가 자필

로 적은 문구가 존재 하는데, 1악장에는

릲오굩 젊음이여굩 사라졌구나굩 오 사랑이

여굩 가버렸구나굩릳 와 릲안녕굩 안녕굩릳 이란

삶과 작별하는 듯 한 글귀가 적혀있다.

9번 교향곡은 총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악장에는 죽음이 연상되는 주

제가 나온다. 1악장에는 죽음에 대한 체

념, 그렇지만 죽음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가 나오며, 2악장에

는 저승사자의 소리, 3악장은 삶을 조롱

하는 듯하고 4악장은 느리게 연주되면

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체념하고 수용

하는 듯하다. 말러는 이 곡의 초연을 듣

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가

까운 친구였던 브루노 발터가 이 곡을

초연하였는데, 그는 연주가 끝나고도

지휘봉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고 한다.

이제껏 죽음을 얘기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 죽음에 대해 생

각해 본 까닭은 더 잘살기 위해서였다.

죽음을 생각하며 역설적이게도 삶을 생

각했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더

잘 살아보고 싶어졌다.

김윤영 음악칼럼리스트

매미껍질벗듯난관을극복하자
이야기로풀어보는한자성어

蟬不知雪 선부지설

▶매미는 눈을 모른다, 전체를 못보고

식견이 좁다.

金蟬脫殼 금선탈각

▶금빛 매미는 허물을 벗어야 만들어

진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는 이번 여름

은 유난히 더 덥다. 폭염주의보에서 폭

염경보가 예사로 발령되고 체온보다 높

은 기온으로 모두들 녹초가 된다. 이상

고온으로 북반구 전체가 덥다고 하니 우

리나라는 그래도 덜한 정도란다. 푹푹

찌는 중에서도 더위의 짜증을 날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있다. 도심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소리다. 시끄럽다

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암컷을 부

르는 수컷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청량감

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매미는 온갖 탁하고 더러운 곳에서 허

물을 벗고 나와 목숨을 다할 때까지 노

래를 부르다 간다. 그래서 중국의 陸雲

(육운)이란 사람은 관을 쓴 모습에, 이슬

만 먹어 깨끗하고, 곡식의 근처에도 안

가며, 굳이 집을 짓지 않아 검소하고, 계

절을 잘 지켜 때맞춰 노래한다 해서 文

淸廉儉信(문청염검신)의 五德(오덕)이

있다고 노래했다. 이런 덕에도 불구하고

매미를 나타내는 한자 蟬(선)이 포함된

한자성어는 썩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먼저 매미는 여름 한 철을 제 세상인

듯 한껏 즐기다가 가을에 죽으니 일 년

의 길이를 알 수 없다. 당연히 겨울에 내

리는 눈을 본 적이 없어 모른다. 蟬不知

雪(선부지설)이라 한다. 漢(한)나라 때

의 릫鹽鐵論(염철론)릮이란 책에서 나왔다

는 이 성어는 매미가 사계절 중에 여름

과 가을 밖에 모르는 것처럼, 전체를 보

지 못하고 식견이 좁은 것을 뜻한다. 우

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을 알 수 없고, 코

끼리를 만지는 장님이 이런 모양이라고

큰소리치지만 자신이 아는 것은 항상 전

체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운다.

금빛 나는 매미는 자신의 껍질을 벗어

던져야 만들어진다는 金蟬脫殼(금선탈

각)이라는 말도 있다. 이 말이 릫三十六計

(삼십육계)릮에서 처음 나왔을 때의 의미

는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감쪽같이 몸을

빼 도망하는 것이었다.

유명한 병법서 孫子兵法(손자병법)과

달리 속임수에 강조점을 둔 것이 특징인

책이다. 적을 속인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전투에서 정의만 찾아서는

이미 자신의 존재는 사라진 뒤이다. 곤

경에 처했을 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고집만 부리다가는 될 일이 아니고 변화

를 두려워해서는 더욱 암담하다.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이 항상

옳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

기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그럴 수도 있

겠지만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도 항

상 존재하는 법이니 고집을 부려서는 분

란만 커진다.

또한 예상하지 않은 일이 닥쳤을 때

매미가 껍질 벗듯 재빨리 변화하여 극복

하는 지혜를 배웠으면 한다.

안병화 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 사업목적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시기

▷ 희망키움통장Ⅰ : 2018. 8. 1(수) ~ 8. 16.(목)

▷ 희망키움통장Ⅱ : 2018. 8. 1(수) ~ 8. 16.(목)

▷ 내일키움통장 : 2018. 8. 1.(수) ~ 8. 16.(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 2018. 7. 26.(목) ~ 8. 13.(월)

○ 신청장소 : 읍굛면사무소(희망키움통장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기장지역자활센

터(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

※ 정부지원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

의 창업굛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굛자립에 필요한 용도로만 활용 가능

○ 문 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2),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8), 일광면(709-5202), 철마면(709-5274), 기장지역자활센터(724-3457)

근로빈곤층의자립을위한희망굛내일키움통장신청안내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굛의료
급여 수급 가구
(근로굛사업소득 기
준 중위소득 40％
의 60％이상)

일하는 주거굛교육
급여 수급 및 차
상위가구(기준중
위소득 50％이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만34세)
(근로굛사업소득
334,421원 이상)

월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

정부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에
따라 다름)

10만원
(본인저축액 1:1

매칭)

내일근로장려금
(1:1)내일키움장려금
(근로사업단 따라 1:1
또는 1:0.5)*내일키움
수익금 추가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에 따라

다름)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통장 3년 유지
(사용용도 증빙,
교육 이수)

3년 이내 일반노동시
장 등으로 취굛창업,
탈수급, 대학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사
용용도 증빙, 교육이

수)

생계급여 탈수급
(사용용도 증빙)

접 수 처 거주지 읍면사무소
거주지 읍면사무

소
기장지역자활센터 거주지 읍면사무소

○ 모집대상: 체험을 희망하는 기장군민(※ 모집인원 미달 시 타구 확대)

○ 교육장소: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기장군 철마면 와여길 29)

○ 신청문의: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724-4247)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프로그램수강생모집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기간 재료비
모집
인원

비고

플라워 테라피
(꽃차 소믈리에)

- 식용꽃을 활용한 가을 꽃차,
원예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매주 금
10:00~13:00

9월~11월
1회1만원
(총10강)

16명
신규자
우선

한방약선 테라피
- 한방약선차 관련 이론 및 실
습

매주 목
10:00~13:00

9월~11월
1회15,000원
(총8강)

16명
신규자
우선

어린이
창작공예체험

- 천연염색체험(손수건만들기)
- 금속공예체험
- 목공체험

매주 월,수
10:00~12:00

7월~
(진행중)

염색 8천원
그 외
1만원

- 단체 신청
모집

- 일정 협의
가능

어린이
오감만족체험

- 한방향첩, 천연모기퇴치제 만
들기

- 꽃메달 만들기
- 기정떡 만들기
- 쿠키클레이 수업

매주 화,수
10:30~12:00

7월~
(진행중)

1회 1만원

어린이 새싹
인삼 수경재배
화분 만들기

- 새싹인삼 화분 만들기
매주 목
10:00~12:00

7월~
(진행중)

1회 6천원

차상위계층특별우대통장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통장명칭

▷ 정기적립식 : 룗희망친 미래로룘가계우대 정기적금

▷ 자유적립식 : 룗희망찬 미래로룘부산사랑 자유적금

○ 예금방법

▷ 정기적립식 :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적

금상품(1~3년)

▷ 자유적립식 : 불입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

고 일정한 기간을 적립하는 적금상품(1~3년)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읍굛면사무소

○ 구비서류 : 신청서(읍굛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기

타 필요서류 등

○ 개설방법 : 신청장소에서 자격확인 받은 통장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부산은행 방문

○ 문 의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709-4362), 기장읍

(709-5142), 장안읍(709-5177), 정관읍(709-5158), 일

광면(709-5202), 철마면(709-5274)

기장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강좌

○ 기 간 : 2018. 9. 11. ~ 12. 11. [강좌별 12차시]

○ 대 상 : 6세 ~초등4학년

○ 장 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학습실

○ 접수기간 : 2018. 8. 24. (금) 룆선착순 마감룇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수 강 료 : 무료 (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 부담)

기장도서관(709-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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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문항(9개) : 강낭콩, 유리병, 병따개, 소시지, 한반도 지도, 볼

링핀, 칵테일, 8분음표, 올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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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뢾당첨자명단 19면 참조뢿

○ 동거동락 → 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 동거동락은 동고동락

의 잘못된 표현이다.

(예)우리는 지난 한 달간 동고동락하며 과제를 완성했다.

○ 실증 → 싫증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을 나타냄.

(예)반복되는 일상에 싫증을 느끼다.

○ 시덥잖다 → 시답잖다

볼품이 없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시답잖은 농담 좀 그만해.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유료광고

역사의 역사 -유시민(돌베개)

시대를 읽는 작가 유시민, 릫역사란 무엇인

가릮를 묻다굩 인간의 역사에 남은 역사서와

역사가, 그 역사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그들

이 서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추

적한 유시민의 역사 르포르타주.

와글와글 책방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주세요.

※asdf1004@korea.kr로 이름,주소,연락처,계좌 기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흔)

가벼운 감기가 몸을 아프게 하듯, 가벼운 우

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우리는 이

제 말해야 한다. 별일 없이 사는데도 채워지

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에 대해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에도 울적한 마음 한구석

에 대해서.

뒤통수의 심리학

-마리아 코니코바(한국경제신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세상 모든 직업

이 사라져도 꿋꿋하게 건재할 마지막 직업

이라는 사기꾼. 왜 사기는 사라지지 않는 것

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계속

그들에게 속는 것일까?

신나는 여름방학, 자연굛교육굛놀

이굛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뜻깊

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방

학 중 열리는 주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알아봤다.

뢾센터 내 체험프로그램은 8면 하단 광고참고뢿

옥수수수확체험에참여한어린이들.

119안전체험관새싹안전마을코스에참여한어린이들이화재상황을체험하고있다.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자연과 함께하는 하루

아이들에게 도심 속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하루를 선물하고 싶다

면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로 연락해보자.

기장 관내의 농촌체험농가와 체험을 희

망하는 도시민을 연계해 원하는 체험이

가능한 농가를 안내하고 있다.

현재 센터와 연계된 농가들이 운영하

고 있는 체험은 크게 △농산물 수확체험

△양봉체험 △곤충체험 △농촌체험 △공

예체험 △화훼체험 및 약초체험, 대숲체

험 △반려견 놀이터 등으로 구분된다. 대

표적인 체험프로그램인 농산물 수확체험

은 탐스러운 과일과 채소를 직접 관찰하

며 농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확

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 인기다. 농촌체

험에는 곡주체험, 장 만들기, 모내기와

벼 베기, 메뚜기굛우렁이잡기, 승마체험,

국궁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

다. 또한 목공체험, 물레도자체험, 차 그

릇 만들기, 천연염색 등이 가능한 공예체

험과 아로마 비누, 수제꽃차 만들기, 화

분 만들기, 꽃요리, 원예치료, 약초가공

등의 체험이 가능한 약초체험 역시 풍성

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비용과 체험가능한 시기는 농가마다

상이하므로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724-4247)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여름을굩

국립부산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

소년 및 가족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과학

체험행사와 교육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야외 물놀이장 릫워터플레이-그라운드

(WaterPlay-Ground)릮가 8월 19일까지

운영된다. 워터플레이-그라운드는 종합

물놀이대와 무지개 터널, 버섯분수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갖춰져 있어 간편하

게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릫여름방학 창의

탐구교실릮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생까지 수준별, 학년별로 운영

되는 창의탐구교실이 7월 24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다. 또한 동화, SF영화, 일

상생활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숨어있는 수학굛과학 이야기를

담은 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수학드라마,

상상자동차 그리기, 상상보트 만들기,

거울놀이, 증강현실체험, 보드게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들 역시 주말 및 공휴일 동안

풍성하게 마련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50-2300)나 홈페이지 참조.

시원한 실내 놀이터,

벡스코 상상체험 키즈월드

부산 벡스코 제2전시관 1층에 3000평 규

모의 실내 놀이터가 찾아왔다. 뜨거운 햇

빛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실내에서 마음

껏 뛰어놀며 신나는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트램플린, 회전그네, 에어

바운스 미끄럼틀, 바퀴썰매, 블록 존, 짚

라인, 바이킹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마련

돼 있어 온 종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전시상황에 따라 놀이시설 변경 가능.

가격은 대인 16,000원, 소인 18,000원, 오

후권(2시 이후) 11,000원, 24개월 미만 유

아는 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이며, 소셜사

이트를 통해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하다.

돗자리와 유모차는 반입이 가능하며, 양

말을 착용해야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

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운영시간은 오

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중과 주말 동

일), 매표 마감은 오후 5시이며 8월 26일까

지 운영한다. 관련 문의는 (070-4801-6034)

로 하면 된다.

