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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95년 9월 25일)

2019년 4월

맛있는바다열렸다,기장축제보러오이소

띀기장읍대변항에서갓잡은멸치를어부들이떨어내고있다. 띁어린이들이어류모양의피켓을들고멸치축제길놀이퍼레이드에참가하고있다. 띂미역다시마축제가열리고있는일광면이동항.

띂띁

4월의 봄 릫미역굛다시마 축제릮 릫멸치축제릮로 만끽

띀

4월의 기장 대표축제로 기장바다

는 봄기운이 넘치고 싱싱하다. 사방

에 핀 꽃을 따라 봄나들이에 나서는

계절, 꽃보다 릫맛릮이라면 기장바다로

가보자. 감칠맛 나는 멸치부터 쫄깃

쫄깃한 미역굛다시마까지… 바다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맛과 생동감 넘치

는 축제의 장에서 싱그러운 봄을 만

날 수 있다.

제10회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

릫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릮가 4월 18일

(목)부터 21일(일)까지 4일간 일광면

이동항 일원에서 열린다.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는 기장미역,

다시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지역 대

표 먹거리 축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

해는 릫건강한 바다의 오감만족굩 기장

미역굛다시마굩릮라는 슬로건 아래 4월 18

일을 시작으로 기장미역굛다시마의 풍

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4일 동안 진행된다.

축제 첫째 날에는 홍진영 등 인기

가수가 전야제를 장식해 작년보다 하

루 늘어난 4일간의 축제 서막을 알린

다. 둘째날은 축제의 성공과 무사안

녕을 기원하는 풍어제와 개막식, 한

혜진 등 인기가수 축하공연과 함께

불꽃쇼가 준비돼 축제의 흥을 더한

다. 셋째날은 청소년 배틀그라운드

게임대회, 서지오 등 초대가수의 공

연이 있고 넷째날은 청소년 배틀그라

운드 게임대회, 변검술, 한복퍼포먼

스, 기장 미역굛다시마 노래자랑 결선

대회, 초대가수의 공연이 준비돼 축

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또한 미역국굛무침 무료시식회, 수산

물 깜짝 경매, 미역굛다시마 생초 채취

체험이 진행돼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될 것이다.

축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

과 709-4612, 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추

진위원회 721-4811로 하면 된다.

제23회 기장멸치축제

기장의 대표적 축제인 릫기장멸치축제릮

가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4일

간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하는 기장멸

치축제는 1997년에 시작한 전국 최초

의 수산물 축제로, 기장군이 가진 천

혜의 해안 경관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

한 관광 상품으로써 특유의 봄철 먹거

리 축제로 자리잡아 축제기간을 전후

한 달 동안 약 100만 명 정도의 외부관

광객들이 대변항을 찾으면서 명실상

부 기장을 대표하는 전국 축제로 발돋

움했다.

축제 첫째 날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

들에게 멸치회 무료시식을 하는 나눔

행사와 무대공연으로 7080라이브공연,

초청가수 공연으로 축제가 개최된다.

개막식이 있는 둘째날은 정관 소년

소녀 합창단 공연과 레인메이커 재즈,

팝 밴드 공연, 길놀이 퍼레이드, 인기

가수 금잔디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돋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다.

셋째날은 멸치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

을 하는 멸치 기네스, 기장군 문화한

마당, 한혜진 등 인기가수 공연이 열

린다. 넷째날은 전통 어업 노동요 어

로요 공연과 여성4인조 비너스, 지원

이가 출연해 나흘간의 축제를 화려하

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멸치회밥 비비기와 무료

시식회, 그리고 생멸치와 특산품 나눔

행사, 멸치털이 체험, 미역채취 체험

행사와 워터보드 쇼, 기장멸치가요제,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용암초등학교

에 체험캠프를 마련해 즐길 거리가 있

는 행사로 따뜻한 봄의 주말에 기장

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야간에는 대변항을 루미나

리에로 꾸며 은은하고 이국적 분위기

를 띠는 빛의 항구로 변신시켜 대변항

해상 불꽃쇼와 함께 관광객에게 색다

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양수산

과 709-4502,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721-4063으로 하면 된다. 20면 하단광

고 참조.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님, 성경미 부의장님, 맹승자 의

회운영기획위원장님,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 박우

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님께서는 3월 14일 항의성명서를 내

고 3월 11일(월) 08시 30분에 개최된 주간업무보고시 오규

석 기장군수의 발언에 대해서 기장군보에 사과문을 게재하

는 방법을 통해 16만 기장군민들께 사과할 것을 공식 요청

해 왔습니다.

※ 주간업무보고는 매주 월요일 오전 08시 30분 기장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군수, 부군수, 국장, 전실굛과굛소장,

읍굛면장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 및 실적등을

점검하는 내부 간부회의입니다.

이날은 주간업무보고시 오규석 기장군수가 2019년 본예산

에서 삭감되었던 학교 교육 예산과 미세먼지 예산을 해당

부서장에게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그 다음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학교

지원사업들... 아니 학교에 급식은 지원해주는데 왜 학교 거

필요한 그 어떤 ...응... 시설 환경 개선분야는 왜 또 그걸 자르

는 거야?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런 논리면 학교급식

도 다 교육청 사업이지.왜 군비 시비에 보태가 해주나.

