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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호

(창간 1995년 9월 25일)

2018년 11월 365일 민원을잠재우지않는

릫 릮
기장군수실 709-4002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가열릴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전경.

국내 첫 대회… 12월 2일까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야구 관련 콘텐츠 총망라 신개념 스포츠 엑스포

야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모

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구축

제인 2018 기장국제야구대축제

가 11월 19일 개막해 12월 2일까

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펼쳐진다.

야구대축제는 메인 프로그램

인 기장국제야구대회와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기장국제

야구대회는 엘리트야구인들과

사회인야구인들이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첫 대회다.

기장국제야구대회에는 리틀굛

초굛중굛고 각 부별 24개팀, 대학

교 12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며

엘리트 각 팀들이 전지훈련을

겸해 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팀

당 최소 5경기를 보장하는 조별

리그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아

울러 지역업체와의 협약을 통

해 선수단의 숙박, 식당 등에 있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권 각국의 등급별 팀들

도 참가 의사를 밝혀 국제대회

명칭에 맞는 명실상부한 대회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엘

리트 선수들이 단순히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 야구

선수들을 만나 꿈을 키울 수 있

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단순한 야구대회가 아닌 진

정한 야구 축제를 지향하는 기

장국제야구대축제는 다채롭고

유익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

했다. MLB로드쇼와 야구장 콘

서트, 야구용품 박람회, 프로 야

구선수들과 함께 하는 팬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로 구성돼 있다.

또 축제 기간 중에 인기 가수

들이 출연하는 야구장 콘서트

가 진행돼 야구를 즐기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기장굛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문

화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

지며 단순히 야구대회가 아닌

야구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즐

기게 된다.

이번 축제가 프로야구 시즌

이 종료된 이후에 개최되는 만

큼 프로선수들이 야구클리닉,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 등에

참여해 팬들과 함께 소통할 예

정이다.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집약된 축제 형식으

로 진행될 기장국제야구대축제

는 국내에서 한번도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축제로 국

내 야구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

다. 자세한 행사 문의는 전화

635-2555로 하면 된다.

기장국제야구대축제 19일화려한개막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성과 부문

기장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중 2위

기장군이 (사)한국공공자치

연구원에 실시한 2018년 제23회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성과

부문에서 전국 226개 기초 지자

체중 2위를 차지했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

년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

상으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의

공식 통계자료 등으로부터 5만4

천여 개의 기초 데이터를 추출

해 인구, 재정, 산업, 주민생활,

복지 등 총 94개 지표의 데이터

를 바탕으로 경영자원, 경영활

동, 경영성과 세 부문과 이를 합

한 종합경쟁력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기장군은 경

영성과부문에서 경쟁력 233.02

점으로 대구 달성군(238.6점) 다

음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인구 활력면에서 생산가

능인구 비율, 14세 미만 인구 비

율, 20~39세 여성인구 비율, 인

구 성장률, 출생률, 혼인율 등의

항목에서 타 자치단체 보다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은 대한민국 교육1번

지 기장 조성을 위한 380 프로

젝트 등 다양한 교육과 복지시

책을 추진하고 미래 먹거리 산

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

반산업단지 조성과 수출용 신

형연구로 등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는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과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점

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

을 수 있었던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에 대하여

기장군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8만 정관신도시 인근

산단, 공단지역의 악취배출사

업장과 특히 의료폐기물소각

업체 A사(이하 A사)의 악취민

원은 지역 현안문제로서 악취

저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

결방안은 사업장 이전임에 따

라 기장군은 이를 중재, 해결하

기 위해 A사의 인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3회방문

(2016 . 9 . 28 . , 2017 . 7 . 24 . ,

2018.4.11.), 관외 이전 또는 시

설 폐쇄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의료폐

기물 소각장의 관외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해 허가기관인 낙동

강유역환경청의 단속 강화를

이끌어 냈고 기장군도 계속해

서 악취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7월 24일 2번째 항의

방문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장이 제언한 기장군 내에서

의 사업장 이전 시 적극 지원,

협조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2017년 8월 4일 정관읍 소재에

서 기장군 관내 타지역으로

의 이전에 대한 기장군 5개

읍굛면 주민의견 수렴결과, 관

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특히, 정관

읍에서는 관내 이전에 대한

반대서명부 제출로 군민의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A사는 2005년 6월 낙동

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

기물 중간처리업(소각) 허가

로 (구)영남환경으로 조업을

개시했고 정관신도시 입주가

한창 진행된 2015년 12월 A사

로 사업장을 인수해 본격가동,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

황이다. 2016.12.29.자 A사로부

터 기장군에 소각장 이전 관련

의견회신 요청을 받아, 기장군

이 의견회신한 사항으로는 사

기업체의 시설이전을 위해 대

체 부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A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

변을 2017.1.13.자로 회신한 바

있다.

그 동 안 기 장 군 에 서 는

2016.9.9.자로 부산광역시 기장

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해 2017.7.27.자 기장군

악취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

함으로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

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

했으며, 2018년 11월 중에 동

협의회 개최와 관계기관 악취

관리방안 대책회의를 통해 악

취해결방안 소통의 자리를 마

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동종 업체의 지역

여건과 시설현황 견학을 통해

경상북도 등 타 지역 소재 의

료폐기물 소각업체는 모두 주

택 밀집지역이 아닌 폐기물처

리업체가 밀집한 공단 내 또는

민가가 없는 외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

장군과 지역주민은 낙동강유

역환경청 항의방문 3회, 1인시

위 3회, 주민항의집회 1회 등을

실시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요

구했다.

기장군은 악취 민원을 해결

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 정관

보건지소 3층에 악취통합관제

센터를 개소해 악취모니터링

12대와 악취모델링 시스템, 대

기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측정

시스템, 굴뚝자동측정망(TMS)

과 연계해 24시간 악취통합관

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

월 31일 현재 955여건의 민원처

리와 68건의 악취포집을 시행,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

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3회, 악취

배출시설 2개소 지정굛고시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주야로 노력

하고 있다.

올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

상시설 지정굛고시 사업장으로

는 2018.10.26.일자 A사와

2018.6.7.일자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B사가 있으며 지정굛고

시 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악

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

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

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사용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사

업장은 2022년까지 최종 50％

강화된 기준인 엄격한 배출허

용기준을 적용받게 돼 향후 악

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업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단의 시설개선 없이

는 사업장 운영이 불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끝으로 A사 뿐만 아니라 정

관신도시 내 산단, 공단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24시간 지속 실시해 특

단의 시설개선 자율추진을 유

도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

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부산시

에 보조금 지원요청 등으로 자

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 계속 악취 저감을 위해 악

취포집을 강화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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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굛공시 및 이의신청

2018년 7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

정굛공시하오니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내용

▷기 준 일 : 2018년 7월 1일

▷공 시 일 : 2018년 10월 31일

▷결정내용 : 2018년 상반기 변동된 1,553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

▷열람장소 : 기장군청(토지관리과) 및 기장군 홈페

이지(www.gija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

○이의신청

▷기 간 : 2018. 10. 31. ~ 11. 30.(30일간)

▷장 소 : 기장군청(토지관리과) 및 토지소재지

읍굛면사무소

▷신청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상향굛하향 가격 제시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

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군청 및 읍굛면사무소에 비

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

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토지정보과(709-4751~5)

아토피 예방 요리 경진대회 개최

지역 주민들의 아토피 질환 예방굛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내 조리 관련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장군

주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강현주) 주관으로 지난 10월

8일 동부산대학교에서 릫2018년 아토피

예방 건강식 개발 요리 경진대회릮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식품을 재료로 아

토피 예방 건강식을 개발해 아토피질

환을 예방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

렸다. 릫High Five Low Three릮 기치 아

래 릫오색 채소와 과일은 골고루 많이

먹고 삼백(설탕, 소금, 나쁜 지방)은

적게 먹자릮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

이 오미자, 옥수수, 시금치, 가지, 무,

미역 중 하나를 주재료로 한 레시피 1

종과 제철식품인 채소, 과일을 주재

료로 한 레시피 2종으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인 파이토케미컬상은 릫중

화식 가지덮밥릮, 릫삼색 연근전릮 등을

제출한 뢾소녀감성팀뢿, 릫매쉬포테이토

로 속을 채운 가지롤릮, 릫전복과 해초를

활용한 들깨 리조또릮 등을 제출한 뢾아

토피사냥꾼팀뢿, 릫가지고기말이릮, 릫올리

브에 구운 귤릮등을 제출한 뢾꿈동산팀뢿

에게 돌아갔다.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 센터는

릫아토피 없는 기장군 만들기릮를 목표로

기장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4년

에 설치했다. 현재 동부산 대학교에

위탁해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 관련 영

양 교육 실시, 아토피 위험군과 진단

군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 진행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수혜대상을 확

대하고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을 개발굛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9,462원 확정

부산지역 최고 수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장군은 2019년 생활임금액을 최

저임금(8,350원)의 113％수준인 9천462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

금액은 지난 10월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

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에서 결정, 10월 1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릫최저임금 대

비 일정액릮 또는 릫지역특성요소를 반

영해 산정하는 방식릮 등 자치단체마

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가구 월평

균소비액, △기장군 주택월세 실거래

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산

정했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기장

군과 기장군이 출자굛출연한 기관(기

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

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기장군 사무

위탁기관과 업체는 성과분석 등을 통

해 점차 추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릲생활임금제는 기

장군에 채용된 700여명의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굛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다릳고 말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16명 역량 강화 교육

안심 보육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기장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

성 역량강화 교육이 10월 12일부터 11

월 16일까지 36일간 관내 어린이집 보

육교직원 216명을 대상으로 기장군육

아종합지원센터와 군청 대회의실에

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

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과 연계해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

애)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릫영유아

행동(부적응) 과정릮, 릫경력교사 전문

성 향상 과정릮, 릫유아숲 놀이 기본과

정릮 등 6개의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10월 12일 군청 9층 대회의실에서는

릫경력교사 전문성 향상릮을 주제로 지

방자치연구소 이영애 대표의 첫 강의

가 4시간동안 이어졌다.

영굛유아기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

요한 시기로 미래 인적자원 측면에서

볼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학부모 누구나 자

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

성은 영굛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들의 절실한 염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

원들에게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스

킬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으로

써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통해 영굛유아가 안전한 안심

보육 플랫폼으로써 최고의 명품 보육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첫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

은 릲실습과 실제 사례위주의 토론, 발

표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 내용이 알

차고 보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

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

다릳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기장군 관계자는 릲이번 교육

은 기장군 보육교직원들의 자발적

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

진 교육으로 영굛유아에게 양질의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보육교직

원들의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에 존

경을 표한다릳며 릲앞으로 기장군은 보

육교직원들을 위한 더욱더 나은 보

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릳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

의 동력이 될 영유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기장군 보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

이다.

기장군 열린어린이집 25개소 선정

릫열린 어린이집릮은 공간 개방부터 보육 프로그램, 운
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뤄지는 어린
이집입니다.

우리군은어린이집신청을받고보육정책위원회의심
의를 통해 25개소 어린이집을 릫기장군 열린어린이집릮으
로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향후 1년간 열
린 어린이집으로 지정굛운영되며 군의 각종 지원 등에서
우선순위를적용받을예정입니다.

□기장군열린어린이집지정현황 (지정기간:2018. 11. 1. ~2019. 10. 31.)

어린이집명 유형 소 재 지 비 고

EGthe1햇살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18, 101-103

고은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52, 107-102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6 재선정

내리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기장읍 소정안길 68 재선정

동원1차어린이집 민간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39 관리동 재선정

동일금화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23, 215-105 재선정

동일스위트어린이집 민간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4 관리동

동일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4, 118-104 재선정

롯데또래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52, 208-103 재선정

롯데캐슬2차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51, 206-102

미소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구연방곡로 10, 102-101

삼동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 80 재선정

새봄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모전1길 9, 310-103

숲속나라어린이집 민간 기장군 정관읍 산막길 46-29

일광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일광면 이천길 31-12

자연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1로 18, 101-102

정관3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160 재선정

정관5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10 재선정

천사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23, 208-103

철마어린이집 국공립 기장군 철마면 곰내길 13

키즈표현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 52, 113-103 재선정

풀꽃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4, 119-104 재선정

한주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48, 1613-101 재선정

햇님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72번길 15, 103-105 재선정

휴먼시아어린이집 가정 기장군 정관읍 구연방곡로 10, 107-104

※ 어린이집명 기준 가나다순 나열

릫찾아가는재능나눔콘서트릮성황

21일 정관윗골공원공연모습.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

기 위한 릫찾아가는 재능나눔콘서트릮

가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죽성드

림세트장과 정관 윗골공원에서 개

최됐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단순히 실내에

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닌 기장군의

관광지와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직접 찾아가 개최했다는 점이

다. 20일 죽성드림세트장 행사에서는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기장군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환경을 보며 신

나는 공연을 즐겼다.

21일 정관 윗골공원에서는 오카리

나 연주, 시낭송, 버스킹공연, 매직벌

룬＆저글링쇼 공연에 아이부터 어른

까지 가족 모두가 즐거운 추억을 만

들었다.

도서관과는 재능보유자가 가진 재

능(강의, 공연, 사회활동 등)을 나눔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 연결

시켜주는 재능나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정관도서관 방문이나 전화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향후 재능나눔콘서트는 11월 21일

정관노인복지관, 12월 1일 정관도서관

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재능나눔 공연

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수강생 공연,

초청가수 공연, 매직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자세한 문

의는 기장군 도서관과 평생교육운영

팀(709-39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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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의약속…군민에게직접평가받는다

민선7기기장군공약이행평가단보고회개최

기장군은 9월 28일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임기내 실천하기 위해 릫민

선7기 기장군 공약이행평가단릮 위촉식

과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8월 공개모

집해 15명이 선발됐으며 군수 임기동

안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

록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실천계획의 수

정굛폐기에 대해 조언굛권고굛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평가단 위촉장 수여

와 민선7기 기장군 공약사항을 확정하

고 공약사항 추진 부서장으로부터 세

부실천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문제점

과 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선7기 기장군 공약사항은 △군정

최우선의 군민건강과 안전, △군민편

의에 우선한 도시인프라 구축, △전통

과 첨단의 고부가 산업육성, △세계적

휴양도시 조성, △대한민국 보육굛교육

1번지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

활환경개선, △화합하는 커뮤니티 공

간확보 등 7대 분야, 21개 단위사업, 83

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은 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장군은 군 홈페이지 릫매니

페스토 바로가기릮 코너를 통해 군민들

이 공약사항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19년 주최

하는 릫민선7기 시굛군굛구청장 공약이행

과 정보공개 평가릮에서 올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SA)을 평가받기 위해 공

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릫제1회 기장쪽파 굛파전홍보행사릮가 10월 20일~21일, 10월 27일~ 28일 4일간신세계사이먼부산프리미엄아울렛일원에서열렸다. 기장쪽

파및파김치할인판매등다양한행사가준비돼관광객 5만여명이다녀갔다.
제1회 기장쪽파굛파전홍보행사성료

7일 기장어르신한마당축제

기장체육관…노래자랑등각종행사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

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

리기 위해 11월 7일 기장체육관에

서는 릲지금이 청춘굩 행복한 기장릳이

라는 슬로건으로 제21회 기장어르

신한마당축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리허

설을 시작으로 색소폰 연주, 실버

노래자랑, 각설이 버드리 공연, 풍

물패 공연 등 식전행사가 펼쳐져

흥을 돋울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열리는 1부 공식행

사에서는 개회선언과 경로효친사

상을 고취하기 위해 유공자 표창이

있다. 2부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

터 걸그룹 공연과 벨리댄스, 보디

빌딩쇼, 가수 서지오, 진또배기, 강

진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혈압측정,

당뇨체크 등 노인건강 검진 무료서

비스와 노인취업상담, 기장군 미용

협회에서 준비한 무료 헤어손질,

기획사에서 마련한 메이크업과 손

톱 정리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도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

에 대한 보답으로 새마을부녀회원

들이 따뜻한 식사대접과 푸짐한 먹

거리를 제공한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해를 거듭

할수록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흥겹고 즐거운 축

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기장군은 10월 19일 장안 일원에

조성된 바다목장해역에 수산자원 증

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말쥐

치 치어 약37만미를 방류했다.

장안 연안 바다목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

100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인

공어초 설치, 자원 투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말쥐치는 우리나라 전연안에 분포

하는 어종으로 맛이 좋아 고급횟감

으로 각광받는 인기 어종이다. 예전

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품종이었으

나, 무분별한 남획 및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급감해 1986년 33만

톤까지 어획되던 것이 최근 어획량

은 1천톤 가량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바다목장에 방류된

말쥐치 치어는 시설된 인공어초와

말쥐치 재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위

해 추진 중인 수산자원 산란굛서식장

조성과 함께 자원 조성에 시너지 효

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연안자원 조

성을 위해 볼락, 돌돔, 조피볼락, 감

성돔 등 7종의 어린치어 217만미를

방류했다.

또 추가적으로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내년부터

고소득 패류품종을 연안해역에 조성

하기 위해 패류자원개발 연구시험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자원첨가

와 관리를 통해 풍족한 연안바다 조

성에 힘쓰고 있다.

말쥐치치어 37만미바다목장해역방류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부터 작물

의 주요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은 물

론 생육 촉진과 면역기능을 높여 주

는 국유특허 미생물 2종(Pseudomo-

nas sp, Bacillus velezensis)을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아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 농업기술센터 유용

미생물 배양장은 관내 친환경 농축산

업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

해 복합 유용미생물(EM), 친환경 액

비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

으며, 이번에 복합기능 특허미생물 2

종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미생물을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릫바실러스 벨

레젠시스릮는 종자를 침지하는 단순한

처리방법만으로도 감자, 고추 및 벼

와 같은 작물의 생육 촉진과 주요 병

원균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됐으며,

릫슈도모나스릮는 토양 내 불용화 된 인

산을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인

산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용미생물 공급을 희망하는 군민은

매주 수요일 신분증과 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

술센터 도시농업팀(709-5492)으로 문

의하면 된다.

특허유용미생물, 농가에무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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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마음타로카드로읽어요

정관노인복지관 - 마술 동아리

신기한마술로세대간소통

당선, 합격, 계급

장강명/민음사

한국사회의문제점을짚어내다

릲뭐 드실래요?릳 이런 질문을 받

으면 많이 당황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릲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에 뭘 좋아하세요?릳 네 개 중의

하나를 잘 골라서 대학도 가고 의

사도 되었지만 이 질문의 정답은

평생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 않고 릲오늘은 중국집

으로 가시죠릳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 참 좋습니다. 인생은 B(birth

탄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 이라는 말처럼 선

택은 크건 작건 참 어렵습니다.

책을 고를 때 결정 장애가 심해

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책을 고

르시나요? 저는 주로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책을 읽습니다. 요즘

은 팟캐스트 릫빨간 책방릮과 릫책,

이게 뭐라고?굩릮를 즐겨 듣는데 일

주일에 한 권씩 책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책 고르는 고민이 크게 줄

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릫책, 이

게 뭐라고릮의 진행자인 소설가 장

강명의 [당선, 합격, 계급]입니다.

저자는 11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던 중, 2011년 장편소

설 [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소설가로 등단하여, 수림

문학상, 제주4굛3평화문학상, 오늘

의 작가상을 받은 인기 소설가입

니다.

이 책은 장편소설 공모전과 기

업의 공개채용이라는 제도를 밀

착 취재하여 한국 사회의 부조리

와 불합리를 고발하는 논픽션으

로 간판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의 벽을 짚어나갑니다. 기

자 출신의 소설가답게 취재를 바

탕으로 설득력 있게 글을 풀어나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설가가 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

는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단편 소

설가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공모전에 당선되어 장편 소

설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

지 길을 통하여 등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설책을 많이 내더라도

릲작가릳일 뿐 릲소설가릳라는 이름을

얻지 못합니다. 저자는 장편소설

상을 네 번이나 받은 유일한 소설

가입니다. 누가 봐도 문학상 제도

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

다. 그런데도 문학공모전을 통한

등단 제도와 대규모 공채 제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

니다. 릲합격자와 당선자는 늘 소

수일 수밖에 없다. 상당수 지원자

가 시험을 포기할 때쯤 자신에게

불합격자, 낙선자라는 딱지가 붙

었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게 패배

감, 좌절감, 열등감이 퍼진다. 이

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공채 제도

가 낳은 공고한 계층화, 서열화와

맞물리고, 사회는 늘 어떤 시험

합격 여부를 경계선으로 분열의

긴장 상태 속에 있게 된다. 엘리

트 계층의 나태함이나 무능함, 비

도덕성이 드러날 때면 반대쪽에

서 공분이 폭발한다릳(427쪽)

저는 대학입시나 공개채용이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도라

고 생각했으나 책을 읽고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릲아

무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고 해도, 시험 한두 번으로 사람

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회는 정상

적이지 않습니다릳 여러분은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책을 읽고 찬찬

히 생각해 보세요.

김민석 의학박사

보건소소식

○ 외출할 때는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꼭 착용합니다.

○ 이른 아침 야외운동은 피하고, 한낮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시행합니다.

○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고, 빙판길이 많은 날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

레칭으로 대체합니다.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이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

상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 음주는 절제해야 합니다.

○ 동절기가 오기 전에 독감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보만12세 여성청소년은 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하고 자궁경

부암 예방하세요굩

□ 우리나라에서 연 900명 이상의 사망률,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

일한 여성암

□ 만 12세 여성 청소년이면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

○ 대상: 만12세(05~06년 출생)여성청소년

○ 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의료인 건강 상담 서비스 지원(6개

월 간격으로 2회)

○ 접종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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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나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

료 접종굩

□ 예방접종으로 8가지 감염병(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상:만12세 이하 어린이(2005.1.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 내용: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무료 접종)

○ 접종 장소: 전국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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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cdc.go.kr) ※ 백신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 전화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기장군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 때 그 균이 사람의 몸

속으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발열성 질환

○ 주요 감염경로: 야외에서 풀숲과 접촉 가능한 모든 경우에 발생

○ 주요 증상: 감기와 비슷한 고열, 오한, 기침, 두통 및 피부발진 등, 털진드

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발생

○ 효과적 예방법: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

○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야외 활동 및 야외 작업 시 긴팔, 긴바지, 양말, 신발 등을 꼭 착용하여 피

부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 풀숲에 들어가지 않는다.