놀이로 배우는 안전교육,

부산119안전체험관

동래구에 위치한 119안전체험관은 안

전을 주제로 재미와 교육을 접목시켜 즐

기면서 자연스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체험시설은 1층 새싹안전마

을굛전기안전굛소방역사, 2층 도시재난굛자

연재난굛생활안전, 3층 화재대응굛구급출동

119, 야외 자유이용시설 키즈랜드굛119기

념공원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새싹안전

마을코스 는 5, 6, 7세 취학 전 어린이도

체험이 가능한 놀이형 안전체험시설이

다. 어린이들이 소방관 옷을 입고 소방차

를 타고 출동하여 연기탈출, 소화기 사용

등 다양한 놀이 형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체험 코스는 초등학생 이상 어

린이가 성인 보호자와 함께 동반예약 해

야 체험이 가능하며, 중학생 이상부터는

단독체험이 가능하다. 지하철화재굛지진해

일체험굛태풍체험굛해양생존 등 각종 긴급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고 대처법과 대피

요령, 안전시설 사용법, 생존수칙 등을 배

울 수 있다. 체험비용은 무료이며, 예약은

홈페이지(http://119.busan.go.kr/firesafe

/index)에서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

은 전화(760-58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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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1회용품사용안하기릮동참

시설 또는 업종 규제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굛1회용 컵(종이컵 제외)
굛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굛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재질 제외)
굛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굛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굛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대규모 점포내
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
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제외)

사용억제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무상제공금지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33㎡이상)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제외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
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
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제외

무상제공금지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품 준수사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생활주변에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자원낭비는 물론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1회용품 무상제

공 요구 및 사용을 자제합시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여유

공간에 주차장 건립시 설치비용을 지원하오니 주민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단독주택

▷ 자기소유 주택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2.3m*5

m이상 공간)하여 도로 불법법주정차를 해소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선착순)

○ 신청장소 : 기장군 선진교통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지원금액 : 설치비의 70％ 범위내 4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 지원

○ 추진철차

▷ 신청 ⇒ 현장확인 ⇒ (사업결정시) 신청자 자체

공사시행 ⇒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신청 ⇒ 현

장확인 후 (이상 없을 시)보조금 지원

○ 보조금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평면도, 공사

전굛중굛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

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단 건물철거굛멸실

시는 제외)

선진교통과(709-2427)

내집마당주차장갖기지원사업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기간

컴퓨터 기초 8.6.-8.10.(10:00~12:00) 25명 5일

인터넷활용 기초 8.13.-8.17.(10:00~12:00) 25명 4일

유틸리티를 활용한
컴퓨터응용

8.20.-8.24.(10:00~12:00) 25명 5일

스마트폰 시작하기 8.27.-8.31.(10:00~12:00) 25명 5일

이지포토 기초 8.20.-8.31.(13:30~15:30) 25명 10일

○ 교육일정(2018.8.6. - 8.31.)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 교육 :무료

○ 접수기간 : 2018. 8. 1.(수) 09:00 ~

○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25명)

○ 교육접수 및 문의 :미래전략과(709-4306)

8월 군민정보화교육안내

기초연금신청안내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소득굛재산 수준(소득인정액)
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단독가구: 월 131만원, 부부
가구 월 209.6만원)

○ 지급금액 : 20,000원~ 209,960원까지 차등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읍굛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http://online.
bokjiro.go.kr)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
터 신청굛접수 가능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굛면사무소나 국
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장읍(709-5143) 장안읍(709-2494) 정관읍(709-5153) 일광
면(709-5201) 철마면(709-5275) 행복나눔과(709-4351, 2457,
2455, 4344, 4345)

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정관신도시아파트 부녀연합회

정관노인복지관서 급식 봉사

정관신도시아파트 부녀연합회(회

장 신종희굛이하 부녀연합회)가 더

위도 잊은 채 정관노인복지관 급식

봉사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녀연합회는 복지관이 개관

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

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명의 회원들

이 번갈아 가며 급식봉사에 참여하

고 있다.

지난 7월 5일 점심시간에 노인복지

관을 찾은 날도 일찌감치 배식 준비

를 위해 부녀연합회원들이 모여 분

주한 모습이었다. 취재 사실을 미리

알려서인지 각 아파트부녀회장이 모

여 기념촬영뢾사진뢿에도 임했다. 모두

밝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

기도 했다.

하루 평균 500여명의 어르신들께

배식봉사를 하고 나면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회원도 많을 정도로 배식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신 회장은 릲저희 부녀연합회가 정

관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올해부터 노인복지관 급식

봉사를 맡은 뒤로는 다른 봉사활동

은 엄두도 안날 정도로 바쁘다릳며

릲육체적으로 힘든 봉사이지만 어르

신들께서 봉사자들에게 고맙다, 잘

먹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보

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임한다릳

고 말했다.

릫정관신도시아파트 부녀연합회는

2010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8

년째 접어든 정관지역 내 아파트 전굛

현직 부녀회원 4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생단체이다. 이 단체는 생활에 필

요한 정보 공유는 물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백혈병 어린

이 돕기 성금 마련과 헌혈증 전달,

지역 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한 삼

계탕과 짜장면 배식봉사,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급과 교복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매월 2, 4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시행하

고 있으며 해마다 11월에는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재난상황에도 몸을 사리지 않

고 뛰어 들었는데 지난 2014년 기록

적인 폭우로 인해 범람한 좌광천과

침수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지

원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위

험을 무릅쓰고 감염확산 방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칠암초,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릫인기상굛넓은 바다상릮

예술꽃 씨앗 학교 운영

영화적 감성굛감각 키워

칠암초등학교(교장 이순희)학생들

이 직접 만든 영화가 제13회 부산국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시상식에서 뢾복

수는 나의 것(감독 신승후, 각본 이준

호)뢿이 관객 인기상과, 넓은바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안았다.

지난 7월 15일 제13회 부산국제어린

이청소년 영화제에서 릫레디~액션12릮

경쟁작 부문에 칠암초 학생들이 출품

한 뢾나현이의 꿈뢿, 뢾복수는 나의 것뢿,

뢾피아노 귀신뢿 등 모두 3개의 작품이

선정돼 세계 52개국 164편의 장단편

영화와 경합을 펼쳤다. 부산국제어린

이청소년 영화제는 규격화된 상업 영

화가 아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진

행된 작품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배역을 정하고 소품, 촬영, 편집 등 모

든 과정들을 토의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학생들은 협동심을 기르고,

또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는 등 많은 교육적 효과를 발휘

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 칠암초

는 경쟁작부문 3편 이외에도 비경쟁

작 부문에 2편이 선정되는 등 큰 성

과를 얻었다. 학교 관계자는 릲이런

성취감을 통해 영화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진 걸 느낄 수 있었다. 앞으

로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카

메라 앵글에 가득 담을 수 있길 기대

해본다릳고 소감을 밝혔다.

칠암초는 2014년부터 4년간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면서 영화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예술

꽃 씨앗학교 사업이 종료된 올해도

영화심화동아리를 운영하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정관읍 지명유래비석 제막

김윤홍

정관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제막식 식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

석해주신 귀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

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희 정관읍은 하루하루 다르게 주

민들의 행복과 젊음이 용솟음치는 교

육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현장

을 두루 살피시는 군수님, 군의회 의

원님들, 하우주 읍장님, 특히 이 자리

를 함께해주신 역대 주민자치위원장

님들, 단체장님들 그리고 모든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일 것입니다.

우리 정관읍의 지명 또한 그 뜻이

깊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정관이란 지명과 소두방이

란 뜻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 뜻

을 알려야하지 않겠느냐는 선배님들

의 의견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의 군지와 정관지에 의하면

정관읍의 중심지인 덕산마을에서 매남

산쪽을 바라보면 산의 남서쪽 하늘과

맞닿은 8부능선 쯤에 둥굴넓적한 모양

으로 우뚝 솟아오른 지형이 보입니다.

흡사 솥뚜껑을 엎어놓은 듯 하기도

한데 다른 고을에선 볼 수 없는 독특

한 산형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관, 철마 주민들은 이곳을 솥뚜

껑, 토속어인 소두뱅이 나아가 소두방

이라 칭하였고 월평과 좌천을 잇는 신

작로가 나기 전에는 철마, 임기, 동래

방면으로 오가는 주된 관문이며 철마

면 송정리 5일장으로 정관인들이 가

장 많이 이용하던 고개로 소두방재라

고 불렀습니다.

1914년 일제에 의

한 행정구역 조정

시 지역의 유지분

들이 고장의 이름

을 정하고자 궁리

를 거듭한 끝에 모

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상징물을 고장

의 이름을 짖고 부

르기 쉽게 솥뚜껑을 한역하여 솥정자와

모자 관자를 써서 정관이란 고을 이름

을 지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인들께서는 산의

곡선과 바위 하나까지도 지혜롭게 응

용하고 귀히 여겨 우리들에게 물려 주

셨습니다. 우리들은 정관이란 지명하

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해야하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귀한 지

명인 정관에서 태어나고 살아감을 자

랑스럽게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이곳

정관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정관을 가꾸

고 지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

마보답할수있는계기가되어마음에

짐을 한 웅큼 이나마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이 행사를 가지게 해주신

군수님, 일필로 도와주신 제7대 군의

회 의원님들 우리고장의 자랑스런 학

자이신 공태도 선생님과 황구 선생님.

내가 태어난 고향의 뜻깊은 일이라고

적극 참여해주신 오재국 선생님, 허모

종 선배님, 향토문화 연구회, 정관 향

인회 회원분들, 현강 김동성 화백님,

최선을 다해주신 정동명 후배님께 감

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단

체장님과 주민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마솥 더위에도 아랑곳…봉사로 긍지와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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띁 띂

띀

띀임랑해수욕장과마을전경

띁묘관음사전경

띂서핑강습을받고있는모습

드론촬영굛석상일작가

뢾林浪뢿

임랑마을은 동으로 동해 바다와 접해 있고,

남으로 좌광천이 흘러 동해로 흘러들며, 서쪽

과 북쪽으로 산지가 발달한 바닷가 마을이다.

임랑(林浪)의 옛 이름은 릫임을랑(林乙浪)릮이

다. 임을랑은 릫임-어란-안릮의 차음(借音)표기

로서, 릫임릮은 님, 주인, 어른을 뜻하고, 릫어란릮은

일정한 넓이를 뜻하는 말이므로 릫님울안의릮라

는 의미라고 한다. 옛날 이곳에 주진(主鎭)이

있었고, 이 주진의 권내(圈內)를 님울랑, 즉

임을랑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 임진왜란 당시 임계안 뒷산에 왜적

들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임성(林城)이라 했고,

그 후 정착한 주민들이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바다 물결이 아름다워 릫수풀 림(林)릮 자와 릫물

결 랑(浪)릮 자를 따서 불렀다고 한다.

임랑포왜성 -슬픈 역사의 흔적

2001년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주민의 이주단

지 조성과 관련해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 중심

부의 남쪽 동해 남부선 철길 건너 임랑천 쪽으

로 돌출된 외곽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

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임랑포 왜성의 중심부는 동해 남부선 철도

의 서북쪽에 해당하는 방모산(해발70m)에 있

어 고도 상으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랑

포 앞바다는 물론 멀리 대마도까지 조망된다.

또한 바다와 접해있는 전면의 경사도가 비교

적 급경사로 적이 접근하기 어려워 성의 규모

는 작지만 요새로는 적지였다. 하천과 바다를

함께 끼고 목 좋은 구릉에 자리 잡아 선박출입

이 편리한 포구와 방어에 유리한 전망을 동시

에 확보한 탓에 왜군의 병력 주둔과 병참기지

가 된 것이다.

특히 왜군이 남쪽으로 후퇴하면서 각 지역

에서 붙잡아 들인 조선 도공, 사기장, 칠기장

등 장인과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강제로 일본

에 끌고 간 창구 구실을 한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묘관음사(妙觀音寺)

-한국 현대 선승들의 수도처

한국 근현대 불교계의 큰 승려였던 대종사

운봉(雲峰)[1889~1947]이 수행하던 토굴 자리

에 조그마한 암자를 세우면서 선승들의 수도

처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

상 매우 불행한 시기였으나 불교사적인 측면

에서 보면 조선 시대 이래 억불(抑佛)의 한을

일시에 만회하려는 듯 승려 경허를 비롯해 수

많은 선지식 승려들이 봇물 터지듯 출현해 어

려운 시기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

던 불교의 중흥기라 할 수 있다.

묘관음사는 경허와 혜월의 법맥을 이은 운

봉이 수행하던 토굴자리에 조그마한 암자를

세우면서 창건했다. 운봉이 입적(入寂)한 후

에 법을 이어받은 제자인 향곡이 중창했고, 조

사선(祖師禪)의 높고 우뚝한 선풍을 선양하면

서 30여 년간 수많은 수행승들이 묘관음사에

머물렀다. 1967년 승려 진제가 법을 이어받았

다. 청담(靑潭), 성철(性徹), 서옹(西翁), 월산

(月山) 등 당대의 선지식 승려들도 법을 위하

여 몸을 잊고 처절히 수행 정진하던 장소로서

한국 현대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임랑해수욕장 -아름다운 파도를 즐기자

임랑포라고 불렸던 임랑해수욕장은 백사장

이 1킬로미터 이상 넘게 넓게 깔려 있고 남쪽

에는 임랑천의 맑은 물이 백사장을 가로질러

바다 속에 잠긴다. 백사장 주변은 노송이 큰

가지를 펴고 병풍처럼 푸른 숲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제법 붐비고 있지만 아직

은 호젓하고 조용한 곳이다.