이 교육사업은요.지자체 책임이예요.지자체.

우리 잘 이해가 부족한 의원님들은 설명하게 해가 가르쳐

드리라니까.교육에 대해서 모르잖아.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제발 그 묻지마 삭

감 하지마라 그래.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다. 부끄러. 그 자식

보기 부끄러운거 아니예요?그거?집에 가면 자식이 없나?

부서에서 다시 꼼꼼히 살펴요.학교지원예산.

아 그럴 바에 조례는 왜 만들어? (중략)

환경위생과장님, 본예산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머 어떤 게 있죠?...(환경위생과장이 보고

후) 고거는 좀 하모 안 되는가예?(환경위생과장이 보고 후)

아 근데 교육,교육을 시키야 되지 그런 걸 삭감하면 머 어째

란 말이고. 기장군의회는 미세먼지하고 뭐.(환경위생과장이

보고 후) 아니 이해가 안되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미세먼

지와의 전쟁인데. 우리 군의회에서는...아 그럼 군민들 다 미

세먼지 마시고 다 어째란 말이고. 미세먼지 천국으로 만들라

카나?

(환경위생과장이 보고 후) 아 그래 그건 됐고,제일 중요한

게 주민교육이지 그래,아 그런 예산을 뭉당뭉당 대책없이 자

르면 되나 그래. 미세먼지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니예요?(환

경위생과장이 보고 후) 아이 그래 모르면 설명을 드려라카이.

미세먼지가 뭔지 모르면 설명을 드려,이에 대한 부작용이 얼

마나 큰지를 설명을 드려라카이.의원님들이 모르잖아.

뢾기장군수의 입장뢿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오전 08시 30분 주간업무보고시

저는 2019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학교 교육 예산과 미세

먼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해당부서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발언한 위의 내용에 대해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님, 성경미 부의장님, 맹승자 의회운

영기획위원장님,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박우식 경제

안전도시위원장님께서 항의성명서를 가지고 군수실로 찾아

와 기장군보에 게재해서 릫16만 기장군민에게 공개 사과하라릮

고 요청하셨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항의성명서를 통해 요청하신대로

제가 발언한 위의 내용 중에서 기장군민 여러분들께 사과드

릴 내용이 있다면 기장군민 여러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겠

습니다.

2019. 4. 기장군수 오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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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항 목 내 용 관 련 법 규

지원횟수 5년 이내 중복지원 불가

부산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금액
- 신규설치: 최대 7천만 원
- 기존시설 개선: 최대 5천만 원

지원비율 지원금 80％ : 자부담 20％(최대 지원 시)

지원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흡착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연소에 의한 시설 등

○ 사업목적: 악취방지시설 설치굛개선이 필요한 기업

체에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부담 경감과 사

업장 악취저감을 통한 주민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

자 함.

○ 사업개요

▷ 기간: 2019. 4. ~ 12.

※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악취배출업소 6개소 내굛외 선정(예정)

- 기장군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 내용

▷ 지원금액: 총 1억7,100만원

▷ 신청서류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사업세부내용(별도 양식 있음, 견적서, 설계도 등)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 결과서 및 악

취검사 성적서 등

○ 신청방법 :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 직접 방문(정

관읍 용수로 11, 정관보건지소 3층)

○ 문의처 : 환경위생과(709-2723),

악취통합관제센터(709-2729)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등 급 계 최우수(1명) 우수(1명) 장려(2명)

시상금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군민, 기업체 및 사회단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19년 기장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9. 3. 18. ∼ 5. 17.(2월간)
○ 참가자격 : 기장군민 누구나(개인, 기업체, 공무원,

단체 등)
○ 공모대상

▷일자리 창출(기업, 창업, 취업 등)에 걸림돌이 되
는 각종 규제

▷공공기관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기업 및 주민
애로규제 등
(※ 단순 민원이나 단순한 진정굛비판굛건의사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 응모방법 :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화면 클릭 후 서식(다운로
드)작성 제출
▷우 편 :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

대로 560(기장군청 기획청렴실)
▷팩 스 : 051-709-4019
▷e-mail : democ9987@korea.kr

○ 심사기준 및 배점기준 : 4개항목 100점 만점
▷필요성(30), 실현가능성(30), 효과성(20), 계속성(20)

○ 발표 및 시상
▷일 시 : 2019. 7월초
▷방 법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역 : 4명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 시상금은 개별 계좌입금 지급, 등급에 맞는 제안
이 없을 경우 시상 미실시

※ 제안 내용의 설명서 및 기타 참고자료는 붙임 자
료로 제출 가능

기획청렴실(709-403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굛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
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
움을 주는 제도임

○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굛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

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

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
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
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굛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
인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 서식)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
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 서식)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별지 서식)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별지 서식)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장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납세자보호관
(709-42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도향토사학자가기장독립운동비문에대해설명하고있다.