▷ 풀 위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돗자리 등을 이용한다.

▷ 옷을 풀밭에 놓지 않는다.

▷ 진드기 기피제를 활용한다.

▷ 야외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입었던 옷은 세탁한다.

▷ 야외활동에서 귀가하는 즉시 목욕한다.

○ 대한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회 주관,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를 실시

하여 전국 106개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81개, 병원 35개)중 기장군정신건

강복지센터가 우수진행기관으로 선정

○ 정신건강 대국민 공개강좌는 부모의 자존감과 올바른 자녀 양육, 아이의

성장에 따른 단계별 부모 수행과제를 내용으로 실시했고, 지역 내 부모

104명이 참석했다.

기장군보건소 평생건강팀(709-2911)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거나 심리적

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흔히 릲나

도 나를 잘 모르겠다릳라는 말을 내뱉곤

한다. 답답하기만 하고 일이 풀리지 않

을 때 누가 좀 명쾌하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점을 보러가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종교에 의지하

는 등 여러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그중에서 영화나 드라마에 신비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로 많이 노출된 타로

카드로 마음 읽는 방법을 배우러 정관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을 찾아가 봤다.

지난 9월 개강한 제21기 기장군민대

학 릫힐링타로와 해피라이프릮 수업은 타

로카드를 매개로 상담과 치유에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강좌

다. 9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관

도서관에서 진행된다.

타로카드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가

장 오래된 트럼프의 일종으로 점술에

사용되는 78장의 카드를 말한다. 모두

각기 다른 그림으로 긍정적 의미의 메

이저 카드 22장과 부정적 의미의 마이

너 카드 56장으로 이뤄져 있다. 각 카

드가 담고 있는 풍부한 의미들을 해석

해서 주로 우리의 과거굛현재굛미래를

살펴보는데 사용된다.

이수진 강사(타로심리상담사, 현 부

산대 평생교육원 강사)는 릲저는 타로

카드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

교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타로를 만나고 공부

하면서 제 자신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

어요. 그러다 보니 아픔이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다 보니 이제는 소통을 아

주 잘 합니다릳라며 본격적 수업 시작

전에 타로카드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아픈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강사의

진심어린 이야기에 수강생들은 타로

카드를 꼭 내 것으로 배워가야겠다는

당찬 다짐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릫점술릮이라고 불리는 측면에서 흔히

타로카드는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강사는 릲타로카드는 심리학과 물리학

이 융합된 지극히 과학적인 영역입니

다. 단순한 우연으로 여겨지고 서로 연

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모두 연결

해주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심리학의

릫동시성의 원리릮, 공간적으로 멀리 떨

어져 있는 두 물체가 이동 없이도 서

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물리학의

릫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릮으로도 설명

할 수 있어요릳라며 타로카드의 이론적

배경을 탄탄하게 다져줬다.

특히 타로카드는 신(神)적인 힘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새로운 관점으로 돌아보

게 해주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의 계기

가 되면서도 자기 자신의 치유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후 수강생들은 모든 타로카드의

의미와 배열법을 배워서 직접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타로카드로 숨겨

진 마음을 읽어내 치유 받게 될 수강

생들을 응원해본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삶이 좀 더 행복

해지지 않을까? 특히 손자들과 소통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은 노년에 최고의 기쁨

이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신기한 도구들

로 멋진 마술을 배워 손자들과 의사소통

을 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마술 동

아리가 있어 찾아갔다.

정관노인복지관 2층 프로그램3강의실

에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방울과 부채, 트

럼프카드와 진기한 요술 주머니를 내어

놓고 릫수리수리 마수리반릮어르신들 손놀

림이 예사롭지 않다. 릲오래 전부터 마술

을 배우고 싶었어요. 돈을 내고도 배울

곳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는데 복지관에

서 무료로 배우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해

요.릳아이들에게 봉사하려고 열심히 배우

고 있다는 동아리 어르신들 말과 표정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양한 재능기

부를 하고 있는 두 분의 어르신은 동화

구연을 하고 있는데 마술로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된 봉사를 하게 된 기쁨으로

목소리가 들떠있다.

정관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으로 어르신동아리 지원사업 릫무한도전릮

을 운영한다. 마술반과 영상반으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

하고 활기찬 취미여가생활을 영유하게

하며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만

족도를 향상하는 것이다. 지난 7월 4일

마술반 10명 전원은 색다른 문화체험을

했다.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 및 세계마술챔피언십

기념공연 릫라그랑드일루젼(La Grande

IIIusion)릮을 관람 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을 직접 보며 신선한 충격과

함께 마술을 향한 사랑과 봉사에 대한

다짐이 한 뼘 정도 더 자라게 되었다고

한다.

릲빨간색 스카프 갖고 오셨죠?릳

릲자, 빨간 스카프가 여기 있죠? 실크

스카프 모서리를 잡고, 스카프는 항상 모

서리를 잡고 하나, 둘, 셋 자연스럽게, 손

가락이 관객의 시선을 끌도록, 자, 한번

두 번 흔들고 후 불어주세요. 절대 주눅

들지 마세요.릳 색종이 크기의 빨간색 스

카프가 있었는데 양 손바닥을 다 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 또 다시 주문과 함께

꽉 쥐었던 주먹 사이에서 빨간색 스카프

가 삐죽삐죽 보이기 시작한다. 숨을 죽이

며 시선집중을 해봤지만 스카프의 비밀

은 잘 모르겠다. 마술은 신비롭다. 릲우리

마술 동아리 릫수리수리 마수리반릮은 노인

복지관 동아리 활동 제1호에요. 1호라는

자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릳 빨간색

스카프를 쥔 손을 흔들며 곽순태 강사가

자랑을 한다.

마술반은 지난 10월 11일과 25일 두 번

정관노인복지관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들에게 멋진 마술공연을 선사했다. 경로

당, 지역아동센터 등에도 지속적으로 공

연하며 소통과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고 담당 주임이 설명을 해준다.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소극적이

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특성화된 마술 동

아리활동으로 손자들과의 소통, 이웃과

의 의사소통의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멋진 공연과 재능기부를 통해 지

속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가 향상

될 것이 기대된다.

서옥희 명예기자

수강생들이타로카드의의미에대해경청하고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릫2018년 전국 지

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릮에서 행정안전

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사진>.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이사장협의회에서 주최

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한

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후원하는 전국 지

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 한해 전

국 지방공단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

공단은 이번 대회에서 정관노인복지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릫지역사회 1굛3세대 문

제해결 플랫폼 릫우리동네자람터릮를 우수사

례로 제출했다. 이는 지역사회 문제해소,

공공자원 개방, 주민참여 활성화, 유기적

협업체계 추진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 혁신의 집합체로서 우수한 평

가를 받아 전국 공단 중 최고의 우수사례

로 선정됐다.

정관노인복지관 릫우리동네자람터릮는 공

단이 보유한 인적굛물적굛사회적자원의 연

계를 통해 지역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 기

능을 제공하고 지역 노인에게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1굛3세대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공단 정관노인복지관 내

에서 올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

(초등생)방과 후 돌봄교실이다.

릫우리동네자람터릮는 정관 지역의 아동과

노인, 학부모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 간의 릫쌍방향 복지릮를 목표로 한다.

아동은 방과 후 돌봄과 더불어 지역 할머

니굛할아버지로부터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

고 학부모는 마음 편히 일하며 실버세대

는 자신의 재능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모두

가 이로운 Win-Win복지사업이다.

박종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릲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업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 무

척 기쁘다릳며 릲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기장군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2018 전국 지방공단우수사례경진대회 릫대상릮수상

2018년 11월 1일(목요일) 제273호

2019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 운영안내

▷ 연중 운영시간 : 주중 16:30 ∼ 21:00 / 방학 중 09:00 ∼ 16:00

○ 대상인원 : 정관읍내 예비 초등6학년(현 초등5) 20명, 예비 중1학년

(현 초등6) 10명

○ 장 소 : 기장군청소년수련관(정관읍 달음산길 106)

○ 주요프로그램

▷ 국어, 수학, 오카리나. 기타, 스포츠스태킹, 자연물공예 등

▷ 워터파크 체험, 진로체험(한국잡월드, 서울 대학 탐방 등), 스키캠프, 숲

캠프 등

▷ 담임교사제 실시, 건강관리, 심리상담, 봉사활동, 지역참여활동, 진로탐

색체험 등

○ 신청기간 : 2018. 11. 1.(목)∼ 12. 30.(금)☞ 선착순 마감

○ 문 의 : 담당자 전화 792-4919

기장군청소년수련관 (792-4919)

문화예절학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운영안내

▷ 연중 운영시간 : 주중 15:00 ~ 20:30 / 토요일(월1회)방학 09:00 ~ 15:00

(차량이동 포함)

○ 대상인원 : 기장군내 예비 초등4학년(현 초등3), 5학년(현 초등4)각 20명

○ 장 소 : 기장문화예절학교(장안읍 해맞이로 311-31)

○ 주요프로그램

▷ 교과목 전문 강사 학습지도 (※교재비 개인부담)

▷ 반별 담임교사를 통한 학습 및 생활지도, 전문체험활동 등

▷ 입굛귀가 통학차량 운행, 급식 및 간식 지원 등

○ 신청기간 : 2018. 11. 5.(월)∼ 12. 30.(금)☞ 선착순 마감

○ 문 의 : 담당자 전화 792-4758

기장문화예절학교 (792-4758)

기장군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자 모집

기장군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릫낮 시간대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릮

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이용대상 :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감액

○ 장 소 : 기장군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기장읍 대청로 22번길 61)

○ 이용절차 : 전화 및 내방상담→어르신 기초상담→관찰 및 적응→사례회의

→센터이용

○ 정 원 : 14명

○ 내 용 :인지굛신체프로그램, 노래굛풍물굛요가교실, 월 2 ~ 3회 외식나들이 등

※ 수업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담당자 전화 792-4827

기장군노인복지관 (792-4827)

2019년 1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수

○ 개 강 일 : 2019년 1월 7일(월)

○ 강좌기간 : 2019년 1월 7일(월) ~ 4월 30일(화)까지, 4개월

○ 수강신청 : 2018년 11월 12일(월) ~ 11월 16일(금)

09:30 ~ 15:00 3층(1인 3과목)

○ 공개추첨 : 2018년 11월 19일(월), 21일(수), 22일(목) 14:30 3층 강당

정원 초과 과목에 한함

○ 과목영역 : 건강증진, 교양, 서예, 정보화, 취미굛여가, 인문굛언어 등

○ 문 의 : 담당자 전화 792-4920

정관노인복지관 (792-4920)

릫자신감굩 쑥쑥~ 표준어 교실릮 이용자 모집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과 직장 적응 과정에서 북한 사투리, 말투, 억양

등으로 대인 기피, 자신감 저하 등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표준어 교

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시 : 2018년 10월∼11월 매주(토) 10:00 ~ 12:00

○ 교육장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2층 컴퓨터실

○ 교육대상 :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 담당자 전화 792-4920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4794)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성우희

망재단, 정관도서관과 연계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시어머니-며느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정관노인복지관 영상동아리 참여자는 10월 12일 부산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지원으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영화

를 관람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10월 12일 평생교육프로그램 반장과 경로당 임

원의 역량 강화 배움 나들이를 경주에서 진행했다.

장안읍노인회관은 10월 18일 대한결핵협회 부산지부, 기장군보건소

와 연계해 무료 결핵 검사를 실시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

릫다사랑나눔회릮의 역량강화 워크숍<사

진>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기장문화

예절학교에서 진행됐다.

지난 1년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격려

와 노년 생활서 자원봉사 활동 가치에

대한 강의, 회원 간의 단합과 2019년 사

업계획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릫다사랑나눔회(회장 송정순)릮는 회원

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떡국 떡, 다

시마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매해 지

역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

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는 등 활발

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

이 주체적으로 노년기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릫나눔릮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통합적인 생활을 영위하

고 릫100세 건강시대릮로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인복지관 측에서는 릲이번 워크숍

강의와 행사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EEB에듀연구소(대표 김세윤)와 기장

군체육회(회장 김걸환)에 감사를 드린

다릳고 전했다.

정관노인복지관에는 릫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 듦릮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한 선배시민이 있다. 선배시민

이란 돌봄의 대상이 아닌 후배시민과 공

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소통하는 이를 말한다.

지난 4월 개설된 선배시민양성 과정에

서 15명의 참여자가 6회에 걸친 전문 교

육을 이수했다. 교육과정은 선배시민 역

할과 공동체의 중요성 인식과 의식 함양

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실

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정관 지역의 이슈

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

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토론했다.

선배시민은 구성원 개인의 역량 강화

와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

하고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

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복지관 내

릫우리 동네 자람터릮 아동과 함께 추석을

맞아 릫오색 송편 만들기릮를 진행했다. 지

속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선배시민으로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펼쳐가는 앞

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정관노인복지관

품격있는노인(know-人), 그들은선배시민

기장군노인복지관

릫다사랑나눔회릮역량강화워크숍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

사에서 부산지방공기업 가운데 1위를 달

성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조

사는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등 고객 서비스 전반

에 대한 평가이다. 공단은 100점 만점에

89.4점을 획득하여 부산지방공기업 9개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공기업 평균 대비 8.9점 높은

결과이다. 공단의 이번 1위 달성은 고객

참여와 소통 공감을 통해 고객만족을 향

상시키고 고객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

는 등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

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박종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릲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군민의 생각과 소리를 경청하고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질 높

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실질적인 군민의

체감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 하겠

다릳고 밝혔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행안부주관고객만족도조사,부산서 1위달성



존경하는 기장군 16만4천 군민

여러분굩 황운철 의장님 비롯한 선

배동료 여러분굩 그리고 기장군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오규석 군수

님 안녕하십니까굩 더불어 민주당

의원 박우식입니다.

우리군은 10년 전인 2008년도에

인구가 약 8만명이었으나 현재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기

장군의 인구가 16만4천명으로 급

증했으며 이에 따라 차량도 급격

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

조성시 공용주차장 부지가 확보

되지 않아 현재주민들은 주차 문

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

리군도 타 도시처럼 그만큼 주차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며 주차장

운영관리 미흡과 주차시설 부족

으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이나 많

은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확보되

는 주차장확충은 단 기간에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관신도시는 도시의 불균형을

시정 보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

발부진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함

으로써 성장효과를 유도하고 도

시의 인구집중완화, 교육, 산업

등의 육성과 같은 특수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정관신도시는 노상 공

영 주자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8년도 신도시가 조성될시 LH

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가 토지

분양 할 때 총 10필지의 공영주자

장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모

두 민간에 매각되었고 우리 기장

군은 신도시 계획인구에 맞추어

주차장 부지를 확보 했어야 하나

늦장행정으로 공영주자장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움

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관신도시의 경우 대형

마트 중심상가, 근린생활지역, 주

차문제는 지역상권 활성화 에도

많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복잡한

거리에 어린자녀부터 생활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타인상가 및 주택가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과의 분

쟁으로 이질감으로 인해 생각할

수 없는 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올 6월에 주차장

추가운영 및 확보에 정관읍 용수

리1366-11번지 328.8제곱미터(약

100평)매입금액 3억1천만원을 한

국토지주택공사 부터 조성원가에

부지 매입하여 12면수를 주차확

보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전리

739-3 (493.5제곱미터) 약150평에

주차면수 16정도 계획하고 있습

니다. 이는 정관신도시 8만2천명

의 인구에 비례한다면 턱없이 주

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의 차량등록 대

수는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

재 7만2천397대이며 그중 정관신

도시 차량등록 대수는 기장군 전

체 차량중 약 1/2 정도가 되는 3만

4천850대나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위반 건수는 전체 7천632건

중 정관신도시 에만 5천119건 이

고 cctv 불법주정차 위반 건수는

기장군 전체 8천456건 중 정관신

도시가 5천962건 이나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장군 총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는 6억4천

317만원이며 그중 정관신도시에

서 만 받아낸 금액은 4억4천416만

6천원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

고 기장군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용역이

12월중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읍

면으로 주차장 수요를 확정해 연

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읍면단위로 인구비례하여 앞

으로 다가올 일광신도시 입주현

황을 살펴보면 주민의 고통과 민

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

다.

또한 정관신도시 와 각 읍에서

도 같은 생각이지만 2016년부터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꾸준히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

었지만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조

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릲늦장행정릳

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

니다.

주차장법 제20조와 21조에는

릲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

계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국가 또는 지

반자차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를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치장

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릳라고 명

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집행부는 정

관신도시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추진 완성

하여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주차장 문제

를 공익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

며 집행부와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 관심사항으로 고민하여 주민

의 안정과 직결되는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주거민들의 주차난해소

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 모

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

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끝가지 경청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

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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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군민정보화교육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기간

유틸리티를 활용한
컴퓨터응용

11. 5.-11. 9.(10:00~12:00) 25명 5일

ITQ엑셀 11. 5.-11.16.(13:30~15:30) 25명 10일

블로그 만들기 11.12.-11.23.(10:00~12:00) 25명 10일

ITQ엑셀 시험대비 11.19.-11.30.(13:30~15:30) 25명 10일

스마트폰 기초 11.26.-11.30.(10:00~12:00) 25명 5일

1. 교육일정(2018.11.5. - 11.30.)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장소: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3. 교육: 무료

4. 접수기간: 2018.10.1.(월) 09:00 ~

5. 접수방법: 선착순 접수(전화 25명)

6. 교육접수 및 문의: IT커뮤니케이션팀

미래전략과(709-4307)

제4기기장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공고기간 : 릫18. 10. 19. ~ 18. 11. 8.

○ 공고내용 : 릫19~릮22년(4년간) 추진할 기장군 지역사

회보장 계획 6개 추진전략 및 66개 세부사업

※6개 영역 : 복지(돌봄), 복지(협력), 보건, 교육, 문

화, 고용굛주거굛환경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 릲기장사람들릳

게재

복지정책과(709-4311)

공고

정치후원금기탁안내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정당에기부하고자하는개인이정치자금법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

권,그밖의물건

▷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

전을도모하기위한것입니다.

○누가기탁할수있나요?

▷대한민국국민은누구나가능

▷공무원과사립학교교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기탁할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굛단체는기탁할수없습니다.

○기탁가능한금액은얼마인가요?

1회 1만원이상,연간 1억원까지기탁할수있으며,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금액까지기탁할수있습니다.

○어떻게기탁하면되나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기탁

▷신용카드,신용카드포인트,실시간계좌이체,휴대폰결

제등다양한결제방법을선택하여기부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시세제혜택도받으세요굩굩

최고10만원까지세액공제되며,10만원을초과기탁시에

는그초과분에대해서15％세액공제받을수있습니다.

소액정치후원금,깨끗한정치를만드는격려이자사랑입

니다.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724-1390)

기장군금연구역지정고시공고

○지정목적

좌광천일부금연구역지정으로간접흡연피해예방및군

민의건강증진도모

○ 지정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제4조

○지정일자 :2018년 11월 1일

○금연구역지정장소및범위

▷좌광천

▷지정범위:모전교 ∼ 달음교(약 4km,왕복 약8km)의 하

천과인접한주보행로및자전거도로

▷모전교외13개다리및체육시설물등포함

○금연구역내흡연자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시기 :2019. 5. 1.부터(계도기간 : 릫18. 11. 1.∼

릫19. 4. 30.)

▷과태료부과금액 :2만원

기장보건소(709-2916)

릲정관읍공영주차장조속히추진릳 릲반려동물과함께하는관광지기장군조성릳

안녕하십니까굩 기장군의회 의원 김혜

금입니다. 존경하는 16만 군민여러분굩 황

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굩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

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릲천만 반려가족릳시대

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생활 깊

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펫 코노미,

펫 캉스, 펫 팸족 등은 반려동물과 관련

된 신조어들로 그만큼 반려동물과 우리

생활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도시와 인접한 우리군 지

역여건을 고려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릲전국제일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지 기장군릳을 제안해 봅니다. 울산, 양산

등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뛰어나

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리적 이점

에 더하여 노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지역 내 빈집들을 활용,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이용

하기 위해 기장을 찾는 천만 반려가족들

로 인해 지역 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에 따라 젊은이들이 농굛어촌

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

입니다. 젊은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메우는 활기차고 정겨운 기장

이 될 것입니다. 또한, 훈련된 반려동물

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홀로 외로이 지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굛기장굛일광지역의 도시문화와 동

부산관광단지 등 아름다운 바닷가의 휴

양시설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장안

굛철마지역에서의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

께 휴식하는 관광타운굩 이것이 우리 기

장이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할 관광활성

화의 한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시와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각종 기

반시설을 조성한 것처럼, 반려가족을 위

한 사업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자 또

한 앞으로 우리 기장이 추진해야 할 시책

이라 생각합니다. 릲반려견 놀이터릳 등 누

구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조성하고, 반

려동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

보는 물론 반려가족 걷기대회, 예쁜 반려

동물 콘테스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

제 등의 시책들을 제안해 봅니다. 반려동

물과 함께하는 문화를 이용한 사업은 새

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는 물론이

거니와, 전국 제일의 릲반려동물과 함께하

는 관광지 기장릳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에도 한 몫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반려가족과 비반려

가족이 서로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장의 지

리적굛자연적 이점들을 살려서 반려가족

들을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추

진하고, 이를 관광 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

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릲기장동부산권관광활성화릳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굩 기장군의회 의

장님을 비롯한 동료 군의원 여러분굩 그

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장읍 군의원 김

종률입니다.