차성가에서도 릫도화수(桃花水) 뛰는 궐어

( 魚:쏘가리) 임랑천에 천렵(川獵)하고, 동

산(東山) 위에 달이 떴으니 월호(月湖)에 선

유(船遊)한다릮라고 하여 이곳의 자연경관을

예찬해 이곳의 월출경을 차성팔경의 하나로

손꼽는다.

옛사람들은 이곳 임랑천의 맑은 물에서 고기

잡이를 하면서 놀다가 밤이 되어 송림 위에 달

이 떠오르면 사랑하는 님과 함께 조각배를 타

고 달구경을 하면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한다.

아담한 모래사장과 갈매기들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심에서 느끼지 못하

는 포근하고 아늑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자연산 횟집들

이 즐비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서 주변으로

민박, 펜션과 감각적인 카페들이 들어섰고 젊

은 커플과 가족단위로도 놀러와 휴양하기 좋

은 명소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릫임랑서핑학교릮가 작년부터 문을 열면

서 서핑포인트로 각광받고 있어 각지의 서핑

족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임랑서핑학교는

입문강습부터 레벨업강습까지 강습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숙박까지 겸하고

있어 임랑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이 여유롭게

며칠간 머물며 임랑의 아름다운 물결(浪)을

몸으로 한껏 만끽할 수 있다. 임랑서핑학교 전

화 051-727-7785.

유료광고 유료광고유료광고 유료광고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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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사학과

■ 인문학칼럼

기장 봉수대와 바다의 경계

기장에는 남산봉수대와 아이봉수대

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봉수대란 변

경의 위급상황을 전달하던 대표적인 군

사통신시설이다. 기장에 있던 봉수대의

특징이라면 동남해안 지역과 왜구 침략

을 감시하던 해안가에 설치된 최전방의

봉수대라는 사실이다.

보통 북방민족의 침략을 감시하기 위

해 설치한 내륙의 봉수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전통사회에서 육지의 경계와

범주인 국경과 영토는 근대국가보다 분명하진 않았지만 바다의

그것과 비교하자면 뚜렷한 편이었다. 그렇다면 옛 사람들에게

바다의 경계란 무엇이고 근대시기에 어떻게 릫영해릮(領海)가 탄생

하였을까?

조선시대에도 육지의 국경과 비슷한 해계(海界)가 있었다고

한다. 지방관청이나 수군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바다구분이 있었

다는 것이다. 군사적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바다를 내양(혹은 내

해)이라고 하고 그 밖의 바다를 외해(혹은 외양)라고 했다. 아마

도 기장에 있는 봉수대나 해안초소에서 사람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전근대사회에서 해양관의

특징이라면 시종일관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연근해 항구

와 섬을 중심으로 해방(海防)체제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장읍성이나 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진 죽성리 왜성은 그 양면성을 잘 보

여준다.

조선이 개항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유지되던 청과의 해금(海

禁)체제를 해제하고 해관을 설치하면서 해양인식에 급격한 변화

를 가져왔다. 한반도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해군과 해운분야에

서의 격렬한 경쟁은 룗조청무역장정룘이나 룗조일통상장정룘 등과

같은 조약에 잘 담겨있다. 이런 조약에는 해관, 해운, 해군, 어업

등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특히 룗조청무역장정룘 제3관에는

릲윤선이 취항하자 산동의 물고기가 놀라 조선의 서해안으로 옮

겨갔다릳는 기묘한 논리를 펴면서 갑작스레 예정에 없던 어업항

목을 장정에 삽입해 갈등을 일으켰다. 어쨌든 조약에 명기된 바

다의 개방은 봉수대, 산성, 읍성, 척화비 등으로 상징되는 쇄국

정책의 종말을 가져왔다.

서양에서는 대포의 사정거리를 통해 국가가 외부위협을 통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바다의 경계로 삼았다. 릲대체로 포탄이 미치

는 곳은 국권도 미친다릳고 생각해 3해리설이 받아들여져 일종의

관습법으로 오랜 세월 인정되었다. 해양제국 영국은 일찍부터

영해관념을 가졌지만 1878년에 이르러서야 룗영해관할법룘을 만들

어 영해범위를 3해리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영해는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주요 해양국의 동의를 받아 사실상 국제법의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의 경계가 영해라는 근대적 개념으

로 구체화되면서 각종 어업, 해계, 도서분쟁과 같은 또 다른 영

해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릫취정사릮가 표기된 18세기중엽 릫해동지도(海東地圖)릮, 기장현(機張縣)-규장각소장

기장은 역사 속에 질 높은 다양한 문

화가 잘 남아 있다. 그 가운데, 천년고찰

장안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유적들

은 안적사와 더불어 활발한 인문학 활동

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300여

년 전 기장 고지도(古地圖)를 보면, 장

안사(長安寺), 안적사(安寂寺)와 함께

큰 사찰(寺刹)이 두 곳이나 더 표기되어

있다. 하나는 백운산 자락의 선여사(船

餘寺)이고, 또 하나는 취봉산(鷲峯山)

자락에 그려져 있는 취정사(鷲井寺)이

다. 그동안 기장의 전통 사찰 4곳의 기초

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고고학적 지표

조사 등을 실시 한 바로는 릫선여사릮는 그

래도 사찰의 규모나 실체가 어느 정도는

규명이 되었지만, 릫취정사릮에 대한 문헌

기록자료는 얻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18

세기 기장에 유배 온 인물의 아들이 아

버지의 귀양살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쓴

기록에서 취정사에 대한 위치 확인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300여 년 전 기장 고지도에 표기된 취

봉산 자락의 릫취정사릮

규장각 소장의 18세기 중엽에 만들어

진 릫해동지도(海東地圖)릮 기장현(機張

縣) 도(圖:사진)를 보면, 일광산 위쪽과

취봉산 중간쯤에 릫취정사릮는 와가(瓦家)

형태로 릲현에서 15리 거리에 있다(縣距

十五里)릳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

찰의 좌측에는 철마의 대점리, 이곡리,

마지리, 웅천리, 박길리, 그리고 마을 뒤

쪽으로는 거문산이 표기되어 있다. 사진

의 고지도를 자세히 보면, 취정사 위쪽

에 취봉산이 있고, 그 왼쪽에는 릫기우처

(祈雨處)릮가 있어 날이 가물거나 비가

많이 내려 농사가 여의치 못하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곳으로 삼았다. 다시 그

왼쪽을 보면, 릫달음산리(達音山里)릮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달음산리

지명에서 릫소리 음(音)릮 자면 빼면 지금

정관읍의 달산리(達山里)가 되고, 릫마을

리(里)릮 자를 빼면 달음산(達音山)이 된

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달음산은 고지

도상 이곳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 뒷산

을 가리킨다. 그리고 고지도의 기우처

오른쪽에 위치한 높은 봉우리를 취봉산

으로 표기하므로 여기가 달음산 정상이

아니라 취봉산이라는 호칭이 옳음을 알

수 있다.

20년 넘게 지극정성으로 두 아버지 귀

양살이 봉양을 다한 이충익의 효행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에 등

재된 릫초원유고(椒園遺藁)릮는 18세기 학

자 이충익(李忠翊:1744~1816)의 시문집으

로 6권 2책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대학

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충익의

호는 초원(椒園) 또는 수관거사(水觀居

士)로 강화학파이다. 그는 영조 20년인

1744년에 태어나서 이광명(李匡明)에게

양자로 갔는데, 12살 때인 1755년에 생부

인 이광현(李匡顯)과 양부인 이광명이

을해옥사(乙亥獄事)에 연루되어 생부는

영남의 기장으로, 양부는 황해도 갑산으

로 유배를 가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이 일 후에 그는 남과 북 2천리나 넘는

길을 오가며 유배된 생부와 양부를 위해

20년을 넘게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게

된다. 그 후 33살 때인 1776년 7월에 생부

인 이광현이 기장 유배지에서 운명하자

과천에 임시로 장사 지냈다가 다음해에

강화로 이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뒤인 1778년 11월에는 양부인 이광명이

갑산 유배지에서 운명하여 현지인의 도

움을 받아 장사를 무사히 치르게 된다.

그 후 이충익은 계속되는 집 안 밖의 좋

지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아들(李勉伯)

과 손자(李是遠)에게 가문의 희망을 걸

고, 후학지도와 집필에 전념하다가 73세

인 1816년 3월에 병으로 생명을 다하게

된다.

이충익의 문집 릫초원유고릮에 기록된

기장과 취정사 관련 글

이충익의 문집 릫초원유고는릮 두 책으

로 책1은 시(詩), 책2는 문(文)이다. 문

집은 저작 연도순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생부와 양부 두 부친의 귀양살이를 수발

하느라고 남과 북으로 분주하게 다니는

중에도 부지런히 글을 썼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중년까지 부친들을 봉양하느

라 경상도 기장과 황해도 갑산으로 2천

리나 넘는 거리를 왕래하면서 적은 기행

시가 많다.

릫초원유고릮에 수록되어 있는 기장과 직

간접으로 관련된 한시는 뢾조우취정사(阻

雨鷲井寺)뢿을 비롯하여 뢾제청강촌사(題淸

江村舍)뢿, 뢾자동래귀기장도중(自東萊歸機

張途中)뢿, 뢾동래성루(東萊城樓)뢿, 뢾금정산

조망(金井山眺望)뢿, 뢾환가(還家)뢿등 다수

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취정사와

관련 한시는룗초원유고룘 책1의 제목 뢾조우

취정사뢿로 오언율시 2수이다. 첫 수에서

는 릲이미 폐허가 된 취정사지에 가을비가

자비도량을 막고 있으며, 폐허된 창문에

그래도 부처께 불공드린 향불 내음이 아

직도 남아 있다.(游跡初無方 秋霖阻法場

看經聊遣悶 閉戶爲留香 衣食誰從出 征쟸

分是當 如何泡影見 復此侈雕梁)릳라는 내

용이다. 그리고 둘째 수에서는 릲가을비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종소리는 멈추었

고, 스님의 불경소리는 이미 끊어졌으나

꿈속에서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싶어

라.(秋雨欲連海 生臺漸入雲 幽禽元自宿

寒日易爲 鐘定休僧語 燈移映貝文 飛泉

和落 夢裏聽不分)릳라는 글이다. 그런데

이 시의 둘째 수에서 취정사의 위치를 비

정할 수 있는데, 지은이는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서 이 시를 지었

다는 것이다. 이글을 통해 취정사의 위치

는 현재 일광면 원리마을 뒷산 취봉산 자

락에 소재한 기초석축의 흔적만 남은 대

형 폐사지(廢寺址)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또 다른 한 수의 시는 작자가 지금의

기장군청 뒤편 기장읍 신천리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당시의 풍경을 시로 적었는

데, 시제는 뢾제청강촌사뢿로 릲바가지는 울

타리위에 널려있고, 햇빛에 고기말리는

촌가는 바다 가까이에 있다.(松竹時通逕

匏瓜盡上籬 魚家近海 書壁子能詩 風定

村烟直 山遙落日遲 前溪纓可濯 嘉號本淸

斯)릳라는 내용으로 당시의 마을 풍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18세기 기장의 기록 인문학 -릫초원유

고릮에서 릫취정사릮의 위치를 확인하다

취정사 위치에 대해서는 고지도와 릫일

광면 원리폐사지릮의 지표에서 채집된 기

와편이나 고려청자 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었지만, 정

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18

세기 기장에 귀양살이 온 한 선비의 아들

이 쓴 문집 즉, 조선시대 기록 인문학인

룗초원유고룘에서 그 위치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릫소소한 것이라도 기록하

는 일릮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

주는 사실이다.

조선후기 대표적 인문학자인 추사 김정

희도 릲책속의 글에서 실상을 밝혀낸다(

實之書)릳라는 진리를 믿고 정진하여 조선

의 위대한 학문을 이루었다. 지금으로부터

274년 전에 태어난 효행이 지극하였던 한

효자인물의 기록물에 의해 기장의 4대 사

찰 가운데 하나인 취정사의 위치 확인과

역사가 밝혀지고 있다. 릫신라 고승 원효가

창건했다.릮라고 전해오는 기장의 4대 사찰

중에 한 곳인 취정사는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지낸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 2018년

올해는 차성천년(車城千年)을 맞아 지역

사 복원 차원뿐만 아니라 취정사가 기장

의 전통 불교문화와 기장 인문학 장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되었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8세기 기장의 기록 인문학 재발견

릫초원유고(椒園遺藁)릮에서 릫취정사(鷲井寺)릮 위치 발견

8월 릫문화공감빈자리릮강연

□ 장소 : 하가빈 카페(대변리 무양로 32)

□ 대상 : 군민 누구나(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혜경

이광기

○ 주제 : 4차 산업혁명 시대

○ 강사 : 한혜경(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프로필 : 부산시 인재개발원 정책PR 강

의 강사, 경북 공무원교육원 정책PR 강

의 강사

○ 내용 : 핀란드의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인간보다 더 스마트한 기계들이 압도할

시대, 그래서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

릫선택과 경쟁릮이 아닌 릫평등과 협력릮의 핀

란드 교육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를 살

펴본다.