기장군은 제100주년 기장군 3.1절을 맞아 기장항일운동기념탑(기장새마

을공원 내) 우측에 독립운동 비문을 세우고 3월 1일 3.1절 행사 후 제막식

을 가졌다.

이날 독립운동 비문 제막식 경과보고로 나선 이상희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릲그동안 항일독립운동 기념탑만이 건립되었으나 독립운동가들

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릳며 릲이에 기장의 향토

사학자 공태도 선생을 비롯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케 되었다릳고 말

했다. 이어 릲비문 내용은 기장군지, 기장의 독립운동사 등을 참고하여 최

대한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비문 내용과 형태를 위하여 경북독립

기념관, 밀양만세거리, 밀양독립기념관, 동래구 독립운동가 조형물 등을

공태도 선생을 비롯해 김정호, 정영주, 김규신 등 소위원회서 수차례 견학

하였으며 2018년 조형물의 형태와 예산을 정하여 군과 군의회의 승인을

거쳐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릳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릲본 독립운

동가의 공적기록비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이번을 기회로 기장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고 발굴하여 후세에 알리는 노력이 계속되리라 생각한다릳

고 밝혔다.

아래는 기장 독립운동 비문 내용을 옮겨왔다. 릫구수암 만가릮는 지난 3월

호 군보 277호 3면에 게재되었으므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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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다간 기장 사람들

1910년 일본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권
을 강탈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식민지
배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자 전국 방방
곡곡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이 일
어났다.
우리 기장에서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 강
화에 맞서 권상중, 박인표 등 기장의 선각
자들이 민중교육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
찾는 국권회복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스
스로 성금을 내어 첫 사립학교인 명정의
숙을 기장읍 동부리 옛 베틀공장에 설립
했다.
당시 학생들은 일찍 민중 계몽운동의 중
요성을 깨우친 기장 선각자의 부인들과
여성들로 40명이었고 교수진은 기장 유림
출신으로 한시에 능한 박란수, 박우돌, 박
세현 등이었다.
1914년 박란수는 명정의숙가를, 박우돌은
애국의 노래를 지었다. 이 두 노래는 구구
절절 나라를 하루 빨리 되찾아서 국권회
복을 하자는 명문장의 가사로 엮어져 학
생들의 민족의식을 크게 고취 시켰다.
1916년 기장광복회는 동래와 양산 보다 먼
저 조직되었으며 당시 명정의숙 교장 박
세현이 총무를 맡아서 활동 하였다. 그는
1917년 10월 군자금 모금 사건으로 일본경
찰에 붙잡혀 갖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독
립운동 동지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
다 1918년 6월 모진 고문 끝에 부산형무소
에서 순국했다.

1919년 3굛1만세 운동은 기장을 비롯한 일

광, 정관, 장안, 철마 등지 에서 일어났는

데 일본 경찰은 기장의 김도엽(징역 2년 6

개월) 등 10여 명의 주동자 전원을 체포하

였다. 주동자들은 부산 형무소에 수감되

어 부산지방법원에서 모두 형을 선고받았

다.

구수암은 1년 6개월 형을 받고 대전형무

소에서 복역 중에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병을 얻어 1920년 4월 가출옥되었으나 출

옥 3일 만에 순국 했다. 기장여자 청년회

원(18명)들은 구수암의 장례를 면민장으

로 이끌었고 당시 구수암 의사의 노제 때

만가(제문)를 지어 읽었는데 그 만가의

내용은 기장의 독립운동사에 기록되어져

있다. 3.1만세운동 전후로 하여 많은 항일

운동가들이 일어나 기장, 부산 그리고 서

울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

동을 하여 한때 타지 사람들은 기장을 두

고 인물의 고장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명정의숙 가(歌)
작사 박란수(1914년)

뢾원문뢿
가세가세 어서가세 時物求景 어서가세
우리들이 이어받을 새時代를 創造하세
春風三月 花開節은 꽃구경도 좋거니와
寒霜九秋 落葉時는 丹楓求景 좋을시고
山高水麗 곳곳마다 錦繡江山 분명한데
沃野千里 天賦國에 文物까지 겸비로다
幸福이여 幸福이여 우리大韓 幸福이여
愛야愛야 愛國하세 生斯壯斯 義務로세

좋고좋은 이江山을 寸土尺地 남줄소냐
武宮無盡 天賦財源 南北强隣 侵奪하네
不幸이여 不幸이여 自强못한 不幸이여
學徒들아 學徒들아 粉骨하고 碎身하여
國權回復 어서하고 同胞救濟 바삐한後
우리疆土 化育中에 樂土安業 하여보세

뢾한글뢿
가세가세 어서가세 시물구경 어서가세
우리들이 이어받을 새시대를 창조하세
춘풍삼월 화개절은 꽃구경도 좋거니와
한상구추 낙엽시는 단풍구경 좋을시고
산고수려 곳곳마다 금수강산 분명한데
옥야천리 천부국에 문물까지 겸비로다
행복이여 행복이여 우리대한 행복이여
애야애야 애국하세 생사장사 의무로세