부산의 동부산권 기장군은 천혜의 절

경으로 기장8경 동암마을 시랑대로부터

대변죽도를 지나 일광해수욕장과 문오성

까지 해안 100리길을 보유한 유일한 해안

도시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개발과 아울러 지역경제와

성장 발전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관광산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촌의 특산

물과 동해의 깊고 푸른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안산책로 거리조성을 비롯한

충분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런 해안관광코스를 통하여 죽성굛두

호 유적지 탐방, 기장읍성과 돌담길, 농굛

수산물과 대게천국 기장시장, 장안사와

척판암 등 내륙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꿈의 암 치료기인 중입자

가속기가 준공이 되면 많은 해외 의료관

광객까지 예상되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

는 관광산업과 상품콘텐츠 개발에 심혈

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의 1/3 면

적의 넓은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에 있어

국내의 잠실롯데월드나 용인의 에버랜드

이상으로 아시아에서 일본과 싱가포르

두 군데 밖에 없는 국제적 테마파크인 유

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고

용증대와 경제효과는 물론 생산유발효과

도 엄청날 것이며, 연간 조세수입도 막대

할 것입니다.

1년 365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기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서 국가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우리 기장군이 이 같은 천혜의 자연환

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과 유치를 통

하여 동부산권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성장발전에 앞장서는 관광도시 기장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봉사와

민원 119 김종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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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10월 12일, 군수와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릫부산광

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굛과

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

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릮

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17건

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부터는 허

례허식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

기 위해 개회식 생략 등 의식

간소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

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이는 제232회 정례회

에서 릫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회의규칙릮을 일부 개정하면서

개원식과 연초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한 임

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회기 첫날인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릫회기 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릮, 릫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

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릮,

릫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릮, 릫휴회

의 건릮을 처리했다.

이어서 10월 15일부터 16일까

지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

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

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릮,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릮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굛

의결했으며 16일부터 17일까지

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릫부산광역시 기장군 낚시통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안릮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굛

의결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10

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송부된 각

종 안건을 처리한 후 군정질문

(맹승자 의원)과 5분 발언(우

성빈 의원, 박우식 의원, 김종

률 의원, 김혜금 의원)을 실시

했다. 황운철 의장은 회기기간

고생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

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환절

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당부

하면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

무리했다.

기장군의회제233회 임시회개회

군민생활향상을위한각종조례안 17건 처리

릲악취해결을위한실효성있는공청회필요릳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

료의원 여러분굩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릫뜨거운 감자릮 영어의 핫 포테이토

(hot potato)를 직역한 것으로 미국인

들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

감자를 오븐에서 갓 구워내면 뜨거워

손으로 집거나 하면 데기 십상입니다.

또 한 입 베어 물기라도 하면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

운 감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

주 민감하고 곤란한 사안, 문제, 그렇습

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머릿속에

지금 불현듯 스쳐지나는 참 다루기 어

려운 그 문제,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양

수길 55-52 길게 이어진 산단로를 사이

에 둔 아파트 단지와 가깝게는 직경 200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 인구 8만이 거주하는

신도시라는 이름 앞에 버젓이 들어서

악취와 분진을 일으키지만 누구도 시원

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 NC메디, 그것이 바로 이 손으로도

저 손으로도 잡을 수 없고 삼키지도 뱉

지도 못하는 현재 기장군의 릫뜨거운 감

자릮입니다.

지난 9월19일 NC그룹에서 기장군의

회로 수신한 협조공문에서 NC메디는

의료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진 및 악취에 대한 몇 가지 해결방안

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소각장

을 이전, 최신 고온소각로로 교체하여

냄새와 분진을 100％연소시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소각설비

교체 및 토지 취득 등 업체 이전에 드는

제반 비용은 NC그룹의 자체자금과 사

제를 출연해 처리하겠다고는 하나 문제

는 이전지가 기장군 관내여야 하며 이

전지는 기장군과 정관읍 주민들이 협의

하여 지정해 달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

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29일, 이미 NC메디

측의 이러한 협조공문을 기장군에서도

회신받은 바 있으나 이후 기장군의 입

장표명은 물론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올해 5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 운

영하여 24시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는 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악

취 및 분진 해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주민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NC메

디 측이 기장관내 이전이라는 단서를

내세우면서 기장관내 5개 읍면 어느 지

역에서도 이전에 찬성하는 지역이 없다

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한마디로

뜨거운 감자 맞습니다. NC메디의 악취

문제는 10여년전부터 지속적인 민원 등

으로 정관읍 내에서는 민감한 사안이긴

했으나, 사회적으로 가시화 되어 대두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군수님께

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2017년 1인 시위를 하면서입니다. 결국

지금은 기장관내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

국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NC메디의 이

전을 받아들일 지역은 단 한곳도 없으

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일 언론에서 정관읍의 악취에 대해

군수님의 1인 시위, 주민들의 항의 방문

등을 보도하기 바쁜데 어느 지역에서

NC메디를 손잡고 환영할 리가 있겠습

니까.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이전에

군수님 이하 관련 집행부에서 낙동강유

역환경청과 NC메디를 설득시키고 이해

시키는 협의과정을 제대로 거쳐 발빠르

게 조건이 허락하는 타지역으로의 이전

을 추진했더라면 NC메디가 지금처럼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로

기장군과 정관읍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

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9월21일 군정질의에서 본의원의

악취 관련 질의에 대해 군수님은 대부

분의 주민들이 악취문제에 대해 잘 해

결되고 있다고 느끼고 별 문제가 없다

는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동영상

을 접한 수많은 정관주민들은 깊은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바

라보면 잠을 이룰 수 없음은 물론 타 지

역으로의 이사를 깊이 고민하기도 한다

합니다. 타 지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

장만의 복지혜택들, 이유야 어떻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 무더위에 창문

꽁꽁 걸어닫고 건강하게 숨쉴 권리조차

박탈당한 정관주민들에게 NC메디의 악

취와 분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복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근처 순수군비 1000

억이 투입되는 이름하여 꿈의 행복타운

사업은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

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

원이 쇄도하는 NC메디 문제에 관해서

는 지난 10년간 주민공청회 한 번 군에

서 열지 않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8만 정관주

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본 의원이 공식

촉구합니다.

기장군은 하루속히 민,관,NC메디가

함께 모여 악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효성 있는 공청회를 기획해 주십시

오. NC메디 또한 기장관내 이전만을 고

집하지 말고 입지조건이 허락하는 타

지역의 이전도 고민하고 부지선정에 적

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기장군 또한 사회적 이슈로 만든 것

에 만족하지 마시고 군수님 이하 관련

집행부는 단기적 악취 저감장치시설 지

원 등을 시작으로 중.장기적 대책 마련

에 집중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

다.

8만 정관주민은 건강하게 숨 쉴 권리

가 있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황운철의장, 원전소재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8대회장에선임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의

번영과 원전 관련 현안문제에 공

동 대응키 위해 원전소재 시군의

회 의장들로 구성된 원전소재 시

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기장, 영

광, 울주, 울진, 경주) 2018년도

제2차 회의가 10월 10일 울주군

의회에서 개최됐다. 협의회 규약

에 따라 제8대 공동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우리군 의회 황운철 의

장이 선임됐으며, 향후 1년간

(2018.7.1. ~ 2019.6.30.) 협의회를

이끌어 간다. 신임 황 회장은 개

회사에서 릲원전소재 시군의회 공

동발전협의회가 구성된 지 어느

덧 8년, 그 동안 원전관련 각종

사고들을 비롯한 원전 내부의 안

전문제, 그리고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공통

의 관심사를 갖고 공동 대처해왔

다.

이제 원전소재 지역 공동 발전

방안과 지역주민 안전 및 복지증

대를 위하여 본 공동발전협의회

가 형식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협

의회로 발전해 가기 위한 많은

조언과 대안 제시로 함께 나아가

자릳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8대 원전

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활동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

며, 내년 3월에 계획된 정기회와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울진군으

로 일정을 변경했으며 세부적인

계획은 내년 1월 중 간사회의에

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원전소재 시굛군 의회 공

동발전협의회는 원전 관련 정부

의 원전정책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공동대처하고 원전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 9월 27일

결성되어 그 동안 원전안전과 사

용후 핵연료 관리방안 대책수립,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원전

소재 지역의 재정지원 등 원전

관련 현안 사항에 적극 대처해

왔다.

룆 룇

기장군의회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아래의 주제에 대해 군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했다.

-질문자 : 맹승자 의원

답변자 : 군수

Q. (화면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군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 업종과 업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는

지? 자료를 살펴보면 수의 계약시 업태가 부동산이

고 종목 임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해당질문은 군수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

닌 것으로 생각함.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님에게 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Q. 이것은 질문이 아니며 군수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임. 모든 일에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관공서

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에서부터 지적사항이

나오는 우리 군 실정을 보면서 앞으로 군수님이 이런

기본부터 잡아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여쭤본 것임.

Q.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식의 차이점이나 장단점

은 무엇인지?

A.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님. 수의계약은 2

천만 원 미만이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음.

Q. 2010년 군수님 초선에는 수의계약이 2억, 2011년

도 2억 9천, 12년도 1억 5천이었음. 재선이 된 2014년

도에 160억, 2017년도에는 375억을 넘었음. 첫 취임시

와 비교하여 약 200배 가까이가 증가하였는데 이 부

분에 대하여 확인이 되었는지? 군수님 첫 취임 해에

2억이었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375억이 넘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의논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임.

A.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임. 보

편굛타당한 입장에서 부서의 판단을 존중하며, 단순

히 수의계약 많으면 나쁘고, 적으면 잘 되는 거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됨. 수의계약과 관련하

여 감사도 여러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

이 늘었다고 해서 지적 받은 적은 없음.

Q.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며 수의계약 기

준이나 업체선정기준 어떻게 되는지? 하자보증 이행

지급각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 이행지급각서와

보증서가 있는데 대부분 지급각서로 진행되고 있음.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해주는 보증서가 기본이 돼야

하는 게 아닌지?

A. (담당부서 과장) 기장군 사무전결규칙에 의하

면 회계 재무 계약 사무에 대해서 규칙이 정해져 있

으며(금액에 따라 재무관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분임

재무관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음) 규정과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있음. 하자보증 이행지급

각서와 보증서 여부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3

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Q. 계약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

지, 어떤 사업 어떤 면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이

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게 규정과 법에 준수

하는 것임. 비록 각각의 2천만원 계약에 대한 제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업체라 하더라도 신설업체(사

업등록-2017.1.24., 건설업등록-2017.2.24.)가 기장군에

대한 아무런 실적도 없으면서 2017년 3월 9일부터 기

장군에 수의계약을 시작, 3월 9일서부터 12월 28일까

지 43건의 수의계약이 맺었으며, 그 금액은 9억 원 가

까이 되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의

보편적인 사례인지? 기장군에 건설업으로 등록된 지

13일밖에 되지 않는 실적이 전무한 업체(현장 대리인

미상주 의심 및 이중취업 여부 등은 필히 확인 요청)

에 이렇게 많은 금액과 건수가 왜 이렇게까지 되는

지 그 부분이 제가 의심스러움. 제가 수의계약에 대

하여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에서

어긋나고 허술한 점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갈 것임.

Q. 관내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호우 시 좌광천 하천 구역 내 설치한 편의시설들이

자주 잠기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대안, 대책에 대

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음.

※ 위 내용은 군정 질문 및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 것으로 추가 질문 등 전체 내용은 기장군의

회 홈페이지(회의록검색-군정질문/답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수능식단현미굛잡곡밥좋아…유제품은피하세요

도시락 추천 식단과 피해야 할 음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

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식단 관

리에 신경 써야 한다. 수험생들은 스트

레스로 인해 소화기관이 예민해질 수 있

고, 식사에 따라 컨디션이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 도시락을 싸야하는 부

모는 고민이 많다. 수험생의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식단과 피

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

수능 식단을 준비할 때는 간을 심심하

게 하고 식감은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밥은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집

중력 향상에 좋다. 다만 평소 현미나 잡

곡이 잘 소화되지 않는 수험생이라면 역

효과가 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육류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좋다. 닭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된다. 오리고기는 비타민

이 풍부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 사

고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비타민B가

풍부한 달걀, 멸치, 버섯, 콩자반 등과 두

뇌활동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 같은 반찬

도 좋다. 다만 땅콩은 기름 함량이 높아

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다량 섭취

는 피해야한다. 채소 찬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나물, 단호박찜 등이 좋다.

간식으로는 집중력 향상에 좋은 초콜

릿, 에너지바 등을 챙기면 좋다. 특히 다

크초콜릿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

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생우유를 가공

하여 만든 유제품이다. 특히 찬 우유나

유제품은 배탈을 일으키기 쉽고 유당불

내증이 있는 수험생들의 컨디션을 망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또한 돈가스, 치킨너겟 등 냉동식품이

나 햄, 베이컨 같은 인스턴트식품은 피

해야한다. 이러한 식품은 지나치게 기름

져 배탈을 유발할 수 있다. 원기회복에

좋다는 장어구이도 수능 반찬으로는 좋

지 않다. 뱃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소

화가 오래 걸리고 두뇌 활동을 느리게

한다.

건강해 보이는 릫쌈밥릮 등 채소 위주의

식단도 수능 도시락으로는 좋지 않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장운동을 촉

진해 화장실을 자주 갈 위험이 있다. 식

이섬유는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시험 당

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잠이 오는 상

추나 바나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카

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는 게 좋

다. 특히 수능시험 전 날에는 스스로 뇌

가 깨어있기 때문에 각성효과를 주는 카

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에 아침은 꼭 챙

겨먹는 것이 좋다. 아침 식사는 뇌를 활

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고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 쉽게 피로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침은 꼭 챙겨먹어야

한다.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식

사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2018년 11월 1일(목요일)제273호

논술문에서의요약하기

글을 릫읽는다릮는 행위는 문자로 이루어

진 기호를 읽고 그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글을 읽

을 때 문장 또는 글에 들어있는 의미를 간

추려 그 글이 뜻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독

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요

약하기가 필요하다.

요약하기는 주로 주제문인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내서 전체 주제에 맞게

재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뒷받침 문장인

부연 부분을 삭제하거나 여러 개의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대치

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난 명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논술문에서도 요약하기는 중요하다. 논제 자체가 요약을 요구하

는 문제도 있고, 과제 제시형 문제의 경우에도 주어진 자료를 읽고

릫그것을 바탕으로, 또는 참고로 하여릮 등 다양한 정도의 활용을 의미

하는 제시어를 포함하기도 한다. 제시문은 문학, 철학, 예술, 경제,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자료로 주어지는데 논제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서는 요약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요약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한다. 잘 읽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와 각 문단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찾아서

요약할 때 어디에 배치할지 생각해 본다. 집의 설계도를 알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집을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선 전체 글을 읽으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곧 주제를 파

악하는 일인데 이는 필자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나 구절을 표시하면

서 읽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문단별 중심문장을 찾는다.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대표적인 글로 다른 부연 문장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중심 문장

을 연결하는 것이 요약은 아니다. 각 문단의 핵심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필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스스로의 문장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약은 필자

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품은 내용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논지를 잃

지 않은 독자의 문체나 개성이 담긴 글이기도 하다.

요약을 잘 하려면 많이 읽고 어휘력이 좋아야 한다.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휘력이 낮을 것이고 낯선 단어나 용어가 나오

면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요약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많이 읽다 보

면 문장의 구조가 익숙해지고 낯선 어휘가 적어 글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래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쉽고 중심 문장과 뒷

받침 문장을 구분하고 핵심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또 평소 짧은 문단으로 요약하기 연습을 해보면 좋다. 중심 문장

이 명확한 문단으로 연습을 시작해서 잘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문단으로 요약해보고 익숙해지면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을 문

단별로 중심 문장을 찾고 각 중심 문장을 연결해보고 전체 주제문이

드러나도록 재구성해 본다.

처음부터 긴 글, 어려운 글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쉽

게 할 수 있는 글을 선택해서 하다가 보면 웬만한 글을 요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어휘력도 독해력도 요약도 글쓰기도

결국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더나은형을따라잡는동생이되려면

이야기로풀어보는한자성어

後生角高 후생각고

▶뒤에 난 뿔이 더 크다

靑出於藍 청출어람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우리 속담에 릫형만 한 아우 없다릮란 말

이 있다. 모든 일에 아우가 형보다 못하

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형은

먼저 태어나 세상을 먼저 알았고 경험도

많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하는 지혜를 동생이 먼저 제시할 수

도 있다. 여러 의견을 모아야 난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이기도 한다. 그러니 후배라고, 후진이라

고 함부로 묵살하다가는 큰코다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릫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릮란 속담을 그

대로 번역한 後生角高(후생각고)란 성

어를 먼저 알아보자. 후배가 선배보다

더 업적을 내었다거나, 훌륭한 아버지보

다 아들이 이어받아 더 큰 영예를 얻게

되었을 때 적합한 말이다. 젖먹이동물이

공격이나 방어의 수단으로 쓰는 뿔이 사

슴이나 노루의 경우에는 번식기를 전후

하여 탈락하고 새로 생긴다고 한다. 우

뚝하다는 말은 한약재의 녹용이나 녹각

으로 쓸 때 나중에 떨어진 뿔이 더 단단

하고 커서 가치가 높아 나온 말이다. 조

선 후기의 실학자 李德懋(이덕무, 懋는

힘쓸 무)가 수집 한역한 속담집 릮洌上方

言(열상방언, 洌은 맑을 렬)릫에 실려 전

한다.

뒤에 생긴 것이 앞의 것보다 훨씬 낫

다는 것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靑出於藍(청출어람)이다. 집집마다 교훈

으로 많이 썼던 말로도 유명하다. 물들

일 때 남색의 염료로 사용되는 릫쪽릮이라

는 한해살이풀이 藍(람)이다. 이 쪽의

줄기는 붉은빛을 띠는 자주색이지만 열

매서 뽑아낸 색깔이 더 푸른 데서 나온

성어다. 중국 戰國時代(전국시대) 때의

사상가 荀況(순황)은 性惡說(성악설)을

주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릫荀

子(순자)릮라는 책 勸學篇(권학편)에서

유래한 말이다. 릫푸른빛은 쪽풀에서 뽑아

내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

이 얼어서 이뤄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릮

라고 예를 들면서 학문을 끊임없이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깊이 파고들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도 나타날 수 있다

는 가르침이다.

사람의 능력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능

력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다가 코를

싸맨 刮目相對(괄목상대, 刮은 긁을 괄)

의 고사도 있다. 뒤따라오는 후진들이

부단히 노력하여 눈을 비비고 놀라 바라

보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가

만히 있는데도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앞길을 개척한 선인들의 좋

은 점을 본받고 꾸준히 새롭게 생각하는

학습태도를 지녀야 할 일임은 말할 필요

도 없다.

안병화 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 2018- 1475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공고
룗지방회계법룘 제38조 제2항 및 룗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지정 및 운

영에 관한 규칙룘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금고)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사항

금융기관명 취 급 업 무

농협은행

(기장군지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10개(동남권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군민
체육공원및월드컵빌리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
활안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강증진
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주차장, 지하수관리)

- 기금 7개(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장학기
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 특별회계와 기금은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음

2. 약정기간 : 2019. 1. 1. ~ 2022. 12. 31. ▷ 4년간

우리의문화를소개합니다

직업의세계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 안내만을 담

당하는 가이드와 달리 관광객들에게 우

리의 문화유산이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

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전문 해

설가입니다. 관광객이 우리 고유의 문화

유산이나 관광자원, 풍습, 생태환경, 해

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2015년 정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

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기관 15곳을 선

정하였고 이곳에서 이론 및 현장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이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고, 문화유산시민단체에서 자원봉

사자로 활동하거나, 여행사 등 기업에

소속되어 체험학습강사로 활동할 수 있

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

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외국어 문

화관광해설사도 있습니다.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www.work.go.kr)

조영희

독서지도사



2018년 11월 1일(목요일) 제273호

문항(8개) : 탁구라켓, 촛불, 은행잎, 빵, 우유갑, 통조림, 사탕,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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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꼽 → 눈곱

눈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 또는 그것이 말라붙은 것.

(예)세수하면서 눈곱을 닦다.

○ 부주 → 부조

잔칫집이나 상가(喪家)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

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예)친구의 결혼식에 부조를 했다.

○ 닭계장 → 닭개장

릫닭개장릮은 쇠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어 육개장처럼 끓

인 음식을 이르는 말로 릫닭계장릮이라고 하는 것은 릫닭 계

(鷄)릮를 연상하기 때문이지만 릫육개장릮과 관련이 있으므

로 릫닭계장릮으로 적을 근거는 없다.

(예)쌀쌀한 날씨에는 얼큰한 닭개장이 어울린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참가자모집

월 화 수 목 금 토
입교 셔틀버스 입교

월 1회
주말체험

1교시 조례 (출석체크/건강 상태 확인) 및 저녁식사

2,3교시

시사,역사
를 거꾸로
보기
(국어)

오카리나
/기타
/자연물
공예

따라가는
수학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생활과학
/생활스포츠

4교시
뢾나머지 학습뢿

주간 일기/ 플래너/ 보충학습/ 단어시험
귀가 셔틀버스 귀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청소년 방과후 아카

데미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함께 뜻깊은 한해를 보낼 수 있는 기

회이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주요활동

▷ 워터파크체험, 수영, 샌드아트, 진로체험(한국잡월

드, 서울대학탐방), 스키캠프 등

○ 모집내용

▷ 대상인원 : 정관읍내 예비초등 6학년 20명 / 예비

중학교 1학년 10명

▷ 운영기간 : 2019. 1. 1.~ 2019. 12. 31. / 연간 운영

※ 급식 제공, 셔틀버스 운행

▷ 운영시간 :학기중 16:30 ~ 21:00 /방학중 09:00 ~ 16:00

▷ 캠프 : 건강관리, 심리상담, 봉사활동, 지역참여활

동, 진로탐색체험, 숲 캠프 등

▷ 특전 : 담임교사제, 건강관리, 심리상담, 봉사활동,

지역참여활동 등

○ 신청기간 : 2018. 11. 1.(목) ~선착순 마감굩

○ 신청과정 : 접수 → 개별상담(시설견학) → 서류제출

→ 등록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792-4919

릲기장푸드마켓릳이용안내

■ 이용방법
○ 마켓위치 :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21번길 9(금강궁전

빌라 옆)
○ 이용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잔여인원으로 인해 후순위자인 수급자까지 대상
자 확대

※ 기존인원 포함 500명 선착순이며, 이후 등록자는
대기 순번에 따라 이용 가능.