○ 일시 : 8월 11일(토) 오전 10:30~12:00

○ 주제 : 위대한 풍경

○ 강사 : 이광기(예술가)

○ 프로필 : 동아미술대전 부산 최초 대상수

상,비디오 아트 등 종합예술가

○ 내용 : 이광기의 예술세계

○ 일시 : 8월 18일(토) 오전 10:30~12:00

○ 주제 : 청소년 조기 진로 선택

○ 발표자 : 이수현(조리기능사 2개, 기장중3),

박선민(전기기능사,신정중3), 김의현(승마,

장안중1), 김나현(영화감독지망,칠암초5)

○ 내용 : 조기 진로 선택 청소년에게 듣는다

○ 일시 : 8월 25일(토) 오전 10:00~12:00

제2기오시리아관광단지맞춤형
서비스마케터양성과정교육생모집

우리 군에서는 동남권 최대의 관광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유통굛서비스업체에 취업

을 희망하는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전문인

력 양성 프로젝트인 제2기 오시리아 관광단지 맞춤형

서비스마케터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교육기간 : 2018. 9. 4. ~ 11. 20.

(매주 화굛금 10시~15시 /총90시간)

○ 교육장소 :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 모집대상굛인원 : 유통굛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희망

하는 기장군민 20명

○ 교육내용 : 유통굛서비스 분야 취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 및 현장실습

○ 진출 분야 : 관내 유통굛서비스업체

▷ 동부산 롯데 아울렛, 이케아 동부산점(2020년 준

공예정), 오시리아 테마파크, 신세계 사이먼 프

리미엄 아울렛, 각종 대형마트 등

○ 신청기간 : 2018. 7. 25. ~ 8. 24.

○ 신청방법 : 이메일(jobcareer2020@hanmail.net)

접수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혜택 : 교육비 전액무료, 추후 지속 취업연계 및 컨

설팅 제공

○ 문의 : (사)한국창직진로교육협회 (744-9332)

일자리경제과(709-4392)

□ 개요

1. 일시 : 2018년 8월 7일(화). 10시30분 ~12시30분/

8월14일(화). 14시~16시

2. 주관 : 역사동아리 흐름서원

3. 강사 : 조진섭 (장안제일고 교사)

4. 장소 : 정관주민자치회관 소강당

5. 문자접수 필수 (연락처 010-4569-6470)

□ 영화1 - 8월 7일 (왕이 된 남자 -광해)

□ 영화2 - 8월 14일 (국제시장)

- 영화 속 역사이야기 1, 2 -

문화공감빈자리 051-611-4111

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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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최고급재료만고집…브런치풍미가달라

기장의식당을찾아서 -아데초이(일광면)

아늑한 실내 분위기는 여심 사로잡아

아데초이실내전경(왼쪽위사진). 최윤석굛진은영대표부부가포즈를취하고있다(왼쪽아래사진). 아데초이의대표메뉴를모았다(오른쪽큰사진).

프랑스식 다실 릫살롱드테릮를 꿈꾸는 릫아데초

이(A릫de Choi, 일광면 문오성길 162-1)릮의 최

윤석 대표는 셰프가 된 계기가 특이하다. 26세

에 방송관련 일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일본식

디저트에 반해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바

로 일본 동경제과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호

텔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 후 프랑스로 다

시 유학을 떠나 제과학교에서 공부했다. 여러

호텔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후 그는 독립을

했다. 디저트 마니아들이 좋아했던 해운대 릫오

데옹릮이 그의 첫 가게였다. 이후 송정에 릫아데

초이릮를 열었고 지난 해 7월 지금의 일광바다

로 이전했다.

일광면 동백리에 자리 잡은 릫아데초이릮는 눈

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흰색 건물이다. 간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수수하고 순박해 보이기

까지 한다. 그러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진한

노란색 페인팅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벽돌로

촘촘히 만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식당입구

다. 천정과 대부분의 창가 쪽 벽은 인디고 블

루로 처리했다. 창 반대쪽은 붉은 색으로 처리

했다. 서로 보색관계인 색이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데 세련되게 만든 주인의 안목이 놀랍다.

이브이(EV)혼과 제이비엘(JBL)우퍼의 조

합으로 만든 플로어 대형 스피커는 여유로운

사운드로 편안한 분위기에 일조한다.

최 대표는 릲손님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

이 되었으면 한다. 나 또한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데 내 자신이 먼저 이 공간

을 편안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릳라고 말

한다.

좌석 배치도 매우 여유롭다. 테이블은 통일

되지 않고 제각각 고풍스러운 멋을 자아내고

있다. 테이블에 앉으면 일광 동백 앞바다가 한

눈에 시원하게 들어온다.

커피 잔에서 식기류까지 모두 단아하고 고

급스럽다. 조명은 사람에 직접 비추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대접받

는 느낌이다. 이러한 콘셉트는 모두 최 대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바다 전망이 아름다운 창가에 자리를 잡고

주문은 최 대표가 권하는 브런치와 디저트, 음

료<오른쪽 큰사진>로 했다. 왼쪽 아래부터 시

계방향으로 크로와상 샌드위치(1만8천원) 모

짜렐라토마토뇨끼(1만7천원), 산딸기파이(1만

2천원), 베이컨할리피뇨 샌드위치(1만5천원),

보카시아 피자(1만8천원), 중앙에 토마토마르

게리타 파니니(1만7천원). 각 메뉴마다 1천원

을 추가하면 아메리카노커피(아이스아메리카

노 2천원)와 탄산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접 만든 브런치 종류와 디저트류가

수 십 가지에 이른다.

모든 식재료는 최 대표가 직접 엄선한 것만

을 사용한다. 디저트류는 맛은 물론 눈도 즐겁

게 한다. 그러나 브런치류는 의외로 단순하다.

보조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빵과, 채소, 고기

등 소재 자체의 식감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야채만 사용하고 빵에 쓰

이는 밀가루는 국내산보다 많게는 서 너 배 차

이가 나지만 유럽에서 들여온다. 올리브유와

버터 등도 최고 등급만을 고집한다.

릲제가 미식가이기도 하지만 몸이 음식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가리는 게 많

고,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먹기

도 하지만 가족들도 같이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릳

부인 진은영 씨가 점장을 맡으면서 바리스

타 몫을 해낸다. 고3인 아들은 최 대표의 대를

잇기 위해 제과제빵을 공부하고 있으며 바리

스타를 꿈꾸는 딸은 대학에서 바리스타 교육

을 받고 있다.

주말이면 카페에 나와 부모님의 바쁜 일을

묵묵히 돕는 효자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무휴.

예약은 전화 070-8804-1355번으로 하면 된다.

굛
복숭아는 중국이 원산지

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

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서

양에는 황도가 대부분이며

복숭아 생산량은 미국 캘리

포니아주가 가장 많다고 한다. 복숭아는 제례

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1. 주요 성분

복숭아의 주성분은 수분과 당분으로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당분은 8~10％ 정도

로 사과나 멜론보다 낮은 당도를 지니고 있다.

비타민 A, B1, B2, C 등과, 칼슘, 마그네슘, 철

분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효능

- 더위 먹음 방지 : 복숭아에는 아스파르트

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해소 및 해독작용

에 도움을 준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아서 무더

위에 대한 내성을 키워주고 수분, 당분, 유기

산이 많아서 몸에 활력을 높여준다. 여름에 땀

을 많이 흘리면 칼륨성분이 같이 배출되는

데, 복숭아에 칼륨성분이 많으므로 체내 전해

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흡연자에게 도움 : 복숭아에 함유되어 있

는 구연산, 주석산 등의 유기산 성분은 몸에

들어온 담배의 니코틴 성분을 해독시키고 배

출시켜준다.

- 기관지 건강에 도움 : 복숭아 씨에는 아미

그달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폐를 튼튼하

게 해주고 기침이나 가래를 멎게 해 주는 효과

가 있다. 또 월경불순이나 부인병에도 효과적

이다.

- 피부 미용 효과: 비타민 C가 많고 탄닌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탄력

및 미용에 효과적이다.

-면역력 증진 및 항암 효과 : 폴리페놀 성분

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진 효과와

항암효과가 있다.

- 고혈압 예방 : 복숭아에는 칼륨이 많이 함

유되어 있어서 고혈압 예방 및 치료에 좋다.

- 변비 예방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 수용

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발암물질, 콜레스테롤 등을 배출시켜 주어서

변비 예방과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

강현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18년 8월 1일(수요일)제270호

면역력증진을위한건강식레시피

피부노화 막아줘요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셀룰로오스 성

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배변활

동을 도와주고 클로로겐산이 들어 있어

기미, 잡티 제거 등 피부미용에 효과적

이다. 또 지방질이 적어 피지 분비량을

줄여 주기 때문에 모공을 깨끗하게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노란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효과를 주어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는다.

재료 및 분량 (1인분)

고구마70g, 크렌베리10g, 올리고당5g,

검정깨0.1g

만드는 방법

① 고구마는 적당한 크기로 썬다.

② 고구마를 삶아 준다.

③ 그릇에 삶은 고구마, 크렌베리를 넣고

올리고당을 넣어 골고루 버무려준다.

④ 검정깨를 뿌려 준다.

허주연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유료광고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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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굛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굛재직자굛주부굛일반)

국 가 자 격증취득굩
-25회시험 응시자 전원합격-

1.요양보호사
시험26기 9월4일개강굩

합격률 99％ / 취업률 99％

- 현재 무시험 -

2.장례지도사
주간9기9월10일개강굩

취업률 79％

급여: 요양시설 약200만원

가족요양(90분/1개월)60만원이상

일반요양(월60시간근무)약80만원

평균급여 200만원 이상

90％ 이상 수료취득굩

하반기 시험도입 예정

공통준비사항: 기본증명서1통 굛 3X4 사진3매 지참

♣국비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문의처: 수영구 고용노동부

(T: 1350) / 기장군 퍼스트인잡(T: 744-7200)

724-5651
11년전통의평생비젼교육센터
(구 기장요양보호사굛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

위치: 정관읍 가화테라스현장 LH4단지 쪽 GS25 건물 3층

본 교육원과 함께하는 치매굛거동불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릲A릳예원통합복지센터
▣ 거동불편 어르신(가족요양포함) 상담

기장, 장안, 일광, 정관 요양보호사 모집 중

방문요양문의 051)722-0169

본인부담 0원~6만원 /

일반자부담수강생합반 개강

본인부담 0원~11만원/

일반자부담수강생 합반개강

취득

문의

유료광고

고령자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우대제도

1. 교통비 지원

○ 지원자격

▷ 1953.12.31.이전 출생,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등

재자로

▷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후

2018.2.1.이후 실효 처리된 자

○ 지원인원 : 400명

▷ 신청자가 지원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 추첨 탈락자는 차후에 예산 확보하여 지원 추진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급 (1회 한정)

○ 접수 및 선정일정

▷ 접수기간 : 2018. 7. 12.(목) ~ 11. 30.(금)

▷ 접 수 처 :읍굛면사무소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지원대상자 발표 : 2018. 12. 12(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2.룗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룘발급

○ 발급대상 :부산시 거주, 만65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우대내용 : 카드 소지 시 의료기관, 서비스요식

업, 노인용품점 등 협력업체에서 5％~50％ 요금

할인 혜택

○ 신청방법 : 읍굛면사무소 수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선진교통과 (709-2424)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

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합

니다.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

지법 제3조)

○ 지원대상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중위소

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부재, 긴급한 보호가 필

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

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기타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당 읍굛면사무소를 통한 방문신청

□ 급식카드 수행업체가 2018.6월부터 부산은행에서 농

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급식지원 대상자들은

필히 해당 읍굛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급식카드 교체

를 하셔야합니다. (기존 카드는 2018.6월부터 사용불가)

인재양성과(709-5482), 해당 읍굛면사무소 아동급식 담당자

방학중결식아동급식지원신청

삽
화

김
미
화

이달 8월은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

난 지 73년째가 되는 광복의 달이다.

1919년 3.1운동은 부산권에서 동래와

구포 기장 등 3개 지역에서 일어나 주

동자 전원이 일경에 잡혀 그들의 법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는데 동래의 주동

자는 1년 3개월 구포는 1년 6개월 그리

고 기장의 주동자 김도엽은 이들보다

1년이나 많은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이를 볼 때 기장의 항일운동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다. 3.1운동 전에

도 기장에서는 한글학자이며 독립운

동가였던 김두봉 선생을 비롯 김약수

(통상 연 9년옥살이) 그리고 광복회

박세현 씨 등 10여명이 항일운동을 하

고 있었고 3.1운동 후에는 박순천 박

영출 최상림 목사 등이 크게 활동했었

다. 그래서 영남권에서는 기장을 두고

릲인물의고장릳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기

장출신 독립운동가 50여명 가운데 일

제의 무자비하고 가혹한 고문에 의해

순국한 열사를 찾아보았다.