좋고좋은 이강산을 촌토척지 남줄소냐
무궁무진 천부재원 남북강린 침탈하네
불행이여 불행이여 자강못한 불행이여
학도들아 학도들아 분골하고 쇄신하여
국권회복 어서하고 동포구제 바삐한후
우리강토 화육중에 낙토안업 하여보세

애국의 노래(꿈을 깨세)

작사 박우돌(1914년)

뢾원문뢿

꿈을 깨세 꿈을 깨세 얼른 꿈깨서

어하우리 學徒들아 얼른 꿈 깨서

들었나 못들엇나 저새소리

處處에서 지직이고 햇빛이 비치네

들려오네 들려온다 文明의 鐘소리

歐洲에서 美洲에서 日本에서도

學徒들아 學徒들아 靑年學徒들아

우리들도 꿈을 깨고 얼른 배아서

寤寐不忘國權回復 成就하고서

世界列强 대열속에 前進해보세

뢾한글뢿

꿈을 깨세 꿈을 깨세 얼른 꿈깨서

어하우리 학도들아 얼른 꿈 깨서

들었나 못들엇나 저새소리

처처에서 지직이고 햇빛이 비치네

들려오네 들려온다 문명의 종소리

구주에서 미주에서 일본에서도

학도들아 학도들아 청년학도들아

우리들도 꿈을 깨고 얼른 배아서

오매불망국권회복 성취하고서

세계열강 대열속에 전진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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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에 새겨진 기장3굛1운동 주역들, 독립운동사…

기장 항일운동기념탑에 독립운동 비문 새워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기장장터 3굛1독립만세운동 발자취 따라

100년 전 뜨거운 함성 다시 울려
지난 3월 1일 기장유림, 각급기관 및

단체, 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군민

들이 모여 100년 전 그날 기장지역의

3굛1독립만세운동을 생생히 재현했다.

그 당시 3굛1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

고 거사한 기장 장관청에서 기장군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황구 소장으로부터

기장장터 3굛1독립만세운동사 설명과

만세삼창이 있은 후 기장시장과 기장

역, 기장중학교를 따라 기장항일운동

기념비가 세워진 기장새마을어린이공

원까지 가두행진을 하면서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 번 울렸다.

황 소장은 릲일본의 폭력적인 탄압에

도 불구하고 세 차례에 거쳐 만세시위

가 전개됐으며, 만세시위를 주동자들

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고문과 심한 형벌을 당하였다릳며 릲부산

에서 기장지역이 독립만세운동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전개된 것을 기

억하며 우리고장 애국지사와 지역민들

의 숭고한 3굛1정신을 계승하고 기장군

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갖자릳고 말했다.

이날, 기장항일운동기념탑이 소재

한 기장새마을어린이공원에서 기장출

신 독립유공자 후손 소개, 독립선언서

낭독, 헌화와 분향, 3굛1절노래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3굛1절 기념식을 거

행했다. 한편 행사 후에는 우리고장의

항일운동사를 기리기 위한 항일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릫바다굛예술릮 공존 기장 만들기 협약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굛기장공예가협회

기장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

하 연구센터)는 기장바다와 예술의 접

목으로 활력 넘치는 바다굛예술 공존

기장 만들기를 위해 예술단체인 기장

공예가협회와 릫바다굛예술 공존 기장

만들기릮협약을 3월 19일 체결했다.

기장공예가협회(회장 김상호)는

기장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작년

12월, 작가 15명으로 구성된 비영리

예술단체로 창작지원팀, 창의교육개

발팀, 디자인브랜드개발팀의 3팀과

목공예분과, 칠공예분과, 도자공예분

과, 금속공예분과, 염직공예분과의 5

분과로 조직돼 있다. 또 지역 기념품굛

예술품 창작을 통한 기장문화 향유

활성화, 창의적 예술문화 가치 공유

를 통한 창의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굛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의 설립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장

연안바다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 예술

문화 가치 공유를 통해 사람들로 하

여금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대는 물론 기장 해양수산의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기반 마

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기장 해양

자원을 소재로 한 전시굛기념품 제작

개발 등에 관한 사항 △해양자원 등

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등에 관한 사항 △개발프로그램

교육지원 및 체험 홍보 교실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기타 협력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연구센터와 기장공예가협회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적으

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릫기장바다 체험홍보 교실릮을 운영키로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예

술진흥관련 공모신청 등 관련 사업비

확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릲에코백 꾸미며 환경 생각해요릳
드림스타트 아동 릫어스 위크릮 행사 가져

뢾Earth Week뢿

기장군 드림스타트는 3월 25일 힐

튼부산과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 15명

을 대상으로 릫어스 위크Earth Week

(지구보호주간)릮 행사를 진행했다.

릫어스 위크릮는 지구의 날을 전후로

많은 나라에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

성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행사와 캠

페인을 벌이는 주간이다. 작년에 이

어 올해 두 번째 여는 행사에서 기장

군은 힐튼부산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뜻깊은 시간

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문제에 초점을 두

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탁월한 천연이끼식물 심

기와 환경보호의 시작인 에코백을 꾸

며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했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은 힐튼부산의

직원봉사단체 릫블루에너지릮 회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어스 위

크 행사의 취지를 되새기며 의미 있

는 시간을 보냈다.