○ 이용시간 :월~금요일 10:00 ~ 17:00(토굛일굛공휴일 휴무)
○ 이용기간 : 6개월(등록한 날 포함한 달부터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 이용기준 : 무료이용, 월 5점수 이내 품목 선택 가능
○ 준 비 물 : 신분증, 해당자격 증명서, 장바구니
○ 이용가능물품 : 가공식품, 농굛수굛축산물, 생활용품,

기타 간식류 등
※ 기부물품에 따라 이용가능 품목은 수시로 달라짐.

■ 주의사항
○ 푸드마켓 지원 물품은 판매 또는 타 매장에서 교환

하실 수 없습니다.
○ 그 달에 이용을 못하신 경우에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기부식품 및 기부량에 따라 지원되는 식품의 종류

와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

고 기간 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 기간경과 후 섭취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부자 및 푸드마켓 책임 없음.

■ 이용 및 후원 문의 : 전화 722-4006 (기장푸드마켓)
※ 버스이용시 : 36, 139, 180, 181, 182, 188 뢾대라리사

거리뢿하차

내집마당주차장갖기지원사업

주거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여유

공간에 주차장 건립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자기소유 주택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도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경우

○ 신청 기간 : 연중 (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선착순)

○ 신청 장소 : 기장군 선진교통과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각 1부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지원 금액 : 설치비의 70％ 범위내 4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 지원

○ 추진 철차

▷ 신청 ⇒ 현장확인 ⇒ (사업결정시) 신청자 자체 공

사시행 ⇒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신청 ⇒ 현장확

인 후 (이상없을 시)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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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단 건물철거굛멸실 시는

제외)

선진교통과(709-4571)

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 합창발표회 참가
뢾장안제일고등학교합창단뢿

제40회 고등학교 합창 발표회가 9월

11일 부산광역시 학생교육 문화회관(관

장 장원규)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

는 부산시내 고등학교 중 장안제일고,

건국고, 경혜여고 등 9개 합창단 총 500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본 합창발표

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

램 참여와 청소년 문화예술 발표 기회

요구에 부응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릫예술로 행복한 학교

조성릮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 관장은 릲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

하는 합창발표회는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화합의 장릳이라면서 릲바

쁜 학교생활과 입시준비 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힘

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기쁨과 감동의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릳고 말했다.

장안제일콘서트콰이어(이하 콘서트

콰이어)는 2017년 6월에 고성대 지도 선

생님과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창단됐다. 이

합창단은 2017년 제6회 한국청소년합창

제에 대상(교육감상)을 수상했고 2018

년 제6회 부산 청소년 열린 축제 문화예

술부문에서 대상(부산시장상)을 수상

했다.

이번 대회에서 콘서트콰이어는 첫 번

째 곡으로 뮤지컬 영웅 중 릫장부가릮, 릫그

날을 기약하며릮를 김주흔, 김시훈 학생

이 직접 편곡해 노래했다. 이 곡을 통해

합창단 81명의 학생들은 안중근의 애국

심을 본받고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진 독

립 운동가를 기억하며 관객들에게 애국

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에 학생들은

태극기를 들고 진지하게 공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두 번째 곡으로는

뮤지컬 위대한 쇼맨 중 릫This Is Me릮를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신

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연했다.

이 합창발표회의 목표와 더불어 학생

들은 합창을 하며 평소에 학업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를 학급 친구들과 노래하

며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 학년이

함께하는 합창단으로 후배가 선배에게

도움을 주고 선배가 후배에게 가르침을

주며 함께 공연을 완성해 나갔다. 이것

을 통해 학생들은 협동심과 나라를 사랑

했던 분들의 애국심을 배울 수 있는 기

회가 됐다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

했다.

우측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학생들의 제

40회 합창발표회를 직

접 시청할 수 있다.

한가이 학생명예기자(장안제일고)

커피 없인 못살아~굩 - 바흐, 커피 칸타타

■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

(J. S. Bach, Coffee cantata, Schweigt stille, plaudert nicht, BWV211)

오늘날 커피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

는 안 될 중독 같은 음료가 되고 말았다.

나에게도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는 그

무엇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활력소이자 기쁨이기 때문이다. 커피에

대한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커

피는 벌써 17세기에 유럽으로 건너와 많

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음료였다. 영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커

피 하우스가 독일은 물론 파리로 건너와

볼테르와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카페에

서 지성적인 토론을 하며 자유사상을 꽃

피우기도 하였다.

음악계에서 커피 애호가는 누가 있을

까? 보통 B로 시작하는 세 명의 대 작곡

가, 바흐 (Bach) 와 베토벤(Beethoven)

그리고 브람스(Brahms)를 꼽는다. 브람

스는 자신의 커피는 본인이 직접 끓여야

만 그 맛을 낸다고 하였으며, 베토벤은

한잔에 60개의 커피콩을 세어 심혈을 기

울여 만들었다고 한다. 커피에서 60가지

의 영감을 받는다는 그에게 커피는 영감

의 중요한 원천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바흐는 커피에 대한 사랑을 담

은 릲커피 칸타타릳를 남겼다. 작곡가는 역

시 음악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바흐가 라이프치히에서 근무하던 당

시 그는 콜레기움 무지쿰(Collegium

Musicum)이라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지

휘(1729-1739) 하였다. 당시 라이프치히

에서 제일 큰 커피 하우스 릲카페 침머만

(Cafe Zimmermann)릳에서 학생들과 정

기적으로 콘서트를 열곤 하였는데, 릲커

피 칸타타릳도 이 장소에서 연주되었던

곡이다. 재미있게도 릲카페 침머만릳은 바

로크 앙상블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

어져 오고 있다.

이 곡은 세속 칸타타로 분류되긴 하지

만 실은 작은 코믹 오페라에 가깝다. 소

프라노, 테너, 베이스 성악성부가 나오

고 단출한 악기 구성으로 고전 플릇

(Traverso),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쳄발로가 나온다. 레치타티보와 아리아

가 솔로 악기들과 함께 번갈아 나오다가

끝으로 갈수록 악기들의 성부가 합쳐지

고 성악가들도 합창을 한다.

스토리는 커피를 너무 사랑하는 딸과

그녀에게 커피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아

버지의 이야기다. 하루에 세잔의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딸에게 커피

는, 천 번의 키스보다 사랑스럽고 무스

카테 와인보다도 더 부드럽다. 딸은 급

기야 자신에게 커피를 허용하는 남자와

만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의 이 곡은 이

시대에 커피가 얼마나 사랑받는 음료였

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왜 그녀의 아

버지는 커피를 금지 하였을까? 이는 건

강상의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당시에는 커피가 아주 비

싼 수입품 이었기에 커피를 자주 마시는

행위는 사치스럽다고 여겼으며, 여자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불임이 된다는 잘못

된 소문이 있었기에 아버지는 딸에게 커

피를 금지 시킨 것이다.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카페에서 콘

서트를 여는 행사가 많이 있다. 커피와

케이크를 먹으며 음악을 듣는 시간만큼

달콤한 것도 없을 터. 커피 칸타타를 들

으며 음미하는 한 잔의 커피가 더 특별

하게 느껴진다.

김윤영 음악칼럼리스트



사단 법인 대한산악 연맹굛부산광역시 연맹

회장 :류호석 010-9665-2265

사무국장 :류제만 010-2565-1113

산행하는날 :매월 4주차(일요일)기장출발

자연과산을닮아가는사람들굩 부산상공회의소자격평가

평가구분 종목 비고

사무정보역량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

컴퓨터활용능력(1,2급) 국가기술자격

IT Plus(Level 1~5) 국가공인자격

비서(1,2,3급) 국가기술자격

외국어역량

무역영어(1,2,3급) 국가공인자격

외국어능력시험(FLEX)
국가공인자격(듣기,읽기)
등록민간자격(쓰기/말하기)

상공회의소 한자(1~9급)
국가공인자격(1~3급)
등록민간자격(4~9급)

회계세무역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국가기술자격

유통관리 및
마케팅 역량

유통관리사(1,2,3급) 국가자격

전자상거래운용사 국가기술자격

전자상거래관리사(1,2급) 국가기술자격

전문기술역량

한글속기(1,2,3급) 국가기술자격

컴퓨팅사고능력(1,2,3급) 등록민간자격

부산상공회의소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영사 등 국가기술자격검정 등을 통해 기업

및 기관에 최적화되고, 실무에 능통한 인재양성에 힘

쓰고 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강조하는 사

회적 분위기에 발맞추어 룙K-TEST(종합직무능력검

사)룚 검사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수험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설검정장을 주7일 항시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운용사의

경우 지방공무원, 법원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 검정 종목

○ 목적 :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

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 릫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

kr)/자료실/서식 자료실릮에서 다운로드

▷ 신고 방법: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

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가입안내

가수 서유석 초청

○ 일시 : 11월 10일(토)오후7시

○ 장소 : 주향교회

(정관읍 모전1길 52-1, LH7단지 아래 CU편의점 골목)

○ 문의 : 010-9062-8478

가을콘서트

＊위 행사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 지승길)은 교육 과정에서

생산한 도시락을 10월 18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30

가구에 전달했다.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화합과 어울림의 한 마당 축제

인 릫제9회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 대회릮가 10

월 24일 강서체육관에서 열렸다.

제16회 (사)한국수채화협회 수채화 아카데미 사생대회

가 10월 27일 통영에서 열린 가운데 철마면 주민자치센

터 배달강좌 수채화반 서기연, 정미경 특별상 수상 외 4

명 전원이 특선을 수상했다.

2018년 11월 1일(목요일)제273호

활기찬 실버시대

릲탁구 재능기부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릳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정관노인복지관은

2018년 2월에 문을 활짝 열었다. 복

지관은 개관하면서 릫비바청춘 봉사

단릮 이름으로 봉사자들을 모집하였

는데 첫 번째로 등록한 사람이 바

로 김해조(66) 씨다. 김 강사는 재

능기부로 탁구를 강습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탁구반 어

르신들에게 기본자세부터 고급기술

에 이르기 까지 최선을 다해 지도

하고 있어 인기 강사로 통한다.

릲45세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문득

릫퇴직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

동이 무엇일까릮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드는 운

동이라 직장생활 할 때는 가능하지

만 퇴직 후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

았고 테니스는 격한 운동이라 몸에

무리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

해 낸 것이 바로 탁구인데 그때부

터 2년간 직장 일을 마치고 저녁과

주말에 열심히 레슨을 받았다.릳며

김 강사는 탁구 입문에 대해 이야

기 했다. 릲탁구는 상대방만 있으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손쉬운 라켓 스포

츠다. 최근에는 미니 탁구대를 설

치하여 가족끼리 재미있게 치는 가

정이 늘고 있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릳며 김 강사는

탁구 장점을 소개했다.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들이 처음

에는 몸이 굳어져 릫탁구가 될까릮하

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몇 개월 지속적으로 레슨을 받고

나서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반응

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명희 명예기자

릲어려운이웃을위해써주세요릳

이성희뢾좌측 세번째뢿 씨는 시각

장애인 1급으로 비장애인이 보는

것의 10％만 볼 수 있으나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18년 동안 릫봉대산 지킴

이릮로 활동하면서 봉대산에 나무를

심어왔다. 또한 고추농사를 지어

수익금 중 100만원을 어려운 이웃

에게 전달해 달라며 10월 17일 기

장군에 기탁했다. 이 씨는 릲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 돈이 소

중히 쓰이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대표마라토너진보성씨

인생이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완주해야하는 마라톤에 비유될 때

가 많다. 또한 고독한 자신과의 싸

움이란 점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라톤하면 손기정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국민의 한 때문일까.

모든 운동이 집중력과 인내심 없

이 할 수 없지만 마라톤은 그중 최

고인 듯하다.

기장군을 대표해 달리고 있는

기장군청 마라톤 동호회 회원 진

보성(청소자원과) 씨는 무수한 마

라톤 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가진

마라토너이다. 2018년 3월 기장군

공무직으로 입사해 정관읍사무소

환경미화 업무를 맡고 있다. 작년

까지 울산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경기 불황으로 그만두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맛보고 있다.

기장군청 마라톤 동호회는 부

산, 울산, 경남권 마라톤 대회 중

연6~10회 단체로 참가 한다. 회원

들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많은 도

움을 받고 있는 일도 행복한 생활

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검도선수 출신으로 항상 운동을

해왔고 마라톤은 취미로 2007년부

터 시작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7

~8년을 쉬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시작한 후 지금까지 놀랄만한 기

록을 유지 중이다. 올해도 보성녹

차마라톤 대회 하프코스 우승, 거

제섬꽃마라톤 대회 하프코스 우

승, 부산바다마라톤 대회 10km 2

등이라는 믿기 힘든 성적을 만들

어 냈다. 체력이나 컨디션이 최상

이었던 2016년 다대포마라톤 대회

에서 하프2연패를 달성했을 때 가

족들과 함께 가장 기뻤던 순간으

로 꼽았다. 그동안 많은 대회에서

수상하고 인터뷰도 하다 보니 인

지도가 생겨 매사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사람들을 대한다.

그는 기장군을 대표해 출전하는

대회에서는 더욱 긴장하고 조심스

럽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이

한계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한

다. 또 릫기장군 홍보대사릮라는 주

변분들 칭찬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매

일 새벽 3시반경 기상해 1시간여

동안 연습을 한다. 봄, 가을에 마

라톤 대회가 많아 10월, 11월에는

매주 대회가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시간외에는 연습에 매

진 중이다.

그는 긍정적인 성격과 건강한

체력의 비밀은 오직 마라톤이라며

삶의 낙이고 활력소인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

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대회에서 기쁨을 나누는 기

회를 많이 만들고 상금도 더 기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누구나 하루 30

분만 꾸준히 연습하면 대회에 참가

할 수도 있는 대중적인 스포츠이므

로 체력관리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

과적인 마라톤을 사람들에게 널리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영지 수습명예기자

릲무한긍정의 삶 원천은 달리기릳 아홉산숲문백섭대표

국민훈장동백장수훈

농협회사법인(주)아홉산숲 문

백섭 대표가 산림보호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0월 18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

훈했다.

남평 문씨는 1600년대 기장군

철마 아홉산숲에 자리 잡은 후

400여 년 간 숲을 지키는 데 헌신

한 집안으로 9대 종손인 문 대표

는 숲지기 치과의사로 불리며 선

대의 과업을 이어받아 철마면 웅

천리 산262-1번지 일원 52ha 일원

을 1985년부터 관리굛운영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3년 산림

청으로부터 22세기를 위해 보존

해야 할 릫아름다운 숲릮으로 지정

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표는 체계적인 숲체험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

단체인 릫아홉산숲생명공동체릮를

2005년에 설립해 전문가와 환경굛

시민단체의 다양한 자문과 연구

를 바탕으로 아홉산 숲의 자연환

경에 적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홉산 숲의 명물인 거북

이 등껍질같이 생겼다는 구갑죽,

호피무늬에 검은색 반점이 있는

반죽, 마디가 수평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포대죽, 황금색을 띄며

불규칙한 녹색띠가 특징인 황금

죽 등 특색 있는 대나무를 주제

로 한 숲 체험 프로그램은 바람

소리와 어우러지는 이색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대나무 벌채목 등을 활용한 숲

속 놀이터와 계절별 다양한 야생

화 단지, 2016년 수령 400년 이상

의 수목 116그루를 보호수로 지

정해 다양한 볼거리로 2017년 연

간 프로그램 이용객이 2만 명 이

상이 참여하고 있다.

기장군은 릫행복동행, 나눔가게릮에 참여해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물조은온천, 달음산사우나 등 목

욕업체에 10월 15일 현판을 전달했다.

기장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서현)는 10월 13

일 중앙공원에서 관내 12개소 국공립어린이집과 연합해

1천여명이 참가한 릫보육아동 가족 걷기대회릮를 열었다.

현대자동차(주)가 주최한 릫2018 현대자동차배 초굛중굛고

야구대회릮가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릫기장-현대자동차 드

림볼파크릮에서 개최됐다.

기장군은 릫행복동행, 나눔가게릮에 참여해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버블헤어샵 등 미용업체 21곳에

현판을 10월 16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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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천가을아침

정경수

한국문인협회 연구위원.국제펜클럽 선

임위원. 한국수필가협회 부산문인협회.

기장문협 고문. 부산카톨릭학 자문. 수

필문학 회장. 부산시조 부회장

릲모전지역상권살려야죠릳
제2회모전리예쁜장터열려

모전상인발전연합회(이하 모전상회)

에서 개최한 제2회 모이장 행사가 10월

13일 정관읍 모전공원에서 열렸다.

지역주민 천여명이 함께 한 이번

행사에는 모전리 상가를 주축으로 40

여개 점포 상인들이 참여했으며 각

종 식음료와 함께 수제 상품들을 선

보였다.

또 짬뽕 짜장면 빨리 먹기대회, 즉

석댄스대회, 물풍선 던지기, 슬라임

체험, 버스킹 공연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모전상회 관계자는 릲모이장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순수한 행사

로 매회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

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더 밀착된

아이디어로 작지만 강한 축제로 만들

기 위해 노력하겠다릳고 밝혔다.

기장문화원제10회 한시발표회열려

저소득어르신목욕무료쿠폰제공

일광면행정복지센터는 일광면지

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용

주), 문오성 해수탕(대표 김철수)과

관내 저소득 어르신이 정기적인 목

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목욕 무

료쿠폰을 제공하는 릫Happy Bath~목

욕 무료쿠폰 지원사업릮 업무 협약식

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위생관리가 힘든 관

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고 목욕을 통해 이웃의 따

뜻함을 느끼며 고독한 삶에 대한 스

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

됐다.

협약에 따라 일광면행정복지센터

와 일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

상자 추천과 가정 방문을 통해 어르

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문오성 해

수탕은 추천 대상자에 대해 목욕 무

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장문화원(원장 송영우)에서는

2018년 제10회 한시발표회(漢詩發表會)

를 10월 29일 릫장관청(將官廳)릮에서 개

최했다.

이번 시회는 서거정선생의 문집 [四

佳詩集補遺 第3券 / 詩類, 룍東國輿地勝

覽룎]에 실려 있는 근체시 칠언율시(七

言律詩)의 시제(詩題)가 릫機張릮으로 이

글을 차운(次韻)하여 작시(作詩)한 작

품들을 발표한 자리였다. 서거정 선생

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성종9년

(1478) 경상도순찰사가 되어 도내를 순

행하게 되는데, 다음해인 1479년 울산

에 들러 태화루에 올라 릫울산태화루(蔚

山太和樓)릮를 제영(題詠) 하였다. 그

후 기장을 들러서 당시 기장현의 모습

과 노구를 이끌고 한양과 천리나 떨어

진 이곳에 와서 자신의 피곤함을 이 시

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글은

탁영 김일손(1464~1498)이 지은 릫기장현

관기(機張縣館記)릮 보다 2년 앞서 지은

글로 현재 기장과 관련된 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경상

도순찰사로 경상도의 크고 작은 고을

을 두루 살펴보는 과정에 울산을 거쳐

1479년에 기장에 와서 지은 것으로 작

자가 돌아가기 9년 전에 지었다고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초 서거정으로부터 출발한 기

장의 전통 한시문화는 시대별로 다 소

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작자들의 글이

다수가 잘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기장문화원의 한문굛한시교실에서

는 지역의 한시문화 저변확대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열 번째

의 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시회를 개최한 장소인 릫장관

청릮은 조선후기 동남해안을 지키던 기

장현 소속의 군관들이 사용하던 집무

처이며 또 이곳은 한말 일제강점기 기

장 여성교육의 현장인 명정의숙(明貞

義塾)으로 사용되었다. 또 릫기장장터 3

굛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릮로 지정 되어 있는 기

장 역사의 중심에 있는 곳이다. 이곳

은 600년 세월의 기장 역사를 안고 있

는 기장읍성 내의 유일한 관아 건물로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기

장 고도육성(古都育成)의 중심 유적

지이다.

특히 올해는 릫차성천년(車城千年)릮

기념행사로 이번 발표회에서는 회원들

이 선생의 원운시에 차운하여 근체시

17수를 작시하였다. 이 시회를 통하여

과거 서거정의 한시로부터 539년 전에

출발한 선조들의 사유와 한시문화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기장 지

역의 한시문화 전통을 계승굛발전시키

는 계기가 되며 또한 한시학문 정진을

함께 기대해 본다.

한림당(翰林堂)황구(黃龜)

기장문화원 한문굛한시교실 지도강사

2018 기장 초중등 학교별 특색교육

발표회가 10월 14일 기장 소울메이트

에서 열렸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

는 특색교육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교운영위

원과 학부모회 학부모 등이 참여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색교

육 사례를 설명했다. 총 14개 학교의

사례가 소개됐으며 이 중 7개 학교는

현장에서 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홍정혜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5지

구굛중등2지구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릲교육은 이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

라고 생각한다릳면서 릲모두가 교육주

체이며 관심을 갖고 무언가에 힘을

모아 주셨을 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릳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5지구굛중등2지구 운영위원장연

합회가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고리원자력본부와 정관타임스가

후원했다.

기장군보육교직원힐링캠프
릫현장은나의경험학교릮사진공모전시상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고은미)는 10월17일 보육교직원 300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릫제2회 보육교직

원 힐링캠프릮를 실시했다.

이날 힐링캠프에서는 릫현장은 나의

경험학교릮 사진 공모전과 아동권리

헌장 낭독, 보육교직원 사기증진을

위한 릫벙어리장갑릮 연극 관람이 진행

됐다.

특히 이번 사진공모전은 어린이집

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학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학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증대되어 있

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하고 보육교

직원의 자긍심 제고와 신뢰 회복을

위한 장을 위해 마련된다.