박세현은 1897년 3월 6일 기장읍 서

부리 163번지에서 태어났다. 기장초등

학교 1회 졸업생인 박세현은 애국자

권상중 씨 등 유지들이 설립한 명정의

숙교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는데 그

의 숙부인 한학자 박란수 씨가 지은

명정의숙교가는 릲우리가 태어난 아름

다운 금수강산을 일본놈에게 빼앗겼

으니 어서 되찾아야 한다릳는 구구절절

명문장으로 엮어져 학생들의 민족의

식 고취에 큰 영향을 주었었다. 1916년

동래와 양산에도 설립되지 않았던 광

복회가 기장에 설립되어 회장에 김약

수 총무는 박세현 씨가 맡았다. 항일

문서 인쇄와 군자금을 모금하면서 회

의 규약과 회원 명단을 극비에 붙여

일하였다. 큰 부자로 알려졌던 박인표

씨와 권상중 그리고 양산의 윤현택 씨

등이 함께 군자금을 내어 해외로 보냈

다고 한다. 1917년 8월 군내 큰 부자로

알려졌던 어느분에게 군자금을 협조

해 달라고 한 것이 탄로나 박세현은

일경에 잡혀가 지금까지 군자금을 모

아서 누구를 통해 어디로 보냈는지 이

어 광복회원의 명단을 밝히라고 고문

하고 회유했으나 그는 경찰과 검찰에

서 끝까지 입을 다물어오다 결국 부산

형무소에서 그들의 야만적인 고문으

로 옥사했다. 정부는 1993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최상림 목사는 1888년 11월 17일 기

장읍 죽성리 월전마을에서 최영석과

박효심의 5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

며 기장 3.1운동 주동자의 한사람인

최학림씨의 친형이다. 최상림은 어려

서부터 매우 영리한데다 매사에 진취

적이었고 독학으로 한학을 공부하여

소학과 주역을 익힌 노력의 천재로 알

려졌었다. 22세 때 김말옥 씨와 결혼

하여 2남 9녀를 두었었다. 그는 박순

천의 아버지 박재형씨가 전해 준 한문

성경을 읽고 감동받아서 기장에 있던

동부(현.기장)교회에 출석했다. 정직

하고 성실했던 그는 착실한 기독교 신

자가 되어 1914년 월전교회 3대조사와

기장교회 조사로 시무하면서 교역자

의 길로 걷게 된다. 최상림은 1916년 9

월에 열린 제1회 노회서 조사로 임명

되고 1917년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

학하였다.

기독교 신자들은 일본신사 참배를

절대 반대하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1938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서 신

사참배를 결의하고 각 교파의 목회자

들이 솔선해 신사참배에 나서면서 급

격히 일제황민화 정책에 동조하는 모

양새가 되었다. 1939년 4월 최상림은

주기철 한상동 목사들과 함께 남북의

동지들이 평양에서 모임을 갖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

다. 이를 주도한 최상림은 일경에 잡

혀 5년형을 받고 평양감옥에서 복역하

다 1945년 4월 고문 등 후유증으로 병

보석되었으나 곧 순국했다. 정부는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박영출은 1907년 3월 20일 기장읍 동

부리 170번지에서 박인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기장에서 대지주로 알려졌

던 박인표는 민족학당인 명정의숙설

립에 협조하고 기장광복에 군자금을

지원하면서 부산 동광동에 고려 상회

라는 간판을 걸고서 곡물과 비단 등

면표류를 취급했는데 여기서 얻어진

수입금 일부를 해외독립단체에 보내

기도 했다.

아버지와 삼촌 박공표 그리고 외삼

촌 김철수 등 모두 항일운동가였다.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

난 박영출은 기장초등학교(8회)와 동

래고보에 다닐 때 공부와 운동에는 천

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1925년 7월 동래고보 5년에 재학 중

릲오오다릳교장이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

키고 일본사람과 한국사람의 차별교

육과 대우 등 억압적인 교육에 반발하

여 300여 학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을

이끌어 낸 주동자로 지목되어 1926년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1934년 일본

으로 건너가 경도 제국대학을 졸업하

고 귀국하여 릲일제는 조선인을 사악과

노예의 불행을 조성하고 있다릳고 호소

하면서 자유주의 교육을 제창하고 일

본을 맹렬히 비난했다. 동래유학생 학

우회를 조직하여 릲가면쓴 과학자릳라는

연재로 한 일제비난의 강연을 했다.

1935년 이광술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재건을 목표로 비밀결사 적색노동조

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혐의로 일경에

잡혀 4년형을 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1938년 8월 고문후유증으로 31세의

나이로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고

묘지는 연화리 연화봉에 있다.

박세용은 1907년 7년 8월 23일 기장

읍 서부리 163번지에서 박재하의 1남3

녀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명정의숙

의 교장과 기장광복회 총무를 맡아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순국한 박세현의 사촌

동생이다.

1925년 릲우리도 술 담배를 끊고서 잘

살아보자릳라는 벽보를 만들어 기장읍

내 길가와 집마다 붙이고 전단을 뿌리

다 일경에 잡혀가 구금되기도 했다.

그의 동생 인순양도 보통학교에서 일

인교사들이 지시하는 신사참배를 거

부하다가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다. 박

세용은 1928년 9월 1일 조선총독 정치

와 식민지 교육 현실을 비판하는 선전

벽보를 배포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두 번이나 구금되었다. 사회주의사상

에 입각하여 크고 작은 행사를 주도하

던 그는 보안법 위반협의로 재판에 넘

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 부산

(富山)토목 건축노조 재건을 위해 조

합원 43명과 함께 일을 하다가 1931년

11월 15일 경찰에 잡혀 기소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일본 금택형무소에 수

감되었다.

금택형무소는 윤봉길의사가 총살형

으로 순국하였던 곳이다. 박세용이 수

감4년째이던 1935년 6월 일본경찰에

맞은 각종 후유증으로 생명이 위독하

자 형무소는 책임을 면하려고 병보석

시켰으나 출옥 얼마 후 귀국하지 못하

고 원한 찬 일본 땅에서 순국했다. 형

무소 복역 중 고향에 있는 동생들에게

보낸 옥중편지 40통을 필자가 찾아내

어 햇빛을 보게 했었다. 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일제에항거하다순국한독립운동가들

기장야화 63 김정미원장의가족상담소

김정미

부경평생교육센터장

자녀에게엄마는말없는상담자

어느 날 지인의 소개라면서 상담을

예약해 왔다. 예약일과 시간에 맞춰

상담실을 찾은 내담자는 근래에 보기

드문 예쁘고 단아한 중산층의 중년

부인이었다. 가끔씩 성인이 자신의

문제로 필자의 상담실을 찾을 때면

사회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상담실을 찾은 부인의 답답함은 자

녀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자녀

는 아예 자신의 얘기 듣기를 거부하

고 부인은 자녀가 하는 행동 모두가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하였으며

자녀와 갈등이 심할 때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하였다.

누구나 자녀에게는 좋은 엄마로, 자

녀 또한 엄마에게 좋은 자녀가 되고

싶어 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경

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부모

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자신의 어린

날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직장

의 일을 핑계로 늘 집을 떠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

각한 엄마의 외로움은 우울감과 무기

력으로 엄마 자신조차 돌보는 것을 힘

들어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이다 보

니 자연스레 엄마의 모든 불평과 힘듦

은 어린 자신의 몫인데다가 오히려 엄

마의 감정을 살피며 어린 동생들까지

보살피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되돌

아 생각해 보니 자신의 어린 날은 어

린이가 누려야 할 개구 짓을 단 한 번

도 해 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눈치

만 살피는 가엾은 어린아이였다고 하

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

지 못한 부인이 자녀에게 요구한 것

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엄마의 눈치

를 살피는 부인 자신의 행동들이었

다. 어린 날에 힘든 아동기를 보낸 부

인은 자신도 모르게 억울함과 분노의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

로 건설적인 방향보다는 파괴적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

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자

신과는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의 자

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

지 못한 채 자신의 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태도와 행동 그대로를 자녀들에

게 폭발을 하며 심하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자란 자녀 역시 엄마에

게 엄마처럼 되돌려주기도 하며, 대

인관계에서는 공격적으로 돌출되어

타인에게 문제 행동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았다. 이처럼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 되면서 만들어진 악순환

(惡循環)의 패턴을 선(善)순환으로

돌리는 일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발달단계를 연구한 피

아제(Piaget)는 아이들이 가깝게 놀

면서도 종종 서로 전혀 무관한 놀이

를 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 상

관없는 자신만의 대화를 하는 것에

주목했다. 의사소통이 온전하지 못한

유아기적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그는 릫집단독백릮이라고 불렀는데 분

화가 덜된 미성숙한 성인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진정으로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

고 싶다면, 릫집단독백릮을 멈추고 말없

는 상담자가 되어보자.

상처를 받은 자녀에게는 목소리 톤

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여 자녀의 행

동 속에 숨은 감정에 주목을 하고, 그

래도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다

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문제를 해

결해 주려는 부모보다는 말없이 들어

주며 공감해 주는 상담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자. 그래서 자신의 부모로

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자신의 자

녀에게는 대물림되어 자녀가 힘들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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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처 프로그램

2. 특수교육대상자 마중물 이용 가능한 교육청 지정

기관

3. 각 과목별 석ㆍ박사 출신의 전문 강사진들로 구

성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상담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심리상담 및 발달검사가 필요한 분은 전문치료상

담기관인 우리 센터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5. 아동청소년 언어/심리/인지/발달 검사 및 치료

상담 문의는 아래 센터로 연락주세요.

기장에는 기장 KT전화국 2층

부경평생교육센터

정관에는 제일프라자 3층(동일1차 맞은편)

정관부경평생교육센터

T.기장점:723-9700

T.정관점:727-9950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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릫챔버홀릮개관 1주년기념챔버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덕숙)에서는 7월 17일 기장군

청 9층 대회의실에서 내빈과 자

원봉사자 150여명을 모시고

릫2018자원봉사 활성화 강연회뢾사

진뢿릮를 개최했다. 상지대학교 김

희국 교수의 릫재난 자원봉사자의

역할릮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은

재난 생존자들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이해하고 심리적 응급처

치(PFA)를 통해 신속한 일상생

활복귀를 돕는 자원봉사자의 역

할에대한 내용으로 참여한 봉사

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

다. 그리고 한국전력 기장지사에

서 자원봉사자를 위한 부채 250

여개를 후원해 참석자에게 시원

함을 더했다.

또한 7월 12일 릫갈맷길 합동 로

드체킹릮봉사는 기장군청에서 신

암어민복지회관에 이르는 구간

의시설물 안내표식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활동으로 안전하고 깨

끗한 갈맷길을 만들었고 7월 19

일 일광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

행된 릫희망재능나눔단릮 행사에

네일아트 봉사로 찾아준 주민들

의 손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센

터관계자는 릲더운 날씨에도 지역

을 위해 봉사한 한전KPS한마음

봉사단, 기장군다문화가족지원

센터(권도희 외 1명), 대한적십

자사봉사회기장군지구협의회(회

장 김은), 하모하모봉사단(회장

김순조) 회원님들과 개인봉사자

에게 감사드린다릳고 말했다.

한편 7월 10일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간호학과의 국제봉사활동

발대식에 참여해 자원봉사 기초

교육과 에코백만들기 활동을 진

행했다. 이날 그동안 봉사자들이

만든 수세미, 신생아모자, 헤어

핀, 에코백, 때타올 등 핸즈온

(Hands-on)물품 700여점을 전달

해 캄보디아 시엠립에 후원했다.

그 외 천연제품(아로마비누, 벌

레퇴치제, 버물리)을 독거 어르

신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후원해

더불어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형

성에 도움을 줬다.

여름방학을 맞아 센터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30일부터

기장군청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자원봉사 썸머스쿨은 자원봉사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통일교

육, MBTI 등 다양한 교육과 부

채, 가습기, 제습제 등을 만들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그리고 8월 4일(토)즐

기자(즐겁고 기분 좋은 자원봉

사)프로그램은 다문화시민성교

육과부채를 만들어 정관지역 저

소득가정에 후원할 예정이며 자

원봉사캠프(고촌캠프, 기장읍캠

프, 해모로캠프)에서도 환경정

화, 리본헤어핀, 에코백만들기

등다양한 활동이 예정돼 있으니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

8월부터 작은 자원봉사센터

인 정관읍캠프(구. 정관읍보건

지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1365

자원봉사포털 및 봉사활동 안

내, 자원봉사 관련 교육, 핸즈

온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

으니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

go.kr)을 통해 제공되며 봉사참

여는 지역을 기장군으로 검색하

여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724-1365,

722-2365.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

스(학장 조상원)는 7월 6일 베

이비부머훈련 CNC가공과정 수

료식을 개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

퇴에 따라 장년층에 특화된 직

업능력개발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4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 베이비부머

훈련 CNC가공과정이 7월 6일

자로 종료됐다.