릲청년 창업 꿈을 이뤄드립니다릳

4팀 선정해 1000만원굛임차료등지원

기장군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릫기장군 청년 Dream창업 지원 사

업릮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장군 청년 Dream 창업 지원 사

업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 창업

자 4팀을 선정해 창업에 필요한 창업

지원금 1,000만원과 창업공간임차료

(월 최대 40만원, 2년간 지원), 다양한

창업교육, 컨설팅(판로지원 포함) 등

을 지원해 청년창업자가 지역에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

련해주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4월1일부터 5일까지이

며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기장군 관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

년이다.

군 관계자는 릲우수하고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청년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

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릳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

로 릲모다-일 청년인턴지원 사업릳, 릲청

년 Dream창업 지원 사업릳, 릲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가족카페 운영 청년 지

원 사업릳 등 3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의 보조를 받아 시행중이다. 이

러한 사업이 청년인구 유출, 지역산

업 위기, 경기 침체 등이 심각한 가운

데 시행하는 청년 초점 일자리사업인

만큼 기장군 청년일자리 활성화의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709-4394

월간지방자치이영애대표특별강연

릲어르신들 사랑으로 공동체 만들어요릳

이영애 대표의 특별 강연이 3월 14

일 정관 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주역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릫내 나이가 어

때서릮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영애 대표는 1988년부터 지금까

지 32년 간 지방자치를 다뤄온 전문

매체인 월간지방자치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이다.

이 대표는 강연에서 흥겨운 노래

와 재미있는 입담으로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 300여명이

모인 회의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인생이라는 먼 여행 속에 가까이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말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릲나와

이웃 친구들 외 다른 사람을 사랑하

고 수용하는 따뜻함을 이번 강연을

통해 배울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웠다릳고 말했다.

기장군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강연

으로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즐거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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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제공미역모조형질측정우량미역모조확보를위한현장조사

기장군은 기장미역 우량종자를 확

보 하고 종자생산 채묘용 미역 모조

를 선정하기 위해 3월 18일 기장군해

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이하 연구센

터) 4층 회의실에서 해조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해조전문가 자문그룹은 기장군 관

내 18개 어촌계장과 해조류 양식어업

인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회의

는 지난 3월 1일부터 기장 해조류 양

식어업인을 대상으로 미역모조 제공

희망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형질의 모조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센터는 지난 2년간에 걸쳐 다양

한 방법으로 가이식 연구를 실시한 결

과, 기장해역에서 양식어업 여건에 맞

는 해상 가이식 가능성을 확인, 종자생

산에서 양식, 수확까지 기장미역 원-스

톱 생산체제 확립에 한걸음 다가갔다.

금년으로 종자생산연구 3년차에 진

입한 연구센터는 해조류 종자생산 체

제 확립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장 지역의 다양한 미역종자 확보로

기장다운 미역 품종 개발 연구에 집

중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우량 모조 판별을 위해

모조제공 희망 양식현장을 찾아 모조

관리상황, 형질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했다. 위

원회에서 선정된 모조는 미역종자 채

묘시기인 오는 5월까지 우수한 형질

이 유지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상 모

조관리를 할 계획이다.

연구센터 관계자는 릲이미 널리 알

려져 있는 기장미역 우수성이 유지됨

은 물론 나아가 우량 품종 개발을 통

한 고품질 우량 미역종자의 생산 보

급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인들이 안정

적으로 어가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릳고 밝혔다.

해빙기원전안전합동점검

기장군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

간(2.18~4.19)을 맞아 해빙기 원전 안전

점검과 재난안전 관리 실태 확인을 위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고리지역사무

소)와 함께 고리 제3발전소에 대한 합

동점검<사진>을 3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해빙기 대비 원전안전 합동점

검에는 기장군 안전도시국장을 비롯

해 군청 공무원 4명이 참석해 △원전

주요 건축물 및 구조물 외간의 이상

여부 △가스 및 유류저장시설 △화학

약품 저장시설 등 총9개 분야 중점 점

검 대상에 대해 원전사업자로부터 자

체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일부

시정굛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옥상 바닥 방수시트 균

열 △배수로 주변 이물질 방치 △외

부 환기시설 함석닥트 이음새 표면부

식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을 주

문했으며 △화학약품 저장시설에 대

해서는 물리적 방호 및 풍향계 개선굛

검토를 주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안전관리 대상 시설로서 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릮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설관리

에 대한 그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기

장군은 2016년부터 매년 원자력안전

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릲지자체와의 합동점검

이 원전시설 안전성에 대해 지역주민

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밝히며, 원전안전은 사후조치

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서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정착굛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릳할 것임을 밝

혔다.

청정기장읍만들기,주민이나섰다

릫시민참여 쓰레기분리배출 운동릮 발대식

기장읍은 3월 29일 기장읍행정복지

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

원, 이장, 각급 사회단체 회원, 공무

원, 환경미화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한 기장읍 만들기, 릫시민

참여 쓰레기 분리배출 운동릮 발대식<

사진>을 개최했다.