또한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일상생

활 속 만남과 해맑은 모습이 담긴 사

진 중 25장을 선정해 행복상, 공감상,

나눔상, 사랑상, 재미상, 인기상을 시

상하기도 했다.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긍정적인 보육문화를 만

들어 보육교직원과 아이들이 행복한

기장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장군

에서 예산을 지원해 동명대학교에 위

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장난감 도

서관 운영, 상상놀이터 등 체험실 운

영, 부모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기장초중등학교특색교육발표회가져

계절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 어르신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1 기장병원 723-0171 기장읍 25 평거요양병원 747-0079 기장읍

2 새소망요양병원 722-4848 기장읍 26 현대요양병원 721-7582 기장읍

3 경동정형외과의원 722-8500 기장읍 27 녹십자의원 727-3355 장안읍

4 계영의원 724-7511 기장읍 2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장안읍

5 국민건강의원 723-0300 기장읍 29 염광의원 727-5808 장안읍

6 권태경내과의원 723-8275 기장읍 30 우리의원 721-7272 일광면

7 기장연세요양병원 741-7525 기장읍 31 정관일신기독병원 780-0596 정관읍

8 기장정형외과의원 758-4119 기장읍 32 김보성이비인후과의원 728-0365 정관읍

9 김사영소아청소년과의원 721-8601 기장읍 33 더본정형외과의원 723-7600 정관읍

10 다솜메디칼의원 723-8880 기장읍 34 드림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070-7701-7559 정관읍

11 동부산정형외과의원 724-6060 기장읍 35 수연합내과의원 728-0576 정관읍

12 박소아청소년과의원 721-0730 기장읍 36 수이비인후과의원 727-0575 정관읍

13 서울아산내과의원 722-1888 기장읍 37 스마트가정의학과의원 727-7515 정관읍

14 신세계정형외과의원 722-5005 기장읍 38 아이앤젤여성의원 722-3579 정관읍

15 연합의원 721-1722 기장읍 39 정관늘편한내과의원 714-6846 정관읍

16 옥내과의원 724-5527 기장읍 40 정관우리아동병원 727-7811 정관읍

17 우리이비인후과의원 722-9636 기장읍 41 정관은혜의원 727-1845 정관읍

18 복있는요양병원 529-1524 기장읍 42 정관이비인후과의원 987-8275 정관읍

19 이광욱내과의원 722-9957 기장읍 43 정관제일의원 728-3115 정관읍

20 이배혁이비인후과의원 721-0561 기장읍 44 정소아청소년과의원 728-2225 정관읍

21 이재관내과의원 721-0053 기장읍 45 조훈내과의원 728-1253 정관읍

22 정원택내과의원 722-7579 기장읍 46 코엔이비인후과의원 728-1026 정관읍

23 차외과의원 724-4434 기장읍 47 한빛메디칼의원 728-8779 정관읍

24 최정숙내과의원 724-0008 기장읍 문의: 기장군 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 무료접종

○ 어린이 :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릫06.1.1~릮18.8.31.출생자)

▷ 기간 : 2018. 10. 2. ~ 2019. 4. 30 ※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30개소에서 접종

○ 어르신 :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 12. 31.이전 출생자)

▷ 기간 : 만 75세 이상 2018. 10. 2. ~ 11. 15/ 만 65세 이상 2018. 10. 11. ~ 11. 15.

※ 어르신 위탁의료기관 47개소에서 접종

○ 취약계층 : 기장군민 중 장애인(1~3급),의료급여(1~2종),국가유공자(본인)

▷ 기간 : 2018. 10. 11. ~ 11. 15. ※ 주소지 관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유료접종

○ 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13세 ~만 64세)

○ 장소 : 보건소 / 정관굛장안굛철마 보건지소

○ 기간 : 2018. 10. 17.(수) ~ 11. 30.(금) 오전 09:00 ~ 12:00,오후 13:00 ~ 17:00

※ 토굛일굛공휴일 제외

○ 요금 : 1인 기준 8,000원(현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백신 소진 시 예정된 기한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의료급여증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질환자,임신부의 경우 전문의가 있는 병의원을 이용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을시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1 기장병원 723-0171 기장읍 11 이배혁이비인후과의원 721-0561 기장읍

2 계영의원 724-7511 기장읍 12 정원택내과의원 722-7579 기장읍

3 국민건강의원 723-0300 기장읍 13 녹십자의원 727-3355 장안읍

4 권태경내과의원 723-8275 기장읍 14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장안읍

5 기장사랑여성의원 723-0760 기장읍 15 정관일신기독병원 780-0596 정관읍

6 김사영소아청소년과의원 721-8601 기장읍 16 김보성이비인후과의원 728-0365 정관읍

7 다솜메디칼의원 723-8880 기장읍 17 드림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070-7701-7559 정관읍

8 박소아청소년과의원 721-0730 기장읍 18 수연합내과의원 728-0576 정관읍

9 우리이비인후과의원 722-9636 기장읍 19 수이비인후과의원 727-0575 정관읍

10 이광욱내과의원 722-9957 기장읍 20 스마트가정의학과의원 727-7515 정관읍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지역

21 아이앤젤여성의원 722-3579 정관읍 26 정관이비인후과의원 987-8275 정관읍

22 이상봉소아청소년과의원 728-8831 정관읍 27 정소아청소년과의원 728-2225 정관읍

23 이창한소아청소년과의원 728-5275 정관읍 28 코엔이비인후과의원 728-1026 정관읍

24 정관우리아동병원 727-7811 정관읍 29 하늘산부인과의원 727-5955 정관읍

25 정관은혜의원 727-1845 정관읍 30 한빛메디칼의원 728-8779 정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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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장안읍과 일광면

의 농업인들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절감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한수원

(주) 고리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영농

자재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 것

이다. 이는 고리본부가 주관하는 사업자

지원사업 중의 하나로 현재 릫장안굛일광 선

진농업 발전협의회(회장 최해조뢾사진뢿,

이하 발전협의회)릮라는 농업인의 자조조

직이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여러 사업자

지원사업 중 릫농가경영에 있어 피부에 직

접 와 닿는 사업릮에 대한 고민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사업으로 두해에 걸

쳐 시행됐으며 서서히 농업인의 주요 사

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사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

한 한수원(주) 고리본부와 발전협의회의

정돈된 사업집행으로 2019년부터 발전소

주변외지역(반경 5km외 지역)인 기장읍,

정관읍, 철마면의 농업인까지 해당사업의

수혜를 받는데 성공했으며 이에 사업의

예산도 증액이 된 상황이다.

릫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 지속

적인 사업, 고리본부의 지역협력기관으로

서의 위상제고릮라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

로 계획되고 시행된 본 사업은 자조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갖추고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물론 관내 농업인이 조직한

작목반 업무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발전협의회 임원진 대부분이 지역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대표를 맡고 있는 최해조 회장

은 릲지금까지 지역에서 다양한 농업관련

활동을 해오며 가장 잘 된 사업의 하나로

결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릳고 말했다. 단체의 총괄운

영본부장인 이현규(장안읍 대룡마을)씨

는 릲가장 모범적인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자리 잡아 발전소와 지역민간의 상생의

상징이 되고자 한다릳며 릲지난 2년간의 시

행에 있어 겪은 착오를 거울삼고 농업인

의 건의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된 사업의

모습을 갖추고자 한다릳고 말했다.

다음은 릫장안굛일광 선진농업 발전협의

회릮 최해조 회장과 영농자재 구매비용 지

원과 관련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이 사업은 언제 계획하였나?

긴시간 고리본부의 지역협력 사업이 꽤

많이 있었지만,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

택이 릫피부로 느낄만한릮 사업을 계획하고

자 뜻을 모아 당시 고리본부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2. 시작단계에서 주안점은?

이 지역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며 살

아왔다. 60년대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다. 첫째는 첫 원자력

발전소이었기에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했

고 이게 안전한지 그런 걱정이었다. 둘째

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주변

의 토지 이용이나 행위의 제한이 다른 지

역에 비하여 훨씬 강하게 적용이 되었기

에 재산권의 침해를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었다.

주변에 있는 모두가 막연하게나마 그러

했고, 그래서 고리본부에서도 그동안 많

은 지원을 지역에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사업들이 때로는 잘 정

착되고, 때로는 한두번 시행하다 이런저

런 이유로 좌초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안을

두게 된 건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농업인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둘째

는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시행하여 사

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하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수원 고리본부 역시 그간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하여 많이 노

력해 왔는데 때로는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고, 받지 않아야 할 비난을 받은 경우도

많이 보아왔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했다.

즉,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기관으로서 행하는 활동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홍보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주안점이었다.

3. 시작단계에서 힘들었던 점이 많았을 텐데?

우선은 농업인으로서 별도의 행정조직

을 갖추는 것이 힘들었다. 많은 분량의, 그

리고 정확하고 투명한 서류업무 등이 필요

한데 농업인들이 별도의 행정조직을 갖추

고 있지는 않다. 행정조직을 생각해보라.

사무실, 인력, 운영자금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기장군, 의회, 동부산농

협 등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

하였었는데, 규정상 운영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다른 모습으로 해내고자 하여,

자조조직을 만들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 단체의 운영본부장으로 있는

이현규 씨가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사비와

시간을 꽤 많이 할애하고 장안읍, 일광면의

우리단체 이사들이 회의비도 자발적으로 내

는 방향으로 하여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사업

을 진행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되

돌아보면 이런 구성원들의 도움이 없었다

면 이 사업이 좌초되고 예산도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

할때도 있다. 그리고 사업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군, 의회, 농협 등 지역사회에서

업무에 협조도 많이 해주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 지원금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돌아가는데

주위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며 나름대로 농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 왔다. 이런저런 농업분야 활동을 하며

주위의 평판이나 칭찬에 매달려 해 오지는

않았다. 이 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적든

많든 개별 농가의 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한다. 주위의

반응이 릲고생했어요.릳하는 사람들도 참 많

고, 감사한 일이다. 내가 다 들어야 할 일

은 아닌 것 같고, 단체의 임원들, 회원 모

두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가능했기

에 각자가 각자를 칭찬해도 되지 않겠나?

5. 내년(2019)부터 사업이 커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다. 원래 이 사업은 발전소 반경 5

km대상의 장안읍, 일광면이 대상이다. 하

지만, 인근 기장읍, 정관읍, 철마면도 지원

을 받을 수 없는지 고민을 해왔다. 발주지

법 시행령에 5km밖의 릫주변외지역릮도 전체

사업비의 30％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기장군 전체의 농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렇게 노

력한 끝에 가능하게 되었다.

6.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지겠다?

그렇지 않다.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서 칭찬과 격려도 많이 들었지만, 꼭 그만

큼의 비난도 꽤 많이 들었다. 가장 황당했

던 일은 내가 사업비를 매개로 무슨 이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업의 구조를 모르기에 발생하는 오해라

생각하고 감내하긴 했는데, 때로는 힘이

빠질때도 많았었다. 그래서 항상 우편물,

설명회, 대면문의에 대해서는 궁금함이 없

어질 때까지 한 시간이 걸려도 다 설명해

주고 있다. 새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서도 처음엔 같은 문의가 생길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충분히 이

해 할 수 있게 시행하려 한다.

7. 앞으로의 계획은?

이 사업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다. 이미 2회차

시행이 되었고 3회차가 확정이 되어 있지

만 릲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없어진

다.릳라는 위기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우선

은 사업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것이 목

표이다. 그 다음이 사업의 확장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생색내기가

아닌 필요한 혜택이 필요할 때 돌아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잘 정착이 된다면

사업 역시 차츰 확대되리라 확신하고 있

고, 그렇게 노력중이다. 단단하고 알찬 사

업으로 만들어서 예산도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 그리고 한수원 고리

본부가 그간 해 온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

가 받기를 바라고, 또 그간 발전소 지근거

리 주민들이 함께해 온 노력들도 같이 평

가 받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

은 얘기가 있는데, 한수원 지역협력팀 담

당자들이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지

역의 각종 민원이나 불편에 있어 직접 민

원인들과 접촉하고 마주하는 일이 쉬운 일

이 아님에도 항상 자신의 일처럼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 유료광고

릫2018년 기장군장애인복지증진대회(협회장 이순희)릮가 10

월 25일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봉

사자 등이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장안사(주지 정오스님)은 개산1345주년을 맞아 10월 27일

경내에서 개산조 원효대사 헌다공양과 설법전 현판식을

봉행하고 릫제2회 가을 국화향기를 품다릮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지회장 이태구) 는 10

월 12일 기장군보훈단체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일광해수

욕장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부울경연예인협회(회장 안태준)는 10월 15일 전통재래시

장 활성화를 위해 기장공영주차장에서 민요, 트로트, 통

기타음악 등 음악회를 개최했다.

농업영농자재구매비용지원전읍면확대시행

고리원전지원, 릫장안굛일광선진농업발전협의회릮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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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칼럼

기장의 포구, 기장의 서정

기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포구들이다. 잎새에 맺힌 물방울들이 나

무뿌리를 타고 흘러흘러 도착하는 곳,

모든 그림자를 끌어안고 흐르던 산여울

이 몸을 푸는 곳, 강물이 바다를 마주보

며 포구는 시작된다. 거기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망망한 바다

를 향해 가슴을 펼친다. 마치 첫 순정 같

은 낡은 어선들, 뱃일을 물려받은 어부

들, 미역을 너는 아낙들, 그 고단한 풍경

을 모으는 등대들, 그 모든 것이 삐걱삐

걱 얽혀 흘러가는 어촌의 생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운 그물

로 잃어버린 원시를 끌어올리듯 삶의 심해를 끌어올린다. 삶이

라는 현실이 시간을 가르는 파도임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항구와 포구를 품은 해양문화가 부산의 특징이라면 기장은 그

해양의 개성이 가장 서정적으로, 일상적으로, 민중적으로 펼쳐

지고 있는 곳이다. 포구 풍경들은 싱싱하게 출렁거리지만, 깊은

데선 그물코처럼 엮여 긴긴 세월 발효되고 있는 숨은 노래들이

많다. 부산에 있는 60여 개의 포구 중 기장에는 17개가 있다. 장

안읍 좌광천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월내포구에서 시작, 용궁사와

가까운 공수포구에 이르기까지, 수평선을 따라 달리며 구부러진

길을 돌아들면 나타나는 바닷가 마을들. 임랑을포라고 불렸다는

임랑해수욕장. 독이포구라는 옛이름을 가진 문동포구, 바위가

검다는 칠암포구, 동백포구, 온정마을, 다시마 집산지라는 이동

포구(기포), 오영수의 릫갯마을릮을 낳은 이을포(이천리포구), 윤

선도 시비가 있는 일광해수욕장, 아직 마을제사를 지내는 학리

포구, 황학대가 있는 죽성리포구(두모포), 달이 밝다는 월전포

구, 멸치 은빛으로 반짝이는 대변항, 전복죽으로 유명한 신암포

구(연화리, 무지포), 오랑대가 있는 동암포구, 시랑대와 해동 용

궁사, 그리고 가을포라 불렸다는 공수포구. 마을이름만 들어도

물길로 얽히고설킨 지명의 속 유래가 오롯하게 다가온다.

포구는 삶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부산 도심의 다른 포구들은

효율성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갇혀버린 포구들이 많지만 기장의

포구들은 아직 시퍼렇다. 일광산, 달음산, 천마산, 아홉산 등에

서 흘러내린 물길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바다의 맛과 멋을 그대

로 풀어낸다. 포구 앞의 옛 돌담과 기와집이 그 나름대로 담아내

는 호젓한 풍경 자체가 문화다. 동해안 바닷가 마을의 정취들은

포굿길을 걸을 때마다 소중한 것들을 환기시킨다. 조금은 퇴락

하고 조금은 고단한 포구, 어쩌면 우리가 찾아가고 지켜내야 할

자연, 그 본래적인 세계이리라. 포구의 삶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실하다. 밀물 따라 썰물 따라 묵묵한 그러나 활기찬 삶의 안식

처로 출렁인다. 그래서 작은 어촌의 해감내는 생명 전체를 환기

시키는 서정이 있다.

그래서일까. 기장에 가면 질문이 많아진다. 기장의 포구 어디

든, 어떤 갯바위든 올라서면 비린내의 힘이 다가온다. 삶의 근원

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뱃속 밑바닥에서 무언가 절실하

고 그리운 것들이 번져오는 것이다.

1872 군현지도(郡縣地圖), 기장지도(機張地圖) -규장각소장

황학대와 주변의 유적지를 기장의 역사

굛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는

기장군에서 역사 속 문화유적이 가장 많

이 밀접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다.

죽성리에 소재한 16세기 초에 이미 수축

된 릫두모포진성(豆毛浦鎭城)릮과 임진전

쟁으로 인하여 1593년에 쌓은 릫죽성리왜

성릮의 본성과 지성 그리고 두호마을에서

당제를 지내는 릫국수당(國樹堂)릮과 부산

시 문화재로 지정된 릫죽성리해송릮, 황학

이 날개를 펴며 나는 모양으로 전해오는

릫황학대(黃鶴臺)릮, 19세기 암행어사 이도

재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두호마을 앞

바위에 새져진 릫어사암(御史巖)과 시

(詩)릮, 마을을 향한 릫거북바위릮 등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역사의 흔적이 지

금도 잘 남아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1618년 기장으로 귀양살이 온 고산 윤선

도의 유배 이야기와 적거소(謫居所) 등

을 보태면 가히 기장 제일의 역사 문화

유적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최근에는 두호마을 바닷가에 조성된

릫드림성당세트장릮의 인기가 시민이나 관

광객들에게 날로 더하여 가고 있는 실정

이다.

기장의 산천경관을 노래한 차성가에

나타난 릫황학대릮

기장에서 무형의 보물로 여기는 릫차성

가릮는 기장의 산천 경관을 노래하였는

데, 릫읍내면릮 조를 보면 릲 … 두호(豆湖)

에 닻을 놓고 왜선창(倭船艙)에 줄을 맨

다. 황학대(黃鶴臺) 어디매뇨? 백운(白

雲)이 유유(悠悠)하다. 응암(鷹岩)을 잠

간지나 죽성(竹城)을 더우잡아 왜성상

(倭城上) 높이 올라 대마도(對馬島) 바

라보고, 임진고사(壬辰故事) 생각하니

장부회포강개(丈夫懷抱慷慨)하다.…릳

라고 적고 있다.

이글을 보면, 두호마을을 중심으로 왜

선창, 황학대, 응암(어사암)을 둘러보

고, 왜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마도를

바라보니 1592년 임진전쟁의 역사가 생

각나 장부의 마음이 비분강개하다는 작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기록상에 나타난 황학대와 고산 윤선

도의 추정 적거소

1983년 릫재부기장향인회릮에서 발행한

릫고향릮에서는 릲이곳은 죽성리 해안에 있

다. 경상남도여지에 현에서 동쪽 10리에

있다 하였다. 근처에 어사암이 있고, 죽

성, 고성(古城) 등이 있고 왜성이 있다.

해안에 큰 기암 기석이 펼쳐있고 암반

위에는 노송림이 있어 그 운치 있는 절

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릳라고 그

경치를 읊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릫기장

현향토문화연구소릮에서 발행한 릫기장현

향토문화연구지릮에서는 릲… 경원에서 1

년을 보낸 뒤인 1618년 겨울 고산은 다

시 기장으로 이배되었다. 이는 호지(胡

地)가 가까운 그곳에서 무슨 흉계나 꾸

미지 않을까 걱정이 된 이이첨 등의 우

려 때문이었다.

죽성해안의 절경지에서 유배생활에

들어간 고산은 백사장 건너에 있는 송

도를 황학대라 이름 짓고서 이곳을 매

일 찾았다. 수십 그루의 노송에 쌓여 있

는 황학대는 옛날 신선이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중국의 양자강 하류

에 있으면서 이태백굛도연명 등 많은 시

객들이 찾아 놀던 황학루에 비교했었

다. …릳라고, 1618년 고산 윤선도가 기장

에 와서 죽성해안의 어느 절경지에서

유배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다.

기장현 고지도 표기와 기장군문화유

적분포지도에 기록된 황학대

조선시대, 룗1872년 군현지도(郡縣地

圖)룘의 기장지도에서는 원앙대, 삼성대,

시랑대와 함께 황학대가 표기되어 있

다. 이 고지도를 보면, 당시 기장읍치가

표기된 남쪽 방향으로 돌출되어 바다를

접한 곳에 황학대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5년에 발

행된 룗기장군문화유적분포지도룘에서

릲황학대는 소재지가 기장읍 죽성리이다.

조선시대의 명승고적으로 지정되어 있

고, 유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룗두호마

을 북쪽에 바다 쪽으로 돌출된 암반이

다. 암반위에는 소나무 숲이 있다. 도로

쪽의 바위 면에는 진사 방치주가 쓴 릫융

희 정미추 진사 방치주릮라는 친필 각자

가 있다. 황학대는 이곳이 육지와 이어

져 있고 황색의 바위가 길게 한 덩어리

가 되어 바다에 돌출되어 있어, 그 모습

이 황학이 나래를 펴고 있는 것 같다하

여 붙여진 이름이다.룘릳라고 황학대에 대

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다.

기장 황학대와 1907년에 바위에 새긴

릫진사(進士)방치주(方致周)릮

황학대에는 마을을 바라보는 바위

정면에 隆熙 丁未秋 進士 方致周 라고

세로로 쓴 큰 글이 각자되어 있고, 그

좌우편으로 여러 사람의 이름이 새겨

져 있다. 왼쪽에 학도(學徒) 6명, 발문

(發文) 3명, 화주(化主) 2명 등 모두 11

명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오른 쪽에는

손자 및 가족 8명 등 모두 19명의 이름

이 각자되어 있다. 진사 방치주에 대해

서는 룙조선환여승람룚의 기장 편 릫사마릮

조에서 릲방치주의 자는 정도이고, 호는

학암이며 온양인이다. 철종조에 진사

가 되었으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늙을

때 까지 임천에서 글을 밝혔다. 그의 이

름이 황학대 위에 남겨져 있다(字正道

號鶴巖溫陽人 哲宗廟進士不求名譽終

老林泉昭篆名蹟于黃鶴臺上)릳라고 기록

되어 있다.