특히, 교육생 3명은 이번 교

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

으로 수료와 동시에 인근 기업

체에 취업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양용모 희망플러스센터장

은 수료식 축사에서 릲이번 교육

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

는 데 도움되길 바라며 캠퍼스

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릳라고

수료생들을 응원했다.

베이비부머훈련CNC가공수료

한국폴리텍대학동부산캠퍼스

부산굛울산굛경남 최초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문화회관 챔버

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해

릫BNK부산은행과 함께하는 부

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릮을

개최한다.

더욱 화려한 라인업 구성으

로 마련된 이번 챔버페스티벌

은 정통 실내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실내악 축제 특유의 다

채롭고 풍성한 레퍼토리로 클

래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전하

고자 한다.

이번 챔버 페스티벌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자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을 통

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클래식 저변확

대에 힘 쏟고자 한다.

8월 15일(수)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음악을 선사하는 릫아

베끄 스트링 콰르텟릮의 개막공

연을 시작으로 16일(목) 음악감

독 임병원을 주축으로 비올리스

트 최영식이 함께하는 릫부산체

임버오케스트라릮, 17일(금)비올

라의 다양한 음색과 레퍼토리를

선보일 릫올라 비올라릮, 18일(토)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세계

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제이피

조프레가 함께하는 릫서울비르투

오지릮가 맞는다.

또 23일(목)에는 부산시립교

향악단 바이올린 수석 이은옥이

주축이 되어 정통 실내악 문화

를 이끌어 나가는 릫센토챔버소

사이어티릮, 24일(금) 다양한 편

성의 앙상블을 자랑하며 모더니

즘적인 공연으로 최근 이슈가

된 코리아신포니에타의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릫코리아비르투

오지릮, 25일(토) 명문 예일대학

교 음악대학 출신들로 구성되어

국내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릫예일앙상블플레이어스릮, 26일

(일) 음악감독 이일세의 흥미로

운 해설이 함께하는 릫앙상블 코

스모폴리탄릮이 펼쳐진다.

또 27일(월)에는 바이올리니

스트 양성식, 김재원의 바흐 무

대가 기대되는 릫부산신포니에

타릮, 28일(화) 관객들과 함께 음

악의 기쁨과 환희를 공감하며

조화로운 선율을 전달하는 릫프

로이데 스트링 콰르텟릮, 30일

(목) 음악감독 박경희를 중심으

로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며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릫무지카비

바 앙상블릮까지 클래식 애호가

및 평론가들로부터 꾸준한 호평

을 받아 온 국내 유수 앙상블의

수준 높은 라인업으로 클래식

마니아들을 열광시킬 공연을 선

보일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BNK부산은

행의 협찬으로 진행되며 총 11

회에 걸친 공연을 다양하게 관

람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할인 혜

택이 제공된다.

패키지 티켓은 5회 이상 동시

예매 시 50％ 할인 적용 되며 17

년 개관 페스티벌 유료 관람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40％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회관굛

시민회관 정기(유료)회원 40％

할인,클래식저변확대를위해초

굛중굛고굛대학생까지 학생할인

50％가 적용된다. 이외 자세한 할

인 내용은 홈페이지 www.bscc.

or.kr 또는 전화 051)607-600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무더위도날려버린자원봉사활동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용소마을 릫이동형비상소화장치릮설치

기장소방서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우

영)예방안전과는 7월 26일 장안

읍 용소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

전마을 조성을 위한 릫이동형 비

상소화장치릮 설치 행사를 가졌

다. 용소마을은 소방서 원거리

마을로서 주택으로의 진입로가

좁아 골든타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 인구가

많아 초기 화재진압의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기장소방서에서는 용소마을

취약지역 안전대책 중 하나로

한국수력원자력(주)(본부장 노

기경)에서 매년 지원하는 주민

복지사업으로 통학 소방차 진입

이 어려운 취약 자연마을에 대

한 릫이동형 비상소화장치릮를 설

치했다.

이날 행사는 용소마을 입구와

경로당 현장에 서정호 재난대응

과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의

용소방대원, 한국수력원자력 최

병군 지역협력팀장, 이동식 엔

진 소방펌프를 만든 태일엔지니

어링 관계자와 마을주민 등 7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모

방호계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사 진행은 △이동용비상소

화장치 시연 및 합동훈련 △소

화기 화재진화 CPR 시범 △감

지기 사용법 교육 △명예소방관

위촉. 기초소방시설 보급 △기

초소방시설 사용 화재피해저감

사례자 소화기 증정식 △릫화재

없는 안전마을릮현판 게시 등으

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용소마

을 김치근 이장에게 소화기 증

정식을 가졌다. 김 이장은 올 1

월10일 자신의 주택 가스렌지

위의 음식물이 과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장소방서에서 설치

해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

돼 화재를 인지, 소화기를 이용

해 초기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기장소방서에서는 기초소방시

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용소마을 주민들에게 주택용기

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했다.

■일반/창업반, 학생반모집

조리사자격증취득전문학원, 최적의합격지원시스템운영

생활요리과정

(밑반찬)

초굛중굛고급과정

- 한끼 든든건강한 집밥

- 일상에서 활용할수 있

는 다양한 국굛찌개굛

반찬특강

오전반(화.목)

10:00~12:00
＊특전:

- 단기 무료특강

(재료비 별도)

- 연령 제한 없음

오후반(화.목)

13:30~15:30

취업굛창업요리

(브런치반)

- 창업비법요리

- 정확한 레시피, 소스

- 다양한 브런치메뉴

오전반(월.수)

09:30~12:00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절차

지원

- 취업을 위한

교육

오후반(월.수)

14:00~16:30

유아요리

(소자본창업반)

- 유아 이유식특강

- 어린이 반찬특강

- 어린이 간식

오전반(월.수)

10:30~12:30
- 반찬가게 창업

지원

- 유아식메뉴

창업지원

오후반(월.수)

14:00~16:30

1굛한식굛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 - 산업기사

조리기능사자격증 취득반

단기간 자격증 90％ 합격 확신

자격증대비과정 수시개강(속성반)

2굛학생모집

(중굛고굛대학생)

＊중굛고굛대학생- 조리진학 입시전략반모집

(여름방학특가)

한식굛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 자격증반 운영

(오전, 오후)

국비무료(지원)요리훈련생모집

취업굛창업유망직종

주말반 : 8월 18, 19, 24, 25, 26일

9월 29, 30일

주중반 : 8월 20, 21, 22, 23, 24일

9월 17, 18, 19, 20, 21일

퀴즈유료광고
유료광고 퀴즈협찬광고

부산광역시기장군금고지정신청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금고약정기간이 2018.12.31.자로 만료
됨에 따라,룗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
칙룘에 의거 차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
융기관을지정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지정방법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
된기한까지서면으로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군수가최종결정

2. 약정기간 : 4년 (2019.1.1. ~ 2022.12.31.)
3. 금고의수 :단일금고
4. 금고 취급회계 : 총 18개 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10개,
기금 7개)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

5.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의해인가받은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2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굛새마을금고굛신용
협동조합

6. 신청안내및제안서접수
가. 금고지정설명회개최
⑴일 시 : 2018. 8. 7.(화) 14:00
⑵ 장 소 :기장군청 3층브리핑룸
나. 관련서류열람
⑴기 간 : 2018. 8. 7. ~ 8. 22.
⑵ 장 소 :기장군청자주재정과
다. 신청제안서접수
⑴일 시 : 2018. 8. 21.(화) 09:00 ~ 8. 22.(수) 18:00
⑵ 장 소 :기장군청자주재정과
⑶부 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⑷방 법 :방문접수
⑸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

에서지정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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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입김에흔들리는갈대

형벌로기록될남루함은다지나고

온전히시간을말리고있다

안이투명하기로는가을하늘의수면이다

휘어질수있다는게

어떠함인지온몸으로보여준다

학의날개짓같은춤사위

바람이거셀수록

대처하는유연함은한경지를이룬다

돌아갈곳도마련해놓지않고

두갈래세갈래로내쳐달렸던나

암흑속에서혼불을찾아

밤새워갈아엎었던고뇌의산물들

이제그미망의그물을찢고나와

세상속의갈대가된나

햇살도환하고강의물살도부드럽다

물살의나이테만큼깊어져있는사유

보이는것에도보이지않는것에도

휘어지는영혼이다

모퉁이를돌아사라지기만하던

시간의뒷모습에절로끄덕인다

모든길은집으로나있다는것

지상의대문하나즐거이있다는것

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모든길은집으로나있다

4년간무료짜장면봉사

릫짜봉릮김영철대표

릲릫짜봉릮이 뭐예요?릳 릲짜봉은 릫짜장면

봉사릮를 줄인 이름인데요 성우학교

학생이 짜장면 봉사를 하는 곳이라해

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이름이 되었네요(웃음)릳 짜봉 김

영철(51)대표는 20년간 부산시내에서

짜장면 집을 운영, 2014년 기장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짜장면 무료나눔

을 실천해오고 있다. 지금의 장소(장

안읍 해맞이로 17)로 옮긴 것은 1년

전, 그는 여전히 한 달에 한번 장안읍

성우학교 학생과 교직원 50여명에게

짜장면을 봉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3

월부터는 매달 10만원을 장안읍에 저

소득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지정기탁

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부인 정미숙(51)씨의 내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활동이다.

김 대표는 릲가게에 궂은일을 도맡

아 하는 아내와 무탈하게 자신의 길

을 잘 가고 있는 아이들이 늘 힘이 되

어 주어 고맙다릳고 말하고 릲장안읍 박

봉수 읍장님 외 직원들, 좌천마을 박

정인 이장님, 박태현 발전위원장님,

고리원전 이주현 팀장님, 고리직원

송윤숙, 우재신 씨 등 많은 분들의 격

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

다릳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짜봉은

흑미쌀을 재료로 면을 뽑아 짜장과

짬봉을 만들어 식감과 영양이 뛰어나

다. 메밀막국수도 추전메뉴이다. 예

약은 727-1236.

기장역사와문화연구에원천자료될것

기장문화원(원장 송영우)은 릫기장

고지도 화집릮을 발간했다. 이 화집은

조선전도굛도별도/세계전도, 군현지도,

대축척 조선전도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기장읍지 정조 병오

(1786)식년 본과 국역본이 실려 있고

릫고지도를 통해 본 기장릮에는 이종봉

교수, 황구 소장, 양흥숙 교수의 논문

이 실려 있다.

부산대학교 사학과 이종봉 교수는

릲지도는 제한된 공간 내에 다양한 정

보를 함축하고 있다. 지도를 접하는

사람마다 정보의 인식 정도를 달리한

다. 그런 측면에서 소위 고지도는 중

요하다. 고지도 내에는 그려진 이미지

와 지명,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고지도는 하

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지리학, 역사

학, 지역학, 회화사 등의 다양한 분야

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

다. 이번에 기장문화원에서는 기장현

과 기장군의 고지도만으로 릫기장 고지

도릮를 발간한 것은 기장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기장 고지도는 18-19세기

의 기장현굛군 지도와 세계지도와 우리

나라 전도 중에서 기장현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우리나라

의 군현지도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함께 18-19세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릫기장 고지도릮는

18-19세기 기장현굛군의 호구굛토지결수

굛군병총수굛면리굛산천굛봉수굛토산굛사찰

굛봉산굛도로 등을 비롯한 여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18-19

세기 기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 아주 중요하다릳고 밝혔다.

기장문화원 송영우 원장은 릲최근 환

경 문제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따라 마멸되고 멸실 되는

옛것을 온전히 지키고 전승한다는 것

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겠기에

저희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문화창달

과 역사문화의 전통보존의 목적으로 2

년 전부터 릫기장 고지도릮 발간을 준비

했다. 한 지역의 역사굛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겠지

만, 지역의 시대별 마을 지명과 문화

지명 및 당시 인구 등 역사 변천현황

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시

대별 고지도이다. 이에 부산대학교 한

국민족문화연구소에 이 책에 대한 용

역을 의뢰해 발간함으로서 기장군민

들은 물론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도 그 내용을 알려 기장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를 이

해하는 데 원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이 책은 한수원(주)고리원자력본

부(본부장 노기경)의 도움으로 만들

어졌으며 특히 본 연구과제의 책임자

이면서 논문을 게재한 부산대학교 이

종봉 교수님과 양흥숙 교수님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린다. 릫구슬이 서 말이 라

도 꿰어야 보배릮라는 속담이 있듯이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 논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황구 소장님께도 감

사한 마음을 전한다릳고 밝혔다.