기장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

두호)에서 주도해 지역 11개 사회단

체가 참여하는 릫시민참여 쓰레기 분

리배출 운동릮은 △365일 주민의식 개

선 분리배출 계도와 홍보 △혼합배출

모니터링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조

성 △원룸굛빌라의 책임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 시범 운영 △관

련기관 MOU 체결 △재활용품 분리배

출 길라잡이 제작 등 생활쓰레기 분

리배출 정착을 목표로 실질적인 주민

의식 변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을 펼칠 예정이다.

발대식은 경과보고, 실천다짐 결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교육과 재활용

정거장 분리배출 시연 등의 내용으로

개최됐으며, 발대식후에는 각급 단체

별로 지정된 릫쓰레기 없는 시범거리릮

에서 가두 캠페인과 거리 청소를 통

해 범시민운동의 출발을 알려 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릲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사회단체가 주도하고 전 읍민

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기장 만들기

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

다릳며 릲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

을 펼쳐 기장읍내 전 가정에 생활쓰

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릳는 포부를 밝혔다.

우량 미역 종자 생산 본격 시동
채묘용 모조 선정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품종 개발 박차

기장군, 해양쓰레기관리역량평가전국 3위

기장군이 해양수산부가 전국 지자

체 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양쓰

레기 관리역량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

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선 척수, 양식업 건수

등 수산세력이 큰 서남해권에서 대부

분 우수 지자체가 선정돼 왔으나, 이

에 비해 동해권에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항목은 사업종류, 예산, 수거량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75％)와 사업

추진 적정성, 노력도, 모범사례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25％)등이다.

기장군은 작년 한 해 △어항 내 수

중쓰레기 정화사업 신규추진 △해양

환경관리 전담 공무직 근로자 채용

△기간제 근로자 권역별 책임제 운영

△낚시통제구역 조례제정 등의 정책

을 실시해 많은 개선과 노력을 한 점

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국제연안정

화의 날 행사에서 기장군에 대한 기

관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사능재난대비주민보호초동조치강화

민간원전방재단 발대…민굛관 협업체계 마련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방사

능누출 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 초동

조치 강화 일환으로 재난현장에서 민

-관 협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

고자, 3월 21일, 22일 군청차성아트홀

과 장안읍행정복지센터대회의실에서

2019년 릫기장군 방사능방재 요원릮 및

릫민간원전방재단릮을 대상으로 발대식

을 가졌다.

방사능방재 요원은 릫원자력시설등

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릮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2019년도 기장군 방사능방

재 요원은 군청 공무원 50명과 지역

유관기관을 포함 총 59명을 지정했다.

또한, 민간 원전방재단은 기장군

자체적으로 릫지역 맞춤형 방사능방재

체계릮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최초로 발족했다.

현 구성은 고리원전 주변 최인접

(원전반경 5km 내) 21개 마을에 이장

과 개발위원장이 그 대상으로 총 42명

이다.

이번 발대식은 방사능 누출에 따른

특수재난 시 지역의 전문 인력의 체

계적 관리와 양성을 목적으로, 군 방

재요원과 민간원전방재단에 대한 개

인 임무부여와 역할 수행에 그 의지

를 다짐하며, 특히 금년에 실시될 방

사능방재 법정 교육 이수와 방재 훈

련 등에 참여함으로써 비상시 주민보

호 초동조치를 위한 민-관 협업 대응

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똑똑굩알기쉬운토지상식

Q: 지적도란?

A: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척, 인접도로와의

폭, 토지모양, 경계선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지도입

니다. 즉, 토지를 보다 더 세분화시켜 필지별로 경계

를 그어놓아 해당 토지의 경계 및 지목을 확인 할 수

있는 지도입니다.

Q: 그럼 지적도를 어디서 확인 하나요?

A: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

급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방법도 가능합니다.

첫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둘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Q: 지적도를 보는 방법은?

A: 첫째, 방위는 위쪽을 기준으로 북쪽입니다.

둘째, 지적도에는 축척을 통해 지도를 볼 수 있습니

다. 지도상 1cm가 실제거리를 반영하는 것이니 지도

를 보실 때 실제거리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709-4775)

뢾 뢿

내집마당주차장갖기지원사업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여유

공간에 주차장 건립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자기소유 주택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도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사

업 종료, 선착순)

○ 신청장소 : 기장군 선진교통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지원금액 : 설치비의 70％ 범위 내 4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 지원

○ 추진철차

▷ 신청 ⇒ 현장확인 ⇒ (사업결정시) 신청자 자체 공

사시행 ⇒ 완료 후 10일이내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후(이상없을 시)보조금 지원

○ 보조금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평면도, 공사

전굛중굛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

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단, 건물철거굛멸실 시는 제외)

선진교통과(709-4571) 인재양성과(709-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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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행사내용 일시/장소

문화
- 가족문화공연 릫변검 매직쇼릮
- 대상: 아동 및 동반가족 회당 150명
- 접수: 4.3.(수) 10:00(1회), 11:00(2회) 온라인 접수

4.14.(일) 13시/15시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배움
- 책속의 동화의 집 북하우스 만들기
- 대상: 초등 4-6학년 25명
- 접수: 4.2.(화) 10:00부터 온라인 접수