황학대와 주변의 유적지를 기장의 역사

굛문화 관광명소로 만들자

기장읍 죽성리 황학대는 8세기 중국

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최호(崔顥)의 릫황

학루(黃鶴樓)릮 글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

고 전해오기도 한다. 그리고 고산 윤선

도선생이 1623년(35세) 기장 유배 때 지

은 시 가운데 제목이 릲임박사와 이평사

의 시에 차운하여 봉황대 주인에게 봉정

한다.(任疎菴叔英 次任博士李評事韻奉

贈鳳凰臺主人)릳 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내용에서 릲그냥 보면 다른 돈대와 별로

다를 것 없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찬찬

히 보면 그 돈대가 주위의 배경과 어울

려서 멋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릳는 것

이다. 릫최호의 황학루릮 시 이후 거의 900

여년이 지난 후인 1618년 고산이 죽성에

서 동해 바닷가 바위병풍 기암절경의 돈

대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고산은 중

국의 시인 이백(李白)이 황학루 시를 대

신하여 릫봉황대릮를 주제로 지은 겸손을

죽성 유배지에서 글로써 그 마음을 표현

하지 않았을까 짐작 해 본다.

사람의 이름, 즉 인명(人名)은 그 사

람의 뿌리를 알 수 있고, 땅의 이름, 즉

지명(地名)은 그 땅의 내력을 알 수 있

듯이 기장 황학대는 오랜 역사 속에 그

에 걸 맞는 좋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황학대에 대하여는 1800년대 고지도와

차성가 및 문헌 등에 다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황학대는 기장의 아름다운

역사적 명소이며, 문화유적지임에 틀림

이 없다. 그런데, 현재 황학대의 송림은

원래 황학대 자체가 바위암반으로 형성

되어 해풍과 함께 소나무의 영양 공급

상 문제로 송림의 보호와 보존 조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근의 관광

객들이 송림 밑에서 각종의 취사행위와

오물투기 등 소나무 생육에 저해되는 일

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이를 예방할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황학대는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명승고적으로 군민 모두가 아끼고 보호

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동시에 황학대와 그

주변의 유적지는 기장의 역사굛문화 관

광명소로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한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기장 황학대와 고산 윤선도 적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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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꽃게… 밥몇공기를게눈감추듯

기장의식당을찾아서 -박민호간장게장(기장읍)

식당전경.

릫박민호간장게장릮의대표메뉴인 릫주인장알아서모듬릮.

꽃게는 여름 동안 통통해져 초가

을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수꽃게가,

암꽃게는 산란기 후 다시 알이 차오

른 이후인 10월 중순 이후가 맛이 좋

다. 찜, 탕, 튀김, 게장 등 가을 꽃게

를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특히 간

장게장을 반찬 삼아 밥을 먹다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밥 한 그릇

이 뚝딱 비워진다. 릫간장게장릮은 신선

한 게를 날로 간장에 절여 만드는 젓

갈류의 음식이다. 깨끗이 손질한 게

를 한약재나 각종 채소, 과일을 더해

달인 간장에 넣어 비린 맛을 잡고,

숙성 과정을 반복해 완성한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들어진 간장게장

은 게딱지를 분리한 후 게딱지 안쪽

내장을 살살 긁어모은 뒤 따끈한 흰

밥에 비벼 먹는 방법이 인기다. 몸통

과 다리 부위는 손으로 잡고 쏙쏙 살

을 발라 먹는 재미가 있다.

게장은 게에 간장을 달여서 부어

삭힌 저장식품으로 릫게젓릮이라고도

부른다. 1600년대 이전부터 담가 먹

었던 전통 음식으로, 오뉴월 한창 알

을 배고 있는 게로 담가야 제 맛이

다.

간장게장은 그 특유의 독특한 맛

으로 인해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맛을 즐기는 마니아층도 두

터운 음식이다. 간장게장 마니아라면

반가워할만한 게장집이 있어 찾았다.

기장읍 연화리 릫박민호 간장게장릮

이 바로 그곳이다. 주인인 박민호 대

표는 음식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본인의 이름을

상호로 걸었다.

한식 주방장을 20여 년 간 해온 그

는 연화리에 우연히 들렀다가 아름

다운 풍광에 반해 이곳에 식당을 개

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메뉴를

찾던 중 어릴 때 할머니가 집에서 자

주 만들어준 간장게장이 떠올랐다.

그 길로 할머니를 찾아 간장게장 담

는 것을 배웠다.

릫박민호 간장게장릮은 그렇게 2016년

2월에 문을 열었다. 할머니의 레시피

를 가져와 현대인에 입맛에 맞게 다

양한 과일을 더 추가했다.

릲주방장을 하면서도 조금씩 내어놓

았던 간장게장이 손님들께 인기가

좋았어요. 또 횟집이 즐비한 연화리

횟촌이라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도

나름 전략이었죠릳간장게장에 자부심

이 느껴지는 박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연평도에서 꽃게를 직

접 골라 온다. 연평도 꽃게는 꽃게

산지 중 최고로 뽑히는 곳이다. 릲간장

게장의 생명은 꽃게의 신선도입니다.

신선하지 않으면 간장게장을 만들

수 없어요릳 연평도는 꽃게를 내리자

마자 바로 급냉동 시켜 신선도를 유

지하는 곳이라고 박 대표는 말한다.

꽃게는 타우린, 메티오닌, 시스틴

과 같이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

아 알코올 해독작용이 뛰어나다. 특

히 타우린의 함유가 높아 콜레스테

롤을 낮춰주어 당뇨병치료에도 도움

이 되며 산후통증과 생리장애를 치

유해 주는 한편 게 껍질에 많은 키틴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등

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와 회복기

의 환자, 노인에게도 좋다.

꽃게의 단백질에는 로이신, 아르기

닌 등 필수 아미노산으로 순수한 단

백질이어서 신속하게 뇌로 전달되어

두뇌활동을 촉진하고 비만예방, 성인

병예방에도 좋다. 또 키토산성분은

지방흡착과 이뇨작용과 간장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집의 메뉴중 릫주인장 알아서 모

듬릮이라는 재미있는 메뉴가 있다. 간

장게장, 전복장, 양념게장, 새우장,

해물된장과 식사가 함께 나오는데 2

인상 5만9천원, 3인상 8만9천원, 4인

상은 11만9천원이다.

간장새우정식은 1만5천원, 간장게

장정식은 2만7천원, 양념게장정식은

2만3천원, 꽃게탕은 소자 4만원, 중자

6만원이다. 게장은 시세 변동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

예약은 전화 723-1220으로 하면 된

다.

무는 십자화과 채소로

배추와 함께 우리나라 2대

채소로 불린다. 김장과 단

무지 수요로 많이 쓰이며 사철 공급이 가능하

다. 무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으로 중국을 통해

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다.

1. 주요 성분

무는 비타민 C와 칼슘 함량이 많으며 수분

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비타민 A, 비

타민 B군, 칼륨과 망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포도당, 자당, 과당 등도 많다. 무청에는 베타

카로틴과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

어 있다.

2. 효능

- 감기 예방 : 무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함유

되어 있어서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 암 예방 및 항산화효과 : 무에 함유되어 있

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암 예방에 효과

적이며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항산화 효

과도 탁월하다.

- 소화촉진 : 무에 함유되어 있는 디아스타제

는 소화효소로서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 소

화 기능을 향상 시켜준다.

- 간 보호 및 숙취해소 : 무에는 베타인 성분

이 많아서 간 해독 작용이 있으며, 이 성분

이 메티오닌 농도를 높여주어 간을 보호해

주며,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을 도와 숙취해

소에도 도움을 준다.

- 노화방지 : 무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노화를 저지시키는데 효과

적이다.

- 다이어트 : 무는 수분함량이 높고 매우 낮

아서 포만감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매

우 우수하다.

3. 보관 방법 및 조리 시 유의사항

섭씨 0도에서 약 3개월간 저장이 가능하다.

보관 시 수분 증발이 심하므로 비닐에 싸거나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무국을 끓일 때는 무를 먼저 기름에 볶아 주

어야 황화알릴류가 휘발되어 떫은맛이 없어진

다. 오이나 당근에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아

스코르비나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무와 함께

물김치를 담그는 것은 좋지 않다.

강 현 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18년 11월 1일(목요일)제273호

면역력증진을위한건강식레시피

참치 양배추 롤 쌈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해주고, 포만감

을 상승시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C 함량이 많고 칼슘 흡수율

이 높아 자주 섭취하면 위 점막을 보호하

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면

역력을 올려줘 일교차가 클 때 감기 예방

이나 피로회복에 좋다.

재료 및 분량(1인분)

쌀밥 210g, 참치 30g, 양배추 100g, 상

추 10g, 새송이버섯 15g, 양파 15g, 대파

10g, 청양고추 3g, 다진 마늘 1큰술, 카놀

라유 2큰술, 고추장 2큰술, 올리고당 2큰

술, 후추, 깨, 참기름 2큰술

만드는 방법

①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찜기에

6분간 찐 후 꺼내서 식힌다.

② 참치는 체에 밭쳐 기름기를 제거한다.

③ 상추, 양파, 새송이버섯, 청양고추,

대파는 잘게 다진다.

④ 팬에 카놀라유를 두르고 다진 파와

마늘을 볶는다.

⑤ 4에 참치를 넣고 고추장과 올리고당

을 넣고 3의 다진 채소를 전부 넣고

볶는다.

⑥ 다 볶은 후 참기름, 후추, 깨를 넣어

참치쌈장을 완성시킨다.

⑦ 찐 양배추 위에 밥을 넣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⑧ 자른 양배추쌈은 접시에 담고 6에 완

성한 참치쌈장을 올려준다.

하지혜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유료광고유료광고



유료광고유료광고 유료광고

[국비지원굛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굛재직자굛주부굛일반)

국 가 자 격증취득굩
-25회시험 응시자 전원합격-

1.요양보호사
시험27기 11월21일개강굩

합격률 99％ / 취업률 99％

- 현재 무시험 -

2.장례지도사
주간11기 11월19일개강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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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전통의 평생비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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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화

김
미
화

모든 종교는 함부로 동물을 살생해

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불교서는 종족번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자는 자비의 정

신을 내세우면서 윤회설까지 설교하

고 있다. 선비사회서는 릲적악지가 필

유여앙(積惡之家 必有餘殃)이요 적

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

慶)릳이라는 고사를인용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하면 그 집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착한 일을 하면 집안

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특히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가르

침은 만고의 진리인양 동물의 생명을

쉽게 자르던 사람들이 거의가 뒷날

화를 입었다.

1941년 기장에서 포수로서 크게 알

려졌던 이포수는 장안읍 용소리 마을

을 비롯 일부농민들이 용소곡 버무

등 일원에 서식 하고 있는 맷돼지 떼

바람에 해마다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다면서 이를 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현지에 도착한 이포수는 산

세를 면밀히 살피고 버무등 남쪽에서

농부들이 몰이를 해오면 이포수는 멧

돼지들이 달아나는 장안사 서편인 삼

각산과 대웅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목

을 잡아 있기로 의논했다. 초겨울 낙

엽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

아있는 잡나무 밑으로 몰이꾼들의 함

성에 놀란 멧돼지 떼가 이포수 눈앞

30여미터 거리에 나타났다. 100킬로

이상이나 되는 큰 멧돼지를 포함한 8

마리의 가족 떼였다. 이포수는 맨 앞

에서 달리고 있는 큰 멧돼지를 총으

로 겨냥해서 쓰러뜨리고 이어 2번, 3

번째 등 모두 8마리를 불과 20여초만

에 해결해 버렸다. 이후부터 이포수

는 영남에서 제일가는 명포수로 소문

이 났었다. 많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을 잡아왔던 이포수는 일찍이 부인을

잃고 하나있던 아들까지 잃는 등 말

년에는 불운한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주위 사람들은 산짐승의 목

숨을 많이 끊어 버리다 벌을 받았다

고들 했다.

기장읍에서 수 백석을 하던 김부자

의 큰 아들 되는 사람은 포수행세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가을이

되면 총을 메고 엽총실탄이 꼽힌 허

리띠를 하고서 산으로 향했다. 사냥

나갈 때는 어례 소작을 하고 있는 농

민들 한, 두 사람을 몰이꾼으로 동원

시켰다. 그는 멧돼지나 표범사냥은

겁이 많아 하지 못하고 기껏 잡는 것

이 고라니나 산토끼 꿩 그리고 산비

둘기 정도였다. 잡아온 것은 요리해

먹고서 잘라놓은 토끼나 꿩의 발목

등을 아래채인 디딜방아 추녀 밑에

달아 두고서 어린 아이들이 병이 날

때 해열에 달여 먹이기도 했다. 이같

이 동물의 생명을 수년간에 걸쳐 쉽

게 끊어 오던 김 씨 집은 6.25전후로

하여 그 많던 재산은 뜬 구름같이 사

라지고 후손들 마져 뿔뿔이 흩어져

살다 모두 단명으로 요절했다고 한

다.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 동

물의 목숨을 가차 없이 총을 쏘아 죽

이는 것을 보통으로 여긴 살생자에게

내린 천벌이라고 입을 모았었다.

기장읍에 살던 정모 씨는 시간이

나면 어둠이 깔린 초저녁에 승용차로

동물사냥에 나섰다. 그는 보리가 파

릇하게 자라나는 논밭이나 채소가 자

라고 있는 밭을 찾아가서 승용차의

헤드라이트를 켜 밭을 향해 비추면

이곳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고라니의

새파란 두 눈이 보인다는데 이를 망

원렌즈가 달린 총으로 겨냥해서 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 잡은 고라니

의 피를 빨아먹는 등 잔인한 행동을

하던 정씨는 어느 날 밤 사냥을 하고

귀가중 동해남부선 좌천-일광 사이의

건널목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 다시

시동을 걸려는 순간 달려오던 열차에

받혀 늑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

을 입고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죽었다

고 한다. 소식을 들은 지인들은 살만

한 사람이 못된 짓을 계속하다가 하

늘이 내린 벌을 받았다고들 했다.

기장읍 소재지에서 개인영업을 하

던 김모 씨의 운전기사가 동래구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8시경 귀가 중 만화

고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

트 바람에 방향을 잃고 서성되고 있

던 고라니를 받아 즉사시킨 일이 있

었다. 그런데 이 사고 후 김 씨는 어

줍잖은 일로 법적문제가 생겨 구속되

었는가 하면 잘되던 사업도 차츰 사

양길로 가다 끝내 망해버렸다고 한

다.

1960년을 전후하여 기장읍내에 권

씨 성을 가진 60대의 사람이 가족도

집도 없이 걸인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8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 사람

은 길흉사가 난 집을 찾아가서 구저

분한 일을 도와주곤 했는가 하면 보

신용 개를 도살해 주는 일과 뱀탕을

전문으로 하기도 했다. 이렇듯 살생

을 일삼던 권 씨는 어느 날 밤 독사에

게 물려 신음하다가 죽었다.

광복 전 후에 시골에서 보기 드물

게 기와집에 살면서 그런대로 부유하

게 살고 있던 박모 씨의 아들은 오소

리 기름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여 오

소리 굴을 찾아서 안적사가 있는 앵

림산을 비롯 달음산과 천마산 그리고

장안사주위의 삼각산 멀게는 대웅산

까지 다녔다. 오소리 굴을 발견하면

냄새가 지독한 산초나무나 소나무가

지를 굴 앞에 갖다놓고서 불을 지펴

연기가 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다. 오소리가 독한 연기를 마시다

견디지 못하고 기어 나오면 몽둥이로

때려잡는 것이었다. 이 같이 인간으

로서는 할 수 없는 살생을 저지르고

있던 박 씨 집안도 우연인지는 몰라

도 얼마 못가서 망하고 후손마저 절

손되었다. 필자가 쓴 글은 모두 사실

로서 가명으로 정리하였다. 불교에

인과응보란 말이 있다. 선악의 행위

는 반드시 그 업보(갚음)가 있다는

이치로서 하찮은 동물이라도 그 목숨

은 우리사람들의 생명과 다른바 없다

면서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가르치고 있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살생자들이당한인과응보

기장야화 66 엄빠가알아야할법

뜻밖의경제적인어려움을당했을때

전경민
법무법인율하변호사

(기장고 35회, 사법시험제51회)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급한 상담요

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신의

아내가 무리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

여 카드대금이 연체되었고, 카드사에

서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살고 있

는 집에 이른바 릫차압딱지릮가 붙었는

데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드라마에서나 나

오는 사례가 아니라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비교적 흔한 사례입니다.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사례에서와 같이 뜻하지

않게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당하

기도 합니다.

사례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별산제

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을 갚지 않는 경우 남편의 재산에 대

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러나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릫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

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릮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릫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

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릮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부

부가 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재

도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뢾압류된 재산 중 남편의 물건

임이 명백한 재산뢿의 경우 민사집행

법 제48조에 규정된 릫제3자 이의의

소릮를 통해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의미 있는 경우는 해당

물건이 고가의 물건인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뢾만약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물건이 낙찰된 경우뢿에는 남편은 민

사집행법 제206조에 근거하여 우선매

수를 신고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21

조에 기하여 매각대금에서 공유지분

만큼(통상적으로 절반)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재도구는 계속해서 사용하여

야 하는 물건들이므로, 통상적으로는

남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가재

도구를 낙찰 받은 후 가재도구를 계

속하여 사용합니다. 위처럼 한번 남

편이 가재도구를 낙찰 받은 이상, 향

후에는 동일한 물건은 부부의 공유재

산이 아니라 남편의 단독소유로 취급

됩니다. 물론 위 사례는 남편과 아내

가 뒤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

겠습니다.

이어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된다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이하 릫채무자 회생법릮)에 규정된

개인회생 내지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

선고, 면책결정 및 불허가결정, 복권

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면책은 파산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잔

여채무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의

미하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면책신청

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후 면책결

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

한 때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공사법의 권리능력을 다시 회복 받게

됩니다.

성공한 많은 기업인들도 한때는 경

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

니다. 이 글을 읽는 부모님들도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좌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빠가 되시길 기원하

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하, 051-507-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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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평생교육센터
3년연속전국1위, 보건복지부장관상수상

1. 부모코칭 2. 동화야놀자 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4.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5.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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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부경평생교육센터

정관에는 제일프라자 3층(동일1차 맞은편)

정관부경평생교육센터

T.기장점:723-9700

T.정관점:727-9950

유료광고



프로젝트실습작품경진대회개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학장 조

상원)는 10월 22일 학생들과 교직원의 참

석 하에 프로젝트 실습작품 경진대회<사

진>를 개최했다. 프로젝트 실습작품 경진

대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

여 익힌 관련지식과 기능굛기술을 숙지하고

완성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창의력 개발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동부산캠퍼

스에서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

진대회에는 전 학과가 참여해 총 18종의

실습작품이 출품되었고 발표를 맡은 대표

학생은 작품의 창작의도와 작업방법, 진행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교직원과 학생들은 작

품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주고받으며 활발

한 토론을 이어갔다.

대상은 하이드로크레인을 출품한 컴퓨터

응용기계과 조용원 외 5명의 학생이 수상

했고, 금상은 기동장치 구성 및 회로도를

제작한 자동차과 문세운 외 8명, 스타워즈

AT-ST모형을 출품한 컴퓨터응용기계과

이승재 외 7명, 3상유도전동기 제어회로를

출품한 스마트전기과 임지원 외 11명의 학

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조 학장은 릲다

들 훌륭한 작품을 출품해서 우열을 가리기

가 정말 힘들었다릳며 릲앞으로 더 많은 학생

들이 프로젝트 실습작품 경진대회에 참가

하여, 다양한 작품 제작을 통해 기술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

겠다릳고 행사진행의 소감을 밝혔다.

경로당사랑의쌀나누기펼쳐

대한노인회기장군지회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지회장 오정부)

에서는 9월 17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 2018년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

돼 릫2018경로당 사랑의 쌀 나누기릮 행사를

개최<사진>했다. 지회는 2천632만원 상당

의 20kg들이 쌀 560포를 기장관내 274개소

전 경로당과 5개 읍, 면 6개 분회에 전달했

다. 이날 전달한 쌀은 기장지역 농민이 생

산한 쌀의 판로를 돕는데 큰 의의가 있다.

오 지회장은 릲매년 고리본부에서 적지

않은 쌀을 지원해 준 덕분에 지역 어르신

들이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릳면서 릲앞으

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릳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릲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역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고리본부 모든 직원

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인 만큼 다른

어떤 행사보다 보람 있다릳면서 릲어르신들

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다릳고 말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기장군지회를 통해 쌀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동부산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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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

장 정덕숙)는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 나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릫건강 UP굩자원봉사

PLUS굩 2018 자원봉사자 사랑의

걷기 기부 릴레이릮 행사뢾사진뢿를

10월 20일 개최했다.

자원봉사자와 군민 600여명은

남산공원에서 출발해 약 2km의

테마임도를 함께 걸으며 건강을

챙겼고, 참여자들이 정성껏 모은

동전 69만7천360원(해모로 작은

도서관 포함)은 한부모 가정 아

동과 홀로 어르신이 따뜻한 겨울

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

했다. 또 집결지 체육공원에서는

안부를 묻는 기장, 안전한 기장,

안심하는 기장을 위한 안녕 리액

션 캠페인과 다양한 레크레이션

이 진행됐다. 기장동화구연회(회

장 임성희)색소폰공연과 기장청

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

연주가 더해져 서로 소통하며 즐

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

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

자력본부에서 기념품을 후원했

고, 기장태권도협회(부회장 김성

호)는 스트레칭을, 이웃사랑알림

이봉사단(회장 박경수), 기장읍

청년연합회(회장 조민영), 동원

과학기술대학교 로타렉트클럽

(대표 이하남)이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해모로 작은도서관

(관장 박희숙)에서도 릫작은 도서

관의 밤릮 행사 수익금 24만1천90

원을 후원해 기부 릴레이에 동참

했다. 센터관계자는 릲참여하신 모

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릳고 말했다.