기장문화원 724-2224

퀴즈협찬광고

기장문화원, 릫기장고지도화집릮발간

V;onD 릫TransMediaGroup릮

8월 3일(금)부터 31일(금)갤러리 GL

융복합 장르와 탈 프레임을 추구

하는 콜라보 형태의 디지털화된 미

디어 아트 그룹인 릫비온드 트랜스미

디어 그룹(대표 임상국, V;onD

TransMedia Group)릮이 갤러리 GL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67, 전화

207-0029)에서 Beyond Dimension

2018 릲공간의 재해석릳 전을 연다.

8월 3일(금)부터 31일(금)까지 열

리며 오픈이벤트는 3일 오후 5시. 참

여 한국작가는 김치용(초대작가), 김

영일, 김창언, 노주련, 박은석, 임상

국, 송승열, 정병규, 황현일, 허창용,

남선주 등이며 중국작가로는 이대

림, 박연, 조천천 등이다.

이들은 미디어파사드, 프로젝션

맵핑, 디지털 사진, 디지털 영상, 설

치, 행위 등 30~40대의 분야별 대학교

수, 작가, 미디어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 21세기 변화의 시대, 부산 미디

어 아트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기회

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송승열과

황현일 작가(부경대 신문방송학 박

사과정)는 부산 기장군청에서 신문굛

영상을 담당하면서도 미디어 아트작

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

다. 문의는 임상국 010-4585-7680.

유료광고 유료광고

수강생수시모집

선착순모집합니다

개강: 8월 6일(예정)

합격률 95％이상

(주굛야간 보호)

소망어르신행복학교

문의: 051) 944-4022

신체활동지원/기능회복훈련/치매관리/인지기능회복훈련

병원동행/야외활동/중식제공/석식무료제공/미용서비스

지원서비스

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 내일 배움 카드제 (실업자/재직자)국비지원 ◈

실업자
국비지원
(무료)

★한식조리기능사취득
(이론, 실기)★

·수강료의 100％~50％
국비지원

·훈련수당28만원,수당굛
식비지급(식비는1일5
시간이상훈련과정일
때)

·실업자 누구나지원가
능(단,60세 이상이하)

★한식굛양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이론.실기)

★한식조리기능사＆
반찬조리실무★

★중식조리기능사취득
- 실기반★

★일식조리기능사취득
- 실기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

한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
- 월, 수, 목

·저녁반
·훈련비 60％국비지원
·수업시간6시40분~
9시20분

양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
- 월~목

일반과정
조리기능사반굛생활요리반,
창업요리반굛조리산업기사굛
조리기능사반

수시모집
학생반과정
(고교특별전
형조리사반)

·중굛고교생대학진학반
·조리대회반
(학기제도, 책임반과정)

기장(정관)요리학원
http:// gijangyory.com

정관 신도시 모전리위치

상담전화 ☞ 727~8831~2

유료광고유료광고

Beyond Dimension 2018

릲공간의재해석릳전

작품판매전액불우이웃돕기쾌척

설송이임두선생전시회가져

초등학교때부터 서예를 시작한 설

송(雪松)이임두(88)선생이 문인화를

접한 것은 80세에 이르러서다. 이 선

생은 그동안 갈고 닦은 서화 80여점과

서예작품 등 94점을 7월 14일부터 16

일까지 일광면 이천리 강송정 충효공

원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첫날 전시회가 시작되면서 70여점

이 판매되고 둘 째 날에는 나머지 작

품이 모두 판매되는 예기치 못한 상

황에 약속했던 16일은 전시를 못할 정

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틀간 500여명

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 선생은 7월 17일 기장군수실을

찾아 작품 판매 전액인 380만원과 협

찬으로 들어온 303만5천원을 모두 불

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장군에

기탁했다.

전시회의 준비 비용과 손님 식사대

접 등 모든 비용을 이 선생 개인 사비

로 충당했다.

나눔회 김두호 회장은 릲80세가 넘어

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작품 활

동에 전념한 이임두 선생은 많은 이

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릳고 말했다.

김을필

·약력:문예한국등단

기장문인협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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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수요일)제270호

릲수묵화와서예는자신을돌아보게하는행위릳

서예가강재장충호,묵향의진수를담아

정관읍병산골 릫카페갤러리강재공간릮

정관읍 병산마을은 정관신도시와

인접해 있지만 전원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병산의 아름다움은 본보

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

다. 지난 달 본보 269호 여가굛관광에는

병산골의 쉼터를 중심으로 소개된 바

있다. 그중 릫자율카페＆갤러리 강재공

간(정관읍 병산1길 4)릮을 짧게 소개한

글이 있다.

이곳은 강재 장충호(59) 작가의 작

업공간이자 2층은 누구나 작품을 전

시할 수 있는 갤러리로 꾸며진 나눔의

공간이다. 1층에서는 커피 외에도 다

양한 음료와 차를 마실 수 있다.

강재공간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은 아니다. 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어 찾아드는 곳은 더구나 아니

다. 이곳을 찾으려면 전화를 통해 안

내를 받던지 약도를 유심히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비게이션도 이

곳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못하는 것을

필자가 경험했다.

그만치 강재공간은 숨어있는 공간

인데 막상 입구에 서면 기분은 달라진

다. 조용하게 들어와 차를 마시며 책

한 권 읽고 가고 싶은 곳임을 느끼게

된다. 장 작가의 작품 감상은 시간을

잊게 한다.

장 작가는 40년이 넘게 서예와 전

각, 민화, 사군자 등에 전념해 온 작가

로 김해를 중심으로 경상권 일원에서

는 알려진 작가다. 개인전 5회와 단체

전 100여회 이상으로 지금도 후배 양

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 외진 시골에서 산과 들로 다니며

자연을 눈에 담았고 손으로 묘사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교사로부터 서예

공부를 권유받고 수묵화도 접했다. 학

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 상도 많이 받

았다.

그는 중굛고등학생 때 전라도 광주

로 이른바 릫미술 유학릮을 갔다. 그곳에

서 수묵 장인 이종덕 선생의 제자로

지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열에 관심

을 가졌다. 문인화, 서예, 서각, 전각

등을 섭렵했다. 모두 전국 각지의 대

가들을 찾아다니며 배웠다.

장 작가는 20대 초반인 30여 년 전에

김해에 강재서화실을 열면서 자리를

잡았다. 김해도서관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십 수 년 간 강사를 맡고 있다.

릲부끄럽지만, 지인들은 저를 두고 김해

에 수묵화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라

고들 합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뒤

로 수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김해에서

작가와 강사로 활동 한 점을 높이 사

주는 것 같습니다. 제게 수묵화와 서

예는 저를 돌아보고 점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수묵화는 자기수양의 장

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릳

김해에서 왕성한 활동과 함께 그는

9년 전 이곳 병산에 갤러리 카페와 작

업실을 조성했고 대중과 함께, 일상생

활 속에 녹아든 예술을 꿈꾸고 있다.

그는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가

들에게 무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

다. 또 자신이 만든 그 공간을 전시,

숙박, 차를 마실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강재 장충호 010-8725-3389/경남미술

대전 초대작가, 한국미협 회원, 경남

서단, 김해미협 회원, 국서련, 금벌미

술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

나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다. 어디

로 갈지, 무엇을 볼지, 언제까지 할

지 모른다. 잘 짜여진 계획이 없으니

계획이 틀어질 일도, 잘 못될 일도

없다. 그냥 바람 부는 데로 그대로

그렇게 그대를 따라 간다. 넌 왜 여

행을 하니? 왜, 사서 고생하니? 나,

그 이유를 알려고 여행을 한다. 여행

하는 이유를 언제쯤 알까? 언제나

참 나를 알까? 곧 알게 되겠지. ^^♡

명심보감에 릫한 가지 일을 경험하면

한 가지 지혜가 자란다릮 했으니까.

그래서 나 여행을 나왔다. 다릴 앙

카가 짓고 류시화가 옮긴 책 뢾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뢿 처럼 나 더 가슴

뛰는 삶을 살러. 아직 마음 젊은 나

는 배낭여행을 선호한다. 로버트 프

로스트의 뢾가지 않은 길뢿에 릲숲 속에

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

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릳

그렇게 새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나 길을 가고 있다.

6월 24일 밤, 서울에 사는 내 이쁜

딸 채림이가 인천 공항에 바래다 준

다. 우리 아빠 뽀뽀 잘 다녀와요. 25

일 02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비행

기를 타며 내 세계일주 여행이 시작

되었다. 이제 떠나온 지 거의 한달,

이렇게 세계일주 여행스케치 글을

두 번째 쓰고 있다. 앞으로 몇 십번

더 쓰려나? 사랑으로 매일 그림을

그린다. 당근 미술 유학을 왔으니까.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러시

아 7개 마을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

10일간 6번의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서 일어난 그 많은 사연들, 그 많은

이야기를 어찌 이 작은 종이에 담을

수 있을까?

제일 가까운 유럽-블라디보스톡,

놀이동산 건물처럼 아기자기한 너랑

은 러시아 첫 만남으로 조금 어색도

했었지. 시베리아의 파리-이르쿠츠

크, 우연히 만난 젊은 피아니스트,

네 연주를 듣고 나 널 그리며 순간

느꼈어. 릫나 예술을 해야지, 나 이제

예술만 해야지릮하고. 아무르 강변에

서 내 눈시울 뜨거웠지. 새로운 시베

리아의 도시-노보시비르스크, 멋진

행사 너, Happy Color Festival 참

좋더라. 우리 기장도 이런 싱싱한 젊

은 축제 했으면 좋겠어. 러시아의 뜨

거운 심장-모스코바,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만난 붉은 광장과 아름

다운 바실리. 그동안 그렇게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네.

배낭여행하며 내가 주로 사용하는

숙소는 하루밤 만원 이만원 정도 공

동 도미토리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

겠지만 숙소 간판이 없거나 있어도

정말 작다. 숙소 근처까지 갔어도 매

번 헤맨다. 그러나 매번 내 수호천

사, 쨘~하고 나타나 다 해결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행복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여정

이라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하는

행복. 오늘도 나, 내 이쁜 수호천사

손잡고 행복 찾아 갈거야. 너도 같이

갈까? 사랑하는 내 지구별 친구야.

가종순 작가

(주굛야간보호)
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 2년이상거주최대5만원지원

퀴즈협찬광고

(A)효사랑기장군최초 7년연속
최우수기관선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평가)
뢾보건복지부신고기준뢿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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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지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복지시설

효사랑은항상준비된모습으로

어르신과보호자님을기다리고있습니다.

☆ 365일 모두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1등급~5등급)받으신어르신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노인돌봄,복지용구

직접방문하여확인후(부모님이계실곳)결정하세요.

○재활운동(물리치료사상근)

○최고의시설

○최대의평수(360평)

○ 신체기능회복

○정서지원

○영양사식단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치매전문프로그램관리자

장충호작가가자신의작품이전시돼있는갤러리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아래사진은카페갤러리강재공간의전경.

가종순작가 돜

러시아, 나 너만나참반가와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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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조울증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

48세의 남자 A씨는 평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경영이 어려워 의기소침하거

나 다소 우울해 보이기까지 하였습

니다. 1주일 전부터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연

락을 하지 않던 친구에게 늦은 밤에

연락하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팔고

있는 그림액자 십여 개를 한 번에

사서 집에 오기도 하고 필요 없는

아파트를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려고 해서 부인이 사

정사정해서 무마되기도 하였습니

다. 조증은 사고과정에 비약이 많고

연상이 빠릅니다. 목소리가 높거나

낮거나 자주 변하며 강조하려는 악

센트가 높아집니다. 조울증은 조증

과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교대로 나

타나는 만성 정신장애입니다.

조증 상태일 때는 기분이 좋아져

서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즐겁게 됩니다. 조증이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기양양해지고 기고

만장 흥분상태가 되어 매사에 정신

운동적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런 증상이 1주일이상 매일 거의 하

루 종일 일어날 때 조증으로 봅니

다. 말을 많이 하고 사고의 비약, 주

의 산만함, 활동의 증가, 돈을 많이

쓰거나 하는 등의 고통스러운 결과

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과

도하게 몰입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하고 흥미가 감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여 잠을 잘 못자고 식욕이 감

소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

울증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기도 하며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생겨 정신건

강의학과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 조

증 증상이 발현되어 조울증으로 진

단되기도 합니다. 조증상태가 약한

경조증 상태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

고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

니다. 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서 양극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라

고 합니다. 조증의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경조증이라고 하

며 경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

나게 되면 2형 양극성장애라고 진단

내리고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

타나게 되면 1형 양극성장애라고 진

단내립니다.

조울증 환자에서 조증과 우울증

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사회적 직업

적 활동이 어렵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반

복되어 기분증상이 재발하기도 합

니다. 치료로는 약물치료가 대표적

이며 리튬, 발프로익애시드, 카바마

제핀, 라모트리진 등이 있으며 조울

증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

려져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

적 직업적 손실의 감소, 감정흐름을

자각 할 수 있게 되어 내 자신을 돌

아보게 합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줄이고 스트

레스를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조울증

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

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

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

고 일정한 수면시간을 유지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기분이 편안한지

안한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규

칙적으로 일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

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도

움이 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술로 달래기 시작하다 보면 이차적

으로 알코올 의존증이 올 수 있습니

다. 가족에게도 질병으로 받는 고통

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 기분을

평가하기 쉽지 않으므로 주변 특히

가족 등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윤성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화 724-2345 석천탕 5층

여름바다에서열정과자유그리고낭만과정을만

끽할 수 있는 ○○○○○축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

지일광해수욕장에서개최된다.갯마을과해녀를주

제로 한 본 축제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해 도

시민들에게생동감있는체험기회를제공해왔다.