4.14.(일) 10~12시
(정관도서관 여름실)

나눔

- 과월호 잡지 무료 배부
※ 책이음회원 1인당 5권씩 선착순 배부

4.12.(금)~4.18.(목)
(정관도서관 종합자료실,
정관어린이도서관)

- 테마도서/추천도서 목록 배부
4.1.(월)~4.30.(화)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참여

- 4. 12. 도서관의 날 룙두배로 대출룚
4.12.(금)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 도서관 미션 완수하고 추억의 뽑기
- 대상: 정관도서관 어린이실,

정관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이용자
- 도서관 관련 미션 완수하고 추억의 뽑기 도전

4.12.(금)~[소진시]
(정관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정관어린이도서관)

- 신작 애니메이션 룗언더독룘 상영
4.21.(일) 11/14/17시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

전시 - 특별전시/테마도서전시/원화전시
4.1.(월)~4.30.(화)
(정관도서관)

상영일자 제 목 상영시간

4월2일(화) 인크레더블 115 분

4월3일(수) 재심 119 분

4월4일(목) 래빗 스쿨 75 분

4월5일(금) 래빗 스쿨 75 분

4월6일(토) 썬더와 마법저택 85 분

4월7일(일) 썬더와 마법저택 85 분

4월9일(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86 분

4월10일(수) 극비수사 156 분

4월11일(목)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공룡대탐험 107 분

4월12일(금)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공룡대탐험 107 분

4월13일(토)

10시30분 - 인문공감아카데미
뢾김용섭-2019 트렌드 이슈와 새로운 기회뢿

90 분

14시,17시-쿰바: 반쪽무늬 얼룩말의 대모험 85 분

4월14일(일) 17시-쿰바: 반쪽무늬 얼룩말의 대모험 85 분

4월16일(화) 슈렉 포에버 93 분

4월17일(수) 집으로 가는 길 130 분

4월18일(목) 빅 배드 폭스 83 분

4월19일(금) 빅 배드 폭스 83 분

4월20일(토) 매직울프 86 분

4월21일(일)
★소두방 어린이 극장 신작 상영★

120 분
언더독

4월23일(화) 인사이드 아웃 110 분

4월24일(수) 라이언 118 분

4월25일(목) 15시-부니베어 57 분

4월26일(금) 15시-부니베어 57 분

4월27일(토) 벼랑 위의 포뇨 101 분

4월28일(일) 벼랑 위의 포뇨 101 분

4월30일(화) 앨빈과 슈퍼밴드: 악동 어드벤처 92 분

구분 행사명 행 사 내 용 일 시 장 소

공연
가족
인형극
공연

▶ 공연명: 대박이와 아기돼지 삼남매
▶ 내 용: 아기돼지 삼형제를 원작으로 한 인형극
▶ 대 상: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및 가족 100명
▶ 접 수: 3/19(화) 10:00부터 인터넷 접수

4/3(수)
19:00~
20:00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일 자 제 목

4/6토) 오소리네 집 꽃밭

4/27(토) 선인장 호텔

일 자 제 목 상영시간 등급

4월 7일(일)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124분
전체 관람가

4월 28일(일) 파퍼씨네 펭귄들 95분

전시

그림책
원화
전시회

▶ 내 용: 그림책 룗동시집 시즌5룘 원화 전시
- 도서출판 문학동네 협조
▶ 대 상: 도서관 이용자

4/5~4/25
기장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테마도서
전시회

▶ 당신과 동물, 우리들의 이야기
- 당신도 채울 수 있는 릫함께릮의 한 조각 [종합자료실]
-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어린이자료실]

4/1~4/7
4/27~4/30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참여
행사

도서관
체험
놀이터

▶ 내 용: 마이펫(pet) 만들기(포일아트)
▶ 대 상: 도서관 이용자 100명
▶ 접 수: 당일 선착순

4/7(일)
10:00~

기장어린이도서관
(1층 로비)

영화상영
▶ 내 용: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
▶ 상영작
-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4/7), 파퍼씨네 펭귄들(4/28)

4/7, 4/28
일요일
14:00

기장도서관
(시청각실)

그림책
읽어주기

▶ 내 용: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
▶ 대 상: 5-7세 유아 30명 및 가족
▶ 접 수: 당일 선착순 입장

4/6, 4/27
토요일
11:00

기장어린이도서관

나눔
행사

추천도서
목록
배부

▶ 성인, 청소년: 당신도 채울 수 있는 릫함께릮의 한 조각
▶ 유아, 어린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4/1~4/7
4/27~4/30

기장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알뜰
잡지
나눔터

▶ 과년도 잡지 무료 배부(600여권)
※ 1인당 5권씩 선착순 배부

4/2(화)
10:00~

기장도서관
(1층 로비)

기장디지털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2층 로비)

정관도서관

○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

▷ 공식주제 :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

▷ 행사기간 : 2019. 4. 1. ~ 4. 30 룆도서관주간 4. 12. ~ 4. 18.룇

▷ 행사장소 : 정관도서관, 정관어린이도서관

▷ 주요내용

정관도서관(709-3904)