한편 센터 소속 봉사단체는 주

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건강한 겨울

을 나기 위한 독감예방접종 접수

도우미활동에 대한적십자사봉사

회 기장군지구협의회, 정관신도

시아파트부녀연합회, 정관읍새

마을부녀회, 기장읍새마을부녀

회, 여성자원봉사원회 회원들이

도움을 주었다. 다채로운 지역행

사(제13회 기장예술제, 제12회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제6회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2018 기

장군복지한마당, 2018 기장군평

생학습박람회)에 하모하모봉사

단 외 2개 봉사단체와 함께 자원

봉사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우

리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

력했다. 한편 릫2018 부산 V-Fes-

tival릮 행사에 1365 자원봉사자와

기장군학부모가족봉사단연합회

에코봉사단(회장 김남주)이 참

여해 생필품을 담은 드림백 60개

를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전달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고

정관읍 캠프에서는 지역 주민들

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교육을 진

행하여 신규 재능봉사자 발굴과

자원봉사캠프 홍보에 힘썼다.

11월 7일 릫제21회 기장어르신

한마당축제릮에 참여할 예정이며,

부산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릫2018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릮,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

본부의 릫사랑의 김장 김치 나

눔릮,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의 김

치나눔 활동이 이어져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기장군을 위

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

go.kr)을 통해 제공되며 봉사참

여는 기장군으로 검색하여 신청

하면 된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724-1365, 722-2365.

자원봉사자걷기대회성황

기장군자원봉사센터

■학생학기제운영반모집

조리사자격증취득전문학원, 최적의합격지원시스템운영

자격증

취득과정

- 한식조리사특강반

(단기간취득과정)

- 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

조리기능사반

- 조리산업기사반

오전반(월~목)

10:00~12:00 - 최단기간

(맞춤수업)

- 수시개강

- 90％ 합격 확신

- 취업우선알선

오후반(월굛수굛목)

14:30~17:30

저녁반(월~목)

19:00~21:00

특강

(생활요리)

-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국굛

찌개굛밑반찬특강

- 초보요리, 신부요리

오전반(화굛목)

10:00~12:00
*특전

- 단기 무료특강

(재료비 별도)

- 년령 제한 없음
오후반(화굛목)

13:30~15:30

취업굛창업요리

(푸드

트럭요리 외)

- 창업비법요리

- 정확한 레시피굛소스

- 다양한 브런치메뉴

오전반(월굛수)

09:30~12:00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절차 지원

- 맞춤취업
오후반(월굛수)

14:00~16:30

학생모집

(중굛고굛대학생)

- 중굛고굛대학생 - 조리진학 입시전략반모집(특강)

한식굛양식굛중식굛일식굛복어 자격증반 운영(오전, 오후)

- 1개월 요리적성 체험반 모집

요리(조리사) 훈련생모집

취업굛창업유망직종

굛주중반 : 11월 19, 20, 21, 22, 23일

굛주말반 : 11월 24, 25, 30(야간), 12월 1일, 2일

퀴즈유료광고
유료광고 퀴즈협찬광고

제2회

재은민화회원전

11월 19일(월)∼25일(일)

기장군 정관읍 구연방곡로41

2층재은민화 화실

전시시간

오전10시∼오후6시

문 의

010-2698-9351

해운대 릫갤러리 서린 스페이스릮

11월 6일~11월 14일 문의전화 742-7422

서양화가이상희개인전

연극 릫사랑해요당신릮 11/10(토)~11(일)

부산문화회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부부이야기,

가족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연극 릫사랑

해요 당신릮이 11월 부산을 찾아온다.

연기 베테랑 배우 이순재, 정영숙,

장용, 오미연의 리얼한 부부 연기를 무

대 위에서 직접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이번 작품은 일상 속의 무뚝뚝한 대화

와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고 나서

야 내뱉게 되는 마음속 진솔함이 리얼

리티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항상 곁에 있

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를 그린다.

오늘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

인지 깨닫게 해주고,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

다.

남편 릫한상우릮역에는 배우 이순재, 장

용, 아내 릫주윤애릮역에는 배우 정영숙,

오미연이 캐스팅 되어 열연하며 11/10

(토)~11(일) 오후 3시, 6시 부산문화회

관 중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7만원, S석 6만원, A석

5만원. 직통 607-6071~4. 홈페이지/www.

bscc.or.kr

최성애박사초청부모교육열려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진

희)는 10월 2일 기장군 차성아트홀에

서 어린이집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을 개최<사진>했다.

이날 교육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

모들과 함께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고, 자녀를 사랑

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릫영유아 감정

코칭 및 문제행동 수정방법릮라는 주제

로 진행됐다.

HD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의 열정

적인 강의를 통해 학부모들은 우리 아

이와 나의 감정을 어떻게 포착하고 수

용, 공감하면서 행복한 소통을 하는지

배움으로써,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진희 회장은 릲한 아이 키우기도 힘

들지만 감정코칭이란 무엇인지 효과

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녀와의 대화법

을 잘 배워 두 아이, 세 아이도 훌륭히

키울 수 있는 용기를 얻어 가시길 바

란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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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모대상
독후감 분량

비고
원고지(200자) A4

아동 초등 5매 이상 1매 이상 A4 기준
글자크기: 12p
줄간격: 160％

청소년 중, 고등 8매 이상 2매 이상
성인 20세 이상 성인 8~12매 이내 3~5매 이내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가작
아동 1 3 5 15
청소년 1 3 5 5
성인 1 3 5 5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11월 1일(목) 15시 - 개구리 왕국2 85분

11월 2일(금) 개구리 왕국2 85분

11월 3일(토) 17시 -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마계 대모험 7인의 마법사 115분

11월 4일(일)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마계 대모험 7인의 마법사 115분

11월 6일(화) 오즈의 마법사2 87분

11월 7일(수) 14시30분 - 냉정과 열정사이 125분

11월 8일(목) 드래곤포스 극장판 89분

11월 9일(금) 드래곤포스 극장판 89분

11월 10일(토) 다이노 타임 85분

11월 11일(일)
★소두방어린이극장 신작영화 상영★

68분
신비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

11월 13일(화) 슈퍼배드3 90분

11월 14일(수) 로마의 휴일 118분

11월 15일(목)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 85분

11월 16일(금)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 85분

11월 17일(토)
10시 30분 - 인문공감아카데미 문경수 -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90분

14시, 17시 - 내 이름은 꾸제트 66분

11월 18일(일) 내 이름은 꾸제트 66분

11월 20일(화) 몬스터 왕국 78분

11월 21일(수) 라라랜드 127분

11월 22일(목) 15시 - 미운오리 새끼의 모험 84분

11월 23일(금) 15시 - 미운오리 새끼의 모험 84분

11월 24일(토) 19시-정글번치: 너구리 해적단과 보물지도 67분

11월 25일(일) 정글번치: 너구리 해적단과 보물지도 67분

11월 27일(화) 꼬마영웅 경찰차 프로디2 72분

11월 28일(수) 벤허 123분

11월 29일(목) 테드: 미다스 황금손의 비밀 85분

11월 30일(금) 테드: 미다스 황금손의 비밀 85분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등급

11월 04일(일) 딥 85분

전체 관람가
11월 11일(일) 정글번치 67분

11월 18일(일) 달사람 95분

11월 25일(일) 매직울프 86분

구분 강좌명 강 좌 내 용 일 시 장 소

강연
기록시민
교양강좌

강 사: 배은희{기록전문강사}
내 용: ①기록은 민주주의다 ②일상의 기록, 치유의 기록
대 상: 지역주민 (50명)준비물: 2회차에 필요한 사진 1~2장
접 수: 10월 23일(화) 10시부터 인터넷 및 전화 접수

11/6(화),
11/7(수)
10:00~12:00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체험
특강

스스로 만들고
알아가는
기록문화유산

강 사: 고윤정 (아동미술 전문강사)
대 상: 초등 3~6학년 20명.
접 수: 10월 19일(금) 10시부터 인터넷 접수

11/3, 10, 17, 24
(토)

14:00~16:00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지역
탐방
프로
그램

우리 고장의
기록을 찾아서
릫영도깡깡이마을릮

내 용: 영도 깡깡이마을을 통해 기록문화체험프로그램
대 상: 보호자 동반 초등학생 20팀
접 수: 11월 13일(화) 10시 부터 인터넷 접수
준비물: 간식 및 음료

12/1(토)
10:00~16:00

영도깡깡이
마을

해양박물관

낙관＆고서(오침
안정법) 만들기

자신의 이름이나 호를 지우개에 새겨 낙관을
만들고, 오침안정법을 응용한 고서를 제작한다.

신사임당의
초충도 그리기

1회차 수업에서 만든 고서에 신사임당의 초충도
를 그려서 낙관 찍기. 붓펜을 이용하여 한국화의
느낌을 살려보자.

대나무 죽간
만들기＆한시쓰기

대나무 조각에 편지를 써서 전했던 죽간의 유래
를 알아보고, 스스로 죽간을 엮어서 한시 쓰기.

족자에 조선통신사
행렬도 재현하기

그림이나 서예를 전시하기 위해 방법인 족자, 조
선 통신사 행렬도를 그려서 족자에 붙이고 감상
한다.

정관도서관

1. 원북원기장 선정도서 이기호 작가초정 강연

○ 일 시: 2018. 11. 3. (토) 14:00~16:00

○ 장　　소: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 대　　상: 지역주민 누구나

○ 강연주제: 자라는 글쓰기, 자라나는 가족: 행복한 아이와 가족을 위한 갈팡

질팡 아빠의 조언

○ 내　　용: 뢾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뢿이기호 작가 초청 강연

○ 접수방법: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강좌 → 행사/공연 예약

정관도서관팀(709-3904)

2. 원북원기장 선정도서 독후감 공모

○ 공모기간: 2018. 10. 1. (월) ~ 11. 30. (금)

○ 공모자격: 기장군민 누구나(기장군 소재 직장인, 학생 포함)

○ 참가방법: 원북원기장 선정도서 뢾세 살 버릇 여름까지 간다뢿, 뢾미움 받아도

괜찮아뢿를 읽고 느낀 점을 정해진 분량에 따라 적어 도서관 홈

페이지,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사이버참여 → 독후감 공모 접수

▷ 방문접수: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

관, 기장디지털도서관

▷ 우편(방문)접수: (46019)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정관도서관 사무실(2층)

▷ 팩스접수: 051)709-3939 / 이메일접수 : www2593@korea.kr

○ 응모 부분 및 원고분량

○ 시상내역 : 군수상 총52명

○ 결과발표 : 2018. 12월 중 도서관홈페이지 공고 및 당선자 개별통보

정관도서관팀(709-3904)

3. 우만동이(우리가 만드는 동화 이야기)수강생 모집

○ 기　　간: 2018. 10. 26. ~ 12. 14.

○ 시　　간: 매주 금요일(16:00~16:50 / 17:00~17:50)

○ 장　　소: 정관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이야기방

○ 대　　상: 6~7세 어린이 10명(16차시 총160명)

○ 내　　용: 동물인형으로 친구들과 함께 동화 만들기(Story Telling)

○ 접수기간: 11/1(5차~8차), 11/15(9차~12차), 11/29(13~18차)

○ 접수방법: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강좌 → 온라인수강신청

정관도서관팀(709-3916)

4. 매직 그림자 레이저 공연 안내

○ 일　　시: 2018. 12. 15.(토). 11시, 14시(2회), 1시간 공연

○ 장　　소: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 1층)

○ 대　　상: 유아, 초등학생 및 보호자 150명

○ 공연내용: 마술공연, 그림자쇼, 레이저쇼 등

○ 접수기간: 2018. 11. 23.(금) 10:00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정관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강좌 → 행사/공연 예약

정관도서관팀(709-3901)

5. 소두방어린이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 화굛목굛금: 10시30분, 15시(2회 상영)

▷ 수요일: 11시, 14시30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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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11/7까지 수요일 오전영화는 평생학습강좌 진행관계로 상영하지 않습니다.

정관도서관팀(709-3901)

기장도서관

1. 기록문화시민강좌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내

2. 소통굩공감굩표현하는 글쓰기 특강

○ 일　　시: 2018. 11. 10.~ 12. 1. 16:30~18:30(매주 목요일)

○ 대　　상: 초등 3-6학년

○ 장　　소: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수강료 무료]

○ 접수기간: 10월 26일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3. 기장도서관 연말 야간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일　　시: 2018. 11. 9.~ 11. 30. 18:30~20:30(매주 금요일)

○ 대　　상: 성인

○ 장　　소: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수강료 무료]

○ 접수기간: 10월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도서관 방문 및 전화접수가능

기장도서관팀(709-5326~7)

4. 주말 가족극장 영화상영 안내

○ 상영장소: 기장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 상영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14:00

기장도서관팀(709-5328)

■기장군취업정보센터구인정보

■기장여성새일센터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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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사항은기장여성새일센터 (☏ 709-5354~5359) 또는 정관 취업정보센터 (☏ 709-5107)로 문의 바랍니다.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아이앤젤산부인과 정관읍 정관로 601 간호조무사 5명
D:07:00~15:00
E:15:00~22:00
N:22:00~07:00

연봉 2,050만원 간호조무사자격증 필수

아이앤젤산부인과 정관읍 정관로 601 간호사 3명
D:07:00~15:00
E:15:00~22:00
N:22:00~07:00

연봉 2,800만원 간호사자격증 필수

(주)명진테크 정관읍 곰내길 591-42
자동차부품조립 및
검사원 2명

08:30~20:00(잔업포함)/주5일
08:30~17:30(수요일)

시급 7,530원

한나행복한어르신의집
노인요양원

장안읍 기장대로 1727 간호조무사 1명 09:00~18:00(주5일) 월급 160만원 간호조무사자격증 필수 청년층우대

일품오리원 정관읍 곰내길 591-15 홀써빙원 3명 09:30~21:30(주6일) 월급 235만원
에벤에셀실버복지원 기장읍 차성서로 101번길12-3 사회복지사 1명 08:00~17:00(주5일) 월급 160만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가능자

기장실버홈 정관읍 곰내길 574 시설요양보호사 2명
09:00~18:00(2교대)
18:00~09:00

월급 194만원 정관내 통근버스운행

기장실버타운 기장읍 죽성로 227 시설요양보호사 4명
09:00~18:00(2교대)
18:00~09:00

월급 191만원 통근버스운행

새소망요양병원 기장읍 기장해안로 552 단체급식조리원 2명 05:30~13:00(2교대) 09:30~18:00 월급 157만원 조리사자격증 필수

서일캐스팅(주) 정관읍 농공길 13-70 자동차부품생산직 1명
08:00~17:00(주6일) 잔업있음,

토요일 특근근무
시급 7,530원 이메일접수: soonjaeh7@ sicasting.com

부창컨설팅 기장읍 반송로 1345-60 락커룸정리원 1명 06:00~15:00(2교대) 12:00~21:00 월급 190만원
팩스:317-0662

이메일:dddaum@naver.com
실버재가센터 정관읍 산단2로 60 재가요양보호사 1명 11:00~14:00(주5일) 시급 9,500원 3등급 남자어르신케어
(유)아이에이엠알 장안읍 장안산단4로 78 회계사무원 1명 08:00~18:00(주5일) 월급 182만원 경력 2년이상

주식회사 나나진 기장읍 청강로 28 웹디자이너 1명
09:00~18:00(월~금)
09:00~14:00(토)

월급 170만원
경력 1년이상,청년층우대

이메일접수:nanajean@naver.com
릲A릳예원통합복지센터 장안읍 내덕길 219-10 재가요양보호사 1명 06:00~08:00/17:00~19:00(주6일) 시급 10,000원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한주초록빛어린이집 정관읍 용수1길 16-4
조리사 여 1명
(자격증 필수)

주5일, 09:00~15:30
(점심시간 포함)

월 120만원 경력 1년 이상, 인근거주자

온사랑실버복지센터 기장읍 차성남로 65, 4층 조리원 여 1명 주 5일, 08:30~17:30 월 1,574,000원 경력 1년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안시멘트 해운대구 송정중앙로8번길 60
5톤 화물차기사
남 1명

주 6일, 07:00~17:00 월 250만원
55~60세 우대, 경력 2년 이상(필수),

지게차 운전 가능자
영남인더스트리 기장읍 청강리 706-10 사출 기사 남 1명 주 5일, 07:20~18:00 월 240만원 경력 3년 이상

차성복지센터 일광면 이천3길 16-3 재가 요양보호사 1명 주 5일, 12:30~15:30 시급 9,51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폴리닉스 정관읍 산단3로 59 생산직 남 1명
주 5일, (주)08:00~17:00

(야)19:00~08:00(익일) 2교대
시급 7,530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우대,
인근거주자

(A)효사랑
노인복지센터

기장읍 시랑리 양경마을 요양보호사 1명 주 6일, 09:00~12:00 시급 10,0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인근거주자

대기산업사 정관면 용수공단 1길 23
프레스 생산직
여 1명

주 5일, 08:30~17:30 시급 7,530원 신입가능

쉐프윤쿠킹
정관읍 모전1길 14
(미진마트 내)

주방보조
(반찬소분업무) 여 1명

주 5일, 11:00~18:00
(목, 일요일 휴무)

시급 7,530원

실버요양복지센터 철마면 반송로 1113 사회복지사 1명 주 5일, 09:00~18:00 월 170만원 운전가능자, 청구가능자

㈜월드텍코 정관읍 정관상곡1길 75 경리 사무직 1명 주 5일, 08:30~18:00
연봉 1900만원 이상
(면접시 협의 가능)

경력자 우대

아현산업 기장읍 청강로 85번길 65 납품배송직 남 1명 주 5일, 08:30~18:30 월 18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기장연세요양병원 기장읍 반송로 1644 병동간호사 1명 21:00~07:00(익일), off 14개 연봉 3500만원 초대졸 이상, 인근거주자

㈜유니온 장안읍 장안산단7로 128
와이어컷팅 작업

남 2명
주 5일, 08:~19:00
(주야 2교대)

시급 7,530원 6개월 이상 경력자 우대

강진영농 기장읍 무양2길 34 양곡 배송원 남1명
주 5일, 08:00~17:00
(토요일 격주 근무)

월 230만원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가정 및 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요양시설입소 이용료 인지서비스 이용료

월140,000~210,000원 정도 월293,000~392,000원 정도 월78,000원 정도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기 간 : 2018. 11. 1. ~ 2019. 5. 15.

○ 본부운영 :기장군 산림공원과 및 각 읍굛면사무소

○ 운영시간 : 09:00 ~ 20:00(필요 시 연장)

○ 주요대책

▷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4,979ha)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관내 전 산림)설정

▷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 활동 전개

▷ 연말연시, 정월대보름, 청명굛한식 등 산불위험요인

증가 시기별 특별대책 수립굛시행

▷ 봄철 초동대응반 구성 : 영농부산물 소각 계도굛단속

및 초기진화 임무

▷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 제도 : 징역굛벌금형 등 양형

에 따라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시 부과액의 10％

(최대 10만원, 최저 3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산림공원과(709-545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 혜택

▷ 집에서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목욕, 가

사활동, 점심식사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09:00~17:00)

▷ 치매가 있으신 분은 전문인으로부터 인지향상프로그

램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고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시설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 휠체어, 성인보행기, 이동욕조 등 복지용구를 최소

비용으로 제공 해드립니다.

○ 신청 대상자

▷ 6개월 이상 혼자거동이 어려우신 분, 경증치매가 있

으신 분, 치매굛뇌혈관성 질환을 가지신 분(65세 미만

도 가능), 가벼운 인지장애로 불편을 느끼시는 분(인

지등급 지원 2018년도 신규)

○ 신청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편, 인터넷, 팩스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신청하신 후 1달 정도 지나면 결과(대상자 선정 여부)

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이용료

※ 등급(1~5), 인지분류에 따라 본인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비급여 항목(식비 등)별도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가 의심됩니다굩

▷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굩

▷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가능하다며 선입금

요구굩

▷ 검찰굛경찰굛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로 이체

요구굩

▷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요구굩

▷ 가족 납치굛협박 등을 하며 금전 요구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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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위한공연… 릫문화공간숲릮 50번째 무대

시낭송회와다양한음악,

무용공연펼쳐져

지난 10월 23일 정관읍 병산골에 자

리 잡은 송예원(대표 송영명. 병산1길

10)에서 릫문화공간 숲(대표 박옥위)릮이

주최한 창작시, 시조낭송, 음악회, 무

용공연과 창작시 전시회가 열렸다.

2010년에 시작한 예술문화 행사는 이

번이 50회째다.

박 대표는 릲정관신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에 시인과 시낭송가,

성악가, 연주가, 국악인 등을 초청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공연을 준비했다릳며

릲문화공간 숲 행사가 50회를 맞은 만

큼 어느 때 보다 뜻 있는 공연을 준비

했다릳고 말했다.

저녁 6시30분 송예원 정원에서 식전

공연으로 어반 색소폰 앙상블(지휘자

김미애<작은사진 위>)이 잊혀진 계절,

베사메 무쵸 등 주옥같은 곡을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장미, 강현정, 장윤미 씨가 팀

을 이뤄 한국전통무용인 진도북춤공연

으로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을 펼쳤다.

이어 본행사가 송예원 2층 아트홀

로 옮겨져 피아노트리오 강상경(V),

이연주(C), 조민형(P) 씨가 선사한 에

릭 사티의 릫쥬 뜨 브(je te veux)릮를

시작으로 본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박옥위 시인의 시 릫청도라지꽃

수채화 앞에서릮를 김은, 전연숙, 최해

정 등 시낭송가<작은사진 아래>가 절

규하듯, 때론 아이같은 순수한 음성으

로 표현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부산실버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수 이경수 씨가 릫당신은 나

의 운명릮을, 명창 송이 씨가 경기민요

를 열창했다.

곽춘진 시인의 시 릫북녘에 보내는

글릮을 김비주 시인 겸 시낭송가가 낭

송해 가까워지고 있는 남북의 뜨거운

동포애를 느끼게 해줬다.

다음으로 부산문인협회 주최 학생시

낭송대회 대상수상자인 중앙중학교 2

학년 조정윤 학생이 정호승 시 릫새들은

지붕을 짓지 않는다릮를 낭송해 현역 시

낭송가 못지않은 감동을 안겨줬다.