뢾20면 기사참고뢿

문 제

《참여방법》

엽서에 (이름,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새우편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적어서우편으로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

상품권을보내드리며당첨자는다음호 릫기장사람

들릮에게재됩니다. 8월 16일 도착분까지유효.

※ 269호 퀴즈굛숨은그림 당첨자 상품권은 8월 25일

까지등기발송됩니다.

《문의》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709-4071~4

《주소》(4607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릫기장사람들릮 269호퀴즈굛숨은그림응모당첨자┃

뢾지난호숨은그림찾기정답뢿

뢾지난호기장퀴즈정답뢿

윗골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시안 이희원(정관읍 정관5로)윤월(기장

읍 기장대로)박서현(정관읍 정관4로)최무근

(철마면 고촌로)박정현(정관읍 정관2로)

○ 기장 더 밝은 안과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8명 등기발송)

▷ 문주현(정관읍 정관2로)김정순(기장읍 대

청로) 이승현(기장읍 차성로) 김현지(기장읍

기장대로) 이승재(정관읍 정관로) 박태훈(기

장읍 차성로404번길) 이은지(기장읍 대청로)

강도연(정관읍 정관4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영주(정관읍 모전1길)안병은(정관읍 산

단2로)김태령(정관읍 정관로)김한나 박인자

(정관읍 구연방곡로)조명희(일광면 삼덕길)

○ 기장 효사랑데이케어 협찬 문화상품권(2만

원상당, 8명 등기발송)

▷ 강주원 김동혁(기장읍 차성로) 김상금(일

광면 대리길)이진규 유미경(정관읍 정관5로)

박선영(정관읍 정관덕산2길) 하태웅(정관읍

정관2로)제승훈(정관읍 정관4로)

2018년 8월 1일(수요일) 제270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늘 힘들었던 기장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생긴다

니 더욱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알찬 정보와 맛집 소식 역시 관심 있

게 읽고 있습니다.

제승훈(정관읍 정관4로)

정관읍으로 이사 온 지 9년이 넘었는데 날로 발전하는 기장군이 자랑

스럽습니다. 어린이 꿈나무 영어캠프 소식도 반갑네요. 기장사람들 역

시 날로 발전하길 기도드립니다.

유미경(정관읍 정관5로)

우리 관내 두 곳의 해수욕장이 개장되었다니 올해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겼으면 합니다.

조명희(일광면 삼덕길)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더욱 알찬 소식을 위해 수

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보 편집 팀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규(정관읍 정관5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내아이의놀이시간 vs 공부시간

이주연

마마베베문화센터장

특별기고

릲아이는 놀면서 배운다.릳 누구나 공

감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

을 앞두었거나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

는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매일 놀

게 해도 되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

니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가 반드

시 필요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즐겁고

흥미로워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로인

해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학

교에서도 교육개혁을 통해 책상에 오

랜 시간 앉아서 버티고 외우는 공부에

서 벗어나 실제로 경험하고 스스로 찾

아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활동을 통

해 아이들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가 되

는 학습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학

습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을까

요?

릲Play is our brain릫s favourite way

of learning.(놀이는 뇌가 가장 좋아

하는 학습방법이다.)릳 즐거움을 느끼

는 과정에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

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발적 본능욕

구인 놀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체

가 되는 훌륭한 학습방법이 될 수 있

습니다.

지난 학기, 마마베베문화센터의 릫액

션보드게임릮 강좌에서 3주 동안 릫나의

몸릮이라는 주제로 인체에 대한 주제활

동 시간이 이루어 졌습니다. 학교 교

과과정 5학년 2학기에 나오는 수준의

학습요소를 6~9세 친구들과 함께 인체

퍼즐과 모형을 이용해 신체활동이 접

목된 게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분

히 게임을 경험한 후, 마지막 시간에

브레인맵을 통해 친구들이 습득한 정

보들을 조합하고 정리하여 인체 각 기

관의 역할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었

습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한 주제도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학

습할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의 놀이시간과 학습시간은

경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릫한글을

익히기 위해 글자 보물찾기 게임을 합

니다.릮 릫연산을 배우는 아이에게 아이

가 좋아하는 블록으로 놀이하듯 문제

를 풀도록 합니다.릮 릫책을 읽고 독서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때 아이는 방

구패드에 앉거나 콜벨을 누르며 정답

기회를 얻습니다.릮 릫구구단게임을 통

해 놀면서 구구단을 외웁니다.릮 릫밥에

피는 곰팡이에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하는 실험을 통해 과학실험놀이를 합

니다.릮 이는 제가 아이에게 직접 하고

있는 놀이학습 방법입니다. 따로 학습

지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습능력

이 좋은 편이며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

합니다. 놀이학습의 경험이 많은 아이

들은 공부를 재미있어하고 성장하면

서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

법을 찾고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것이야 말로 진정한 릫자기주도 학습릮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이학습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부

모님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가 주체가 된 놀이학습에 부모님께

서는 참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놀이

할 때의 행동과 대화는 아이가 시작하

고 주도해야 합니다.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학습 요소를 살짝만 첨가하셔

서 함께 알아가는 자세를 유지해주셔

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셔야 합

니다.

릫사라수변공원릮의옛발자취

독자투고

이창열

사라마을이장

사라수변공원 저수지는 1950년 전쟁

전, 해방 전부터 기장읍내 수십만평의

농사에 물을 공급해오던 주요 생명젖

줄로서 물을 담수하여 공급하던 저수

지였다. 윗수로, 아래수로로 현재까지

도 그 곳은 잘 보존이 되어있다.

저수지 주변 배경에는 위로는 산성

선황대와 좌측 릫안골띠릮계곡과 릫남내

기새집꼴릮계곡 골짜기로 두 골짜기의

물이 합수하므로 항상 계곡물의 상태

는 1~2급수 수준의 전혀 오염되지 않

은 물로써 아직도 1~2급수에만 서식하

는 민물가재, 버들피리 같은 고기가

눈에 띈다.

196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을

청년들이 소를 저수지 좌측에 위치한

릫범우갓릮 산에 방목해 놓고, 몇몇 머슴

살이 하던 총각들은 땔감나무를 하기

전 지개로 얼음 썰매를 타던 추억도

생생한 곳이다.

1960년쯤에는 땔감도 부족한 시절이

었다. 사라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노라

면 그당시 인근 죽성마을과 바닷가 청

년들이 사라저수지 위로 땔감나무 짐

을 지고 먼 길을 릴레이 하듯이 땔감

을 나르는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은 본인이 사라마을 이장 임기

를 시작하던 때와 사라수변공원 개장

이 함께 이루어져 감회가 새롭게 느껴

지곤 한다. 저는 기장사라마을에서 태

어나 기장초 50회로 졸업을 했다. 저

가 태어나서 어릴적 추억이 서린 저수

지에 릫사라수변공원릮이란 고마운 웰빙

체육공원이 생기게 되어 항상 마을 업

무를 보면서도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

고 있다. 좋은 쉼터와 수변공원을 이

용하는 주민들은 준수사항을 잘 지켜

보전해야겠다.

호국보훈의달을맞아
독자투고

얼마 전 기장군 실내체육관에서 나

라사랑다짐대회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가 열려 현장에 다녀왔다. 대한민국상

이군경회 기장군지회에서 개최한 행

사였는데 6.25를 맞이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특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한

애국선열과 참전용사 분들의 뜻도 기

리는 행사였다.

참전용사 분들과 그 유족 분들이 참

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배우는

바가 컸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

절에 남구 대연동에 있는 유엔군 평화

기념공원에 갔던 적이 있었다. 유엔묘

지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참배를 했었

다. 국화를 사서 헌화한 초등학교 다

니는 두 딸은 릲아빠, 여기에는 어떤 아

저씨들이 있는 거야?릳라고 묻길래

릲응. 그건 말이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귀한 분들이 누워계셔릳라고 했

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7살짜리 딸내미의 질문에 답

을 하면서 마음이 숙연해졌다. 추모를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많은 참

배객들이 발길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6굛25전쟁 참전

터키군 노병 50여명이 한국을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 TV를 보니 참전용

사들은 대조영함에서 해군 군악대가

특별히 연주한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

오자 반세기 전의 기억이 새삼 떠오르

는 듯 추억에 빠져드는 모습이었다.

그분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는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과 감사한 깊이 새겨야 한

다. 참전용사와 호국보훈 가족께 감사

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성열봉(기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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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갯마을축제맨손고기잡이체험. ②갯마을가요제③전국어린이동요대회

갯마을축제가 열리는 낭만 해변

일광해수욕장

젊음의 음악 축제로 핫(Hot)한

임랑해수욕장

1

32

해마다 7월말에서 8월초 여름휴가 절정기

열리는 기장갯마을축제는 어느덧 22회째를 맞

이한다. 갯마을, 해녀를 주제로 지역의 문화콘

텐츠를 활용해 도시민들에게 생동감 있는 체

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려 지역주민

과 여름휴가를 맞아 찾아온 관광객이 한데 어

우러져 즐길 수 있어 여름바다에서 열정과 자

유 그리고 낭만과 정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 첫날인 8월 1일(수)에는 초대가수 지원

이의 축하공연과 릫마지막 해녀릮 공연 및 신영

균 고은아 황정순 이낙훈이 주연한 영화 릫갯마

을릮(김수용 감독굛1965년) 상영이 이어진다. 이

는 난계 오영수 선생이 일광의 학리를 무대로

쓴 명작 단편소설 릫갯마을릮이 이 축제의 중요

한 계기이자 소중한 문화자산임을 되새기는

순서이기도 하다.

둘째 날인 2일(목)에는 축제의 본격적인 시

작을 알리는 개막식, 성황제, 길놀이퍼레이드

와 함께 릫제3회 기장갯마을 가요제(KNN녹

화)릮가 열린다. 기장군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가요제는 기장군민들의 끼와 열정을 볼 수 있

으며 노래를 통해 단합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초청가수 김용임,

박구윤, 진시몬 등의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3일(금)에는 함께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줄 릫일광 별밤 나이트릮가 열린

다. 기장군 홍보대사 한혜진, 초대가수 신지,

나상도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이번 축제 부대행사로 맨손고기잡이, 조개

잡이 체험을 축제기간(3일) 동안 매일 진행하

고 기장역사문화체험관 운영, 다도체험 및 도

자기 만들기 체험, 네일아트, 타투 등의 체험

부스가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일광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강송정 공

원 일원에서 갯마을축제의 모티브가 된 전국

문학인 초청 오영수 문학제가 개최되며 전국

문학인의 시화전과 시낭송회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한여름 일광해변의 밤을 아름다운 낭

만으로 물들게 해 줄 제16회 일광낭만가요제

는 8월 4일에서 5일 양일간 개최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제22회 기장갯마을

축제와 제16회 일광낭만가요제는 남녀노소,

세대를 아울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

한 체험행사로 시원하고 활기 넘치는 바다를

경험 수 있고 동해남부선 개통으로 늘어나는

기장군 방문 관광객의 관내체류를 유도해 지

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릳이라고 전

했다.

푸른 바다를 마주하고 민박집들이 늘어서

있어 대학이나 기업 등의 단골 MT장소로 유명

한 임랑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의 두 자를 따서 릫임랑(林

浪)릮이라 불리는 만큼 달빛에 비치는 풍광이

뛰어나다.

주변에 유흥가가 없어 가족단위로 건전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 해

수욕장과 연결된 임랑강에서 민물낚시와 바다

낚시도 즐길 수 있어 낚시꾼들도 즐겨 찾는다.

올해 임랑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는 8월 18

일부터 19일까지 2018 기장임랑 썸머뮤직페스

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국어린이동

요대회, 해변대학가요제 등의 수준 높은 노래

경연과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8월 18일 토요일에는 릫CJ헬로비전 전국 어린

이동요대회릮가 열리는데 동요를 매개체로 가

족이 하나가 되어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행사

이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예심을 거친 초등학생(독창10명, 합창 10

팀)들이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8월 19일 일요일에는 릫부산MBC 해변대학가

요제릮가 1977년 시작하여 2014년 폐지된 대학가

요제의 명맥을 이어가는 명실상부 임랑해수욕

장의 대표축제로서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으

로 올해 10여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열정과 패

기로 젊음을 발산하는 파워풀한 무대가 펼쳐

지며 기성세대엔 아련한 옛 추억을 소환하는

세대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해변 대학가요제는 가수 배기성(캔 멤

버)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라드의 디바 릫거미릮

와 힙합의 정석 릫다이나믹 듀오릮, 고등래퍼2출

연 릫빈첸릮과 우승자 릫김하온릮의 축하공연이 준

비되어 있어 여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한 한

여름밤의 축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