이어 소프라노 박성희, 테너 조윤환

씨가 채동선 곡 릫그리워릮와 릫사랑의 묘

약릮 등을 각각 불러 가곡의 아름다움

을 선사했다. 듀엣으로는 릫축배의 노

래릮 등을 불렀다.

릫문화공간 숲릮의 50회 최고 하이라이

트라 할 수 있는 한국 1세대 피아니스

트 제갈삼(94) 선생의 공연이 펼쳐졌

다. 그는 세계 최고령 피아니스트로

기네스북 물망에 올라있기도 하다. 제

갈삼 선생은 릫소녀의 기도릮, 릫월광곡 1

악장릮을 연주해 노익장을 과시하며 뜨

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호산국악교육원 이종식

원장의 대금 독주, 전 국제신문 대기

자 박창희 씨의 기타 연주, 시낭송으

로 이어지고 다시 국악과 양악 연주

한마당이 펼쳐지면서 기울어가는 가

을밤을 낭만으로 물들였다.

릫문화공간 숲릮은 주민과 함께 문화

예술 꽃 피우는 산골마을 릫병산릮이라

는 슬로건 아래 정기적으로 문화행사

를 개최하고 있다.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일광학리 방파제 앞

선지해장국 전문점 릲서가식당릳

옛날 가마솥에서 사골뼈를 푹 고아서 끓이는

100％ 한우사골과 육수의 찐한 맛을

느껴 보십시오.

저희 릲서가식당릳에서는

릲한우릳만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가게 앞 대형주차장 완비

많은 이용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서가식당 ☎ 723-8867

◎ 선지해장국 ◎ 소머리곰탕

◎ 황태 콩나물해장국 ◎ 선지 수구레국밥

◎ 선지 순대국밥 ◎ 한우곱창전골

메뉴

유료광고퀴즈협찬광고

걱정할까봐 말 안 한게 있다. 시베

리아 횡단열차. 어두컴컴한 2층 침대

에서 저녁 식사로 빵과 수제 소제지

를 먹고 있었다. 딱딱하고 긴 소세지

를 자르는데 카타칼이 손가락에 들

어갔다. 푹. 피가 뚝 뚝.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때 많이 아팠다

가 아니다. 칼아굩 고마와. 찌르기만

했네. 손가락 자르지는 않았네. 너의

소중한 몸 더 신경 써요. 칼이 알려

주었네.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 이제

완전히 다 낳았다. 몸아굩고마와.

이번 여행 중 나를 찾아 온 소중한

만남들이 있다.

릫고마와릮를 만난다. 호기심 천국

아들 잘 낳아 주신 부모님. 나 믿고

보내준 이쁜 아내. 엄마 잘 도와주는

착한 아들, 며느리, 딸. 든든튼튼 내

다리. 반짝반짝 내 눈. 무럭무럭 내

마음, 신통방통 내 손. 새끼발가락의

마지막 세포까지 다 고마와.

릫행복해릮를 만난다. 가계에서 발견

한 고추장, 냄비 밥 적당히 타서 생

긴 맛있는 누룽지, 간판이 없어 시간

좀 걸리지만 땀 흘려 찾아간 숙소.

소소하지만 참 행복해.

릫기뻐요릮를 만난다. 배낭에 가지고

다니지만 숙소에 마련된 커피, 설탕,

비누, 무료로 준 뽀송뽀송 수건, 엄

마 냄새 같은 익는 밥 냄새. 참 기뻐.

릫사랑해릮도 만난다. 여행하며 그동

안 만난, 또 앞으로 만날 인연들, 스

승, 제자, 친구들, 야옹이, 멍멍이,

장미꽃 사랑해.

릫기적릮을 만난다. 비행기가 날고,

나비가 날고, 지구별도 살고, 우리도

살고. 다 기적이다.

릫칭찬릮도 만났다. 여기 사람들 칭

찬을 잘 한다. 내 그림을 보고 놀라

는 표정과 함께, 마에스트로, 판타스

틱, 어메이징하며 엄지 척을 한다.

돈 안 드는 참 좋은 선물이 바로 칭

찬이다.

그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칭찬에

박하다. 속마음은 몰라도 칭찬이 적

다.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 99％

내성적이어서 좋아도 좋다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소싯적 어른들한테 말 많으면 복

달아난다고 세뇌되서 그럴까? 어릴

때부터 그리 듣고 자라 표현이 서툴

다.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다 알

겠거니 혼자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최대 장점인 정

(情). 음식을 시키면 따라오는 여러

반찬, 식당의 물, 터미널 화장실 다

그냥 준다. 바로 정이다. 해외 다녀온

분들 알겠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

런다. 인정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

멋진 정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자.

이제는 매순간 표현하며 살자. 조금

모자라도 칭찬하자. 조금 아쉬워도

응원하자. 칭찬 잘하고 살면 행복지

수가 백배는 더 깡총 올라 갈 거다.

나홀로 배낭여행. 매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문제

없다. 살아 있으니까. 까딱없다. 살

아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해결 된 거

다. 잘 하자. 있을 때 잘 하자. 살아

있을 때 잘 해요. 우리굩

송예원 2층아트홀에서피아노트리오가연주를펼치고있다.

가종순작가 ⑤

우리매일고마와, 행복해, 기적이야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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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칼럼

통증에효과적인

도수치료

정형외과허성근(기장병원병원장)

환절기에 감기만큼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관절이다. 기온 차가 급

격해지면 온도 변화에 민감한 근골

격계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오십

견과 어깨통증, 척추와 관절 부위가

좋지 않거나 만성적인 통증을 느낀

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 원인에서부터 치료 방법까

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확실한 완치가

가능하다.

허리 주변의 근력이 약화되어 허

리통증이 발생하거나 무릎과 어깨

의 관절 통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

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

벼운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척추 관

절 주위 근육 긴장을 하는 것도 도

움이 된다.

환절기에는 아침과 저녁 기온이

낮고 특히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

면서 관절이 뻣뻣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약화된 근육과 인대로 인해 갑자기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온차

와 더불어 평소 잘못된 체형으로 인

해 허리, 목, 어깨, 골반 등에 통증

을 느껴온 경우라면 도수치료 등 비

수술적 치료법으로 조기에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운동 재활치

료를 병행하여 향후 통증의 재발 및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 도수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도수치료는 숙련된 치료사가 손

을 이용해 척추를 정렬하고 통증부

위를 누르면서 근육과 인대를 바로

잡는 치료법이다. 척추 관절 통증에

효과적이며 틀어진 신체 균형과 체

형교정 자세교정에 효과적이다. 틀

어진 척추, 관절을 바른 자리로 돌

려주고, 뭉친 부위는 풀어주며 각각

의 부위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올

려주는 효과가 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단순히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마

사지와는 차이가 있다.

인체를 구성하는 600여개의 근육

섬유질과 206개의 뼈 구조,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 등 해부학과 생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치료사가 손

을 이용해 변형된 척추나 관절 등을

교정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기능을 개선해 주는 치료를 말한다.

도수치료는 반드시 해부학적 생

리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 물리치료사에게 도수치

료를 받아야만 치료의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이 안전한 치료가 가능

하다.

도수치료는 개별 난이도에 따른

조절이 가능해 맞춤형 운동치료 프

로그램과 반복학습을 통한 생활습

관 개선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

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도수치료

전문가의 치료로 안정화된 일상생

활 동작훈련이 가능한 도수치료의

장점도 있다.

통증있는 척추, 관절, 어깨질환이

나 근육질환에 도수치료가 효과적

이며, 주로 척추 및 관절 질환, 잘못

된 자세로 인한 불안정한 체형교정

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디스

크의 파열이나 마비 등 이미 신경손

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도수치료보

다 외과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환절기 약해진 몸과 쌀쌀해지는

날씨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생

기는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

을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해 방치하

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나타난다

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균형이 깨

졌다는 뜻이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바탕

으로 체계적인 맞춤 치료로 신체 전

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통증

해소는 물론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워진 날씨, 환절기에는 특별히

건강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척추와 관절 등 근골격계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몸을 점검하

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장현대차 드림볼

파크에서는 2018 기장 국제 ○○대축제가 열린다.

○○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집약된 축제 형식

으로 진행될 본 행사는 국내에서 한 번도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축제로 국내 야구계의 큰 주목

을받고있다. <1면 참고>

문 제

《참여방법》

엽서에 (이름,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새우편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적어서우편으로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

상품권을보내드리며당첨자는다음호 릫기장사람

들릮에게재됩니다. 11월 16일 도착분까지유효.

※ 272호 퀴즈굛숨은그림 당첨자 상품권은 11월 25

일까지등기발송됩니다.

《문의》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709-4071~4

《주소》(4607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릫기장사람들릮 272호퀴즈굛숨은그림응모당첨자┃

뢾지난호숨은그림찾기정답뢿

뢾지난호기장퀴즈정답뢿

한우불고기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이다교(기장읍 차성남로) 김지온(정관읍

정관5로) 박선영(철마면 고촌로) 이언희(정

관읍 정관4로)서수영(기장읍 기장대로)홍인

창(정관읍 산단4로)

○ 기장 더 밝은 안과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8명 등기발송)

▷ 이나원,김이숙(기장읍 차성로) 이상근(철

마면 고촌로) 이형오(일광면 이동길) 최서준

(정관읍 정관로)김난영(기장읍 차성동로)김

성희(정관읍 산단2로) 노재완(기장읍 차성

로)고윤서(정관읍 정관2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이소은(기장읍 읍내로) 박나경(정관읍 방

곡로) 박소희(장안읍 천산로) 정보경(정관읍

정관4로) 최영숙(정관읍 산단4로) 김은보화

(기장읍 차성로)

○ 기장 효사랑데이케어 협찬 문화상품권(2만

원상당, 8명 등기발송)

▷ 김민준(정관읍 산단2로)김규리,김미소(정

관읍 정관1로)하형찬(기장읍 차성동로)한준

영,한수경(정관읍 정관2로)김동휘(기장읍 차

성대로) 김보애(기장읍 차성서로) 백금란(정

관읍 산단2로)황지예(정관읍 방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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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10월 축제도 많고, 덩달아 릫기장사람들릮도 풍성하네요~̂ ^ 볼거리

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기장 축제에 엄마랑 아빠랑 꼭 놀러 갈거에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굩 릫기장사람들릮 파이팅~

박나경(정관읍 방곡로)

죽성 두호마을 어머니 폴리스가 지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니 대단합니다.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릫어머니 폴리스릮를 응원합니다.

박소희(장안읍 천산로)

파란 가을을 배경으로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한마당에 벌써부터 가슴

설레네요.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로 행복한 계절로 거듭나는 축제가 되

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기장군민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해하며 알찬 정

보를 주시는 군보편집팀도 감사드립니다.

최영숙(정관읍 산단4로)

해마다 기장군에서 열리고 있는 많은 축제를 접하면서 기장군민인 것

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정보경(정관읍 정관4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릫청소년셀프리더십릮키우기

황상하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특별기고

릲인간은 책을 만들고, 책은 인간을

만든다릳는 문구를 어느 대형서점에서

본 적이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청소

년상담복지센터를 생각해 볼 때 릲인간

은 상담을 하고, 상담은 인간을 성장

시킨다릳는 생각을 해 본다. 누가 알아

주지 않더라도 난 청소년의 푸른 성장

을 돕는 일을 하기에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문제가 아니

라 사회적 자원이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의 화두 중 하나

가 릫리더십릮인데 그 만큼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이미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영웅 히딩크 감

독의 리더십을 보았다. 그는 인맥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력과 정신력을 보

고 인재를 등용하고 늘 자신감과 목표

를 향해 매진하는 추진력을 선수들에

게 북돋아 주었다. 그런데 요즘의 세

상살이를 비유하자면 릫조정경기릮가 아

니라 릫급류타기릮다. 조정경기는 여러

명이 함께 타고 가면서 릫팍스릮라는 구

령자에 의해 리드된다. 세상변화가 비

교적 적었던 농경사회, 산업사회에 적

응해나간 방식이다. 반면 급류타기는

오늘날의 정보사회와 같이 급격한 세

상변화에 혼자 스스로 적응해 나가기

위해 자신을 리드하는 방식이다. 지금

까지의 리더십은 우수하고 특별한 소

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로 인식

되었으나 이제는 누구나 모두 변화의

거대한 물줄기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

을 이끄는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

다.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

십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자신의 목

적을 달성하는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투입하는 것

이다. 사회에서 뭔가 이룩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셀프 리더십을 실천한

자들이다.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

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변화

와 발전을 도모해 온 자들이다. 셀프

리더십은 비단 어른들에게만 요구되

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

요한 것인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타인에게 긍정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길 이 사회가 기대하

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셀프 리더십

을 키우기 위해선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trait)과 자원

(resource)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

다. 릫코이릮라는 일본잉어가 있는데 작

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2∼3인치 정도

밖에 자라지 않지만 조금 더 큰 수족

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6∼10인치까

지 자라고 커다란 강 속에 두면 36∼48

인치까지도 성장한다고 한다. 청소년

스스로를 작은 세계에 가두어 둠으로

써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

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자신의 자원을 투입할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 릲오늘 저

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녀

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 입니다.릳 이 말은 평생을

흑인인권운동을 위해 살다 간 마틴루

터 킹 목사가 1963년 워싱턴 광장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그의 꿈은 지금도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월드컵의

신화 릫박지성릮, 바람의 딸 릫한비야릮가

가능하다. 삶의 목표를 세워 보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고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무엇

을 해야 하는지 적어 보자.

셋째, 자신을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게 된다. 가족과 대화, 가족과

함께 식사, 공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 친구를

즐겁게 만나는 것, 취미활동 등은 인

생에서 중요한 일들이다.

넷째,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의 관계

를 원만하게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일이

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갈등대처

유형을 발견하여 장점과 단점, 개선해

야 할 점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

신의 생각을 바꾸면 행동과 대처가 달

라진다. 셀프 리더십은 우리사회의 미

래모습을 좌우할 청소년들에게 꼭 필

요한 것이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

위를 둘러본다면 셀프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곳들이 있다. 기장군이 설립

하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

련관, 문화예절학교가 바로 그런 곳이

다.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소중한

경험을 얻어 셀프 리더십과 꿈을 가진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본다. 여기에 우리사회의 미래도 희망

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 어

른들도 문제가 생길 때만 청소년들에

게 관심을 갖기 보다는 평소에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청소년은 존재

만으로도 빛이다.

100세 시대, 어떻게살것인가
독자투고

구목정 공원 장미정원에 장미가 흐

드러지게 절정을 이루었던 봄부터 가

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 산책하듯 근

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향한다.

한 주에 두 번 이렇게 노인복지관을

가는 게 마냥 즐겁다. 서예와 생활영

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인데,

처음에 접수할 때의 솔직한 심정은 내

가 벌써 노인인가? 하는 의아함 속에

서먹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내

가 보기에 거의 칠순 이상의 어르신들

도 너무 많이 보였기에, 이제 60대 초

반인 나로선 조금 익숙하지 못한 잠깐

의 기분 그런 것이었다. 3개월 교육에

만원 한 장이면 배우고 싶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노인

복지관 평생교육 과정이다.

100세 시대에 남은 세월이 무려 30년

이상이란 생각이 들면, 이 세월을 어떻

게 건강하게 알차게 보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히려 살아 온 날들

이 직장생활로 앞만 보며 너무 달려왔

던 세월이었다. 이젠 좀 더 여유를 가

지고 그동안 못 배웠던 취미생활로 꽉

채울 수 있는 나날들이 된다면 이 또한

보람 있는 새로운 삶이란 생각이 든다.

예전부터 간헐적으로 서예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어왔다. 요

즘은 한문 전서를 새로이 시작했다.

그동안 행서, 해서 등 체계 없이 배웠

던 것을 다 뒤로 하고, 기초부터 탄탄

히 하기 위해 전서를 시작한 것이다.

벌써 7개월째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데 매주 새로운 깨달음이 뿌듯하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눈앞에

100세를 바라보며 지금도 건강하게 사

시는 어느 철학과 교수님이 생각난다.

그 분의 책 중 릫백년을 살아보니릮 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많은 교훈을 주

는 내용이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것

은 릲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무엇을 위

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인 것이다. 우리는

릫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릮를 묻

고 그 대답에 걸맞은 삶을 찾아 노력

하면 된다릳 고 한 내용이었다. 덧붙여,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을 강조하셨다.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

능이라도 기부하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에 걸 맞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배

우는 자세로 노력한다.

김혜숙(정관읍 정관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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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띁 띂

띀

띀장안사가자리한불광산전경.

띁척판암전경.

띂수령약 1,300년 된당산나무인 릫밀레니엄나무릮.

높고 청명한 하늘과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

을이 눈앞에 왔다. 하늘은 고요한데 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일렁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

이다. 길지 않은 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품으

라는 몸의 신호다. 기장에서 가을의 색을 가장

진하게 볼 수 있는 장안마을에서 살랑거리는

마음을 달래보자.

상장안과 하장안 마을

장안(長安)마을은 장안천 상류에 위치한 상

장안과 그 밑에 하장안으로 나눠 부르고 있다.

장안마을 지명은 대체로 은안사와 관련이 있

다고 본다. 장안천 상류에 있는 장안사는 673

년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부르다가 809년 장안사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당시 장안사로 고친 것이 지명으로 이용된 것

인지 사찰 이름을 지명으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장안사가 있기 이전부터

장안이라는 명칭이 쓰였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장안사가 장안마을을 알리는데 톡톡한 공을

세운 것은 확실하다.

상장안마을에는 기장 팔경 중 하나인 금수

동(錦水洞)이라고 불리는 장안사 계곡이 있

다. 장안사 계곡에서 내려오는 장안천은 마을

남쪽을 지나며 동쪽으로 흘러간다. 북쪽으로

는 낮은 산지가 있으며 마을과 북쪽 산지 사이

에 마방들 터가 있어 농경지로 이용된다. 북서

쪽에는 그릇을 굽던 큰 가마 다섯 기가 있었다

하여 오그랑 텃골로 부르는 골짜기가 있다.

하장안마을에는 수령 약 1,300년 된 당산나

무가 있는데 원효 대사가 척판암을 지을 당시

신라 문무왕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심은 느

티나무라 한다. 당산 신의 영험함과 관련해

1955년 무렵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

어 나가게 되자 마을 주민들이 제당 관리가 허

술해 생긴 흉사라 여겨 2월 중순에 마을굿을

했다고 한다. 이후 1999년 12월 산림청에서 밀

레니엄 나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알록달록 불광산(佛光山)과 장안사계곡

불광산은 북동쪽으로 대운산(大雲山), 남동

쪽으로는 삼각산(三角山) 줄기와 이어져 장안

읍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대운산과 이어

지는 북동쪽 기슭에서는 대운천이 북동쪽으로

흐르고, 삼각산과 이어지는 남쪽 기슭에서는

장안천이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나간다. 고도

659m의 불광산은 달음산과 함께 기장군의 2대

명산으로 꼽힌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

인 장안사와 백련사, 척판암이 자리하고 있다.

장안사 계곡은 거울처럼 맑고 얼음처럼 차

가운 계곡물이 일품으로 이미 유명한 휴양지

이다. 릫금수동(錦水洞)릮이라고도 불리는데 불

광산과 삼각산의 울창한 숲을 관류하여 흘러

내린 박천(朴川)의 맑은 물을 금수(錦水)라고

했고 이 금수의 청정한 하천수가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계곡을 금수동이라 했던 것이다.

장안사계곡을 품은 불광산은 숲이 울창하고

활엽수림이 많아 산길 곳곳이 나무 터널을 이

루고 있다. 풍성한 활엽수림 덕분에 가을이면

불광산은 알록달록한 단풍 옷을 입는다.

장안사(長安寺)와 척판암(擲板庵)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장안사에

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대웅전을

비롯해 여러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

웅전 바로 앞에는 인도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

쳐 들여온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7기를 모시고

있는 3층 석탑이 있다. 또한 2.5m가량의 단풍

나무가 있는데 가을에는 특유의 붉은 빛으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척판암에는 원효대사가 수도 생활 도중 천

안통(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력)

으로 중국 종남산 운제 대웅전이 무너지는 것

을 알고 소반을 던져 천여 명의 당나라 승려를

구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소반을 던졌던 곳

에 지은 암자가 바로 척판암이다.

불광산 등산 코스

불광산 숲길은 산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코

스는 장안사~척판암~백련암~불광산 정상이

다. 숲이 울창하고 활엽수림이라 등산길 대부

분이 나무 터널로 이루어져 있다. 장안사 주차

장에서 장안사를 지나 척판암에서 왼쪽으로

오르다 경사가 심한 비탈길을 올라가게 된다.

큰 바위에서 출입 금지 표지판 오른쪽 아래 내

리막길로 안부(능선에서 봉우리와 봉우리 사

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에 내려선 뒤에 갈림

길에서 왼쪽 능선을 타고 몇 개의 안부와 봉우

리를 지나면 정상에 이르게 된다. 하산하려면

왔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장안

사를 중심으로 불광산 왼쪽은 산길보다는 계

곡이 좋다.

코스 완주가 너무 힘들다면 장안사 입구 오

른쪽으로 대나무숲길만 거닐어도 좋다. 양쪽

으로 빼곡히 들어선 대나무 숲 사이로 잘 다듬

어진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리

는 댓잎 소리와 함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반갑습니다굩

청명한 가을하늘과 풍요로

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기장문화원에서는 평

소 본원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

고, 군민들에게는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문

화학교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릲문화학교 수강생 공

연발표회 및 전시회릳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

내 주시고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8. 11. 9(금)오후 2시

○장 소 :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행 사 명 : 릲문화학교 수강생 공연발표회 및 전시회릳

○참석대상 : 군민 누구나

○공연내용 : 고전무용, 경기민요,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사물놀이,

난타교실, 라인댄스, 오카리나(테이프 컷팅 오후 1시)

※ 전시회(기장의 금석문 탁본)는 군청로비에서 합니다.

※ 경품(LED TV 42릹 외 다수) 및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분들

과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장문화원 원장 송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