○ 소두방어린이극장 영화상영

▷ 상영장소: 정관도서관 소두방어린이극장(지하1층)

▷ 상영시간 -화굛목굛금: 10시30분, 15시(2회 상영)

-수요일: 10시10분, 13시30분(2회 상영)

-넷째 주 토요일: 11시, 15시, 19시(3회 상영)

-주말굛공휴일: 11시, 14시, 17시(3회 상영)

▷ 상영시간 30분전 선착순 입장이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정관도서관(709-3901)

기장도서관

○ 임시휴관

▷ 기장도서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따른 임시 휴관

▷ 휴관일: 2019. 4. 8.(월) ~ 4. 26.(금), 19일간

※ 열람실, 각 층 자료실, 어린이도서관 등 전실 휴관

※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한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관사유

-도서관 천장 해체에 따른 분진 및 철제 낙하 등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사고 예방

-고소작업차 및 대형 크레인 등 작업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통제

기장도서관(709-5337)

○ 제55회 도서관주간 행사

▷ 운영기간: 2019. 4. 1. ~ 4. 30. 룆도서관주간 4. 12. ~ 4. 18.룇

▷ 운영장소: 기장도서관,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디지털도서관

▷ 주요내용

기장도서관(709-5331)

○ 그림책 연구회 회원 모집

▷ 운영일시 : 2019년 5월 ~ 12월(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10:00~12:00)

▷ 운영대상 : 그림책을 읽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픈 일반 성인

▷ 운영내용 : 그림책을 통해 독서치유를 경험

▷ 접수방법 : 기장도서관 홈페이지 → 온라인 수강신청

▷ 접수기간 : 2019. 4. 2(화) 10:00 ~선착순 마감시까지

▷ 교육장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3층 평생학습실

기장도서관(709-5321)

○ 토요 그림책 읽어주기

▷ 운영일시 : 토요일 11:00~ 12:00

▷ 운영장소 : 기장어린이도서관 2층 가족독서방

▷ 운영대상 : 유아 및 동반 보호자

기장도서관(709-5321)

○ 주말 가족극장 영화 상영

▷ 상영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14:00

▷ 상영장소: 기장도서관 지하1층 시청각실

기장도서관(709-5328)

■기장군취업정보센터구인정보

※ 자세한 사항은 기장 취업정보센터(☏ 709-4377~4379) 또는 정관 취업정보센터 (☏ 709-5105~5106)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기장여성새일센터 (☏ 709-5354~5359) 또는 정관 취업정보센터 (☏ 709-5107)로 문의 바라며 군보 발행 후 모집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을 양지하
시기바랍니다.

■ 기장여성새일센터 구인정보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동성건업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유리및 창호 시공현장직 1명 08:00~18:00(주6일) 시급 8,350원 운전가능자, 인근거주자

센텀스톤 기장군일광면화전2길 대리석 가공직원모집 2명 08:00~18:00(주6일) 월급 230만원 운전가능자, 청년층우대

㈜회성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사무직 직원 1명 08:00~18:00(주5일) 연봉 2,400만원 캐드, 파워포인트, 엑셀가능자

일광대복집 기장군 일광면 이화로 주방직원모집 1명 10:00~21:00(주5일) 월급 240만원 조리사자격증 무관

삼양유통 울주군 서생면 얌암1길 사무원 모집 1명
평 일: 08:50~17:50
토요일: 09:00~17:00

월급 195만원 문서작성,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주)케이엠티시 기장군 장안읍 고무로
소형풍력발전기 기술영업
팀 관리자모집 1명

09:00~17:30(주5일) 연봉 2,200만원
문서작성, 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
인근거주자, 차량소지자, 운전가능자
청년층우대, 영어 (중), 전기기사

협진상사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 차량 운전 및 주류 납품기사 1명 08:30~17:00(주5일) 연봉 2,500~3,000만원 운전가능자, 인근거주자

㈜동래위생공사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생활쓰레기 수거원 모집 3명 03:00~12:00(주5일) 연봉 3,000만원 인근거주자

기장연세요양병원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조리사, 조리원모집 1명 05:30~17:30(주5일) 월급 202만원 시간협의, 인근거주자

우오가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홀서빙, 매장관리원모집 2명 05:00~22:00(주3일) 시급 8,350원 인근거주자

대한전업사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산업기계 수리 및 전기공사 1명 08:30~17:30(주5일) 월급 200만원~210만원

월 1~2회 주말근무 가능자,
전기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소지자

경리사무원 1명 10:00~16:00 시급 9,000원 문서작성, 표계산, 인근거주자

다인재가노인복지센터 기장군 장안읍 오리길 주간보호 센터 차량 운전원 1명 08:00~10:00/16:00~18:00 월급 90만원 승합차 운전 가능자

용호지대 정관읍 산단4로 종이포대 생산 라인 관리원 2명 08:00~17:00(주 5일) 월급 200만원 청년층우대,외국어가능자,컴퓨터활용

한국웰드텍 장안읍 명례산단1로 생산직 사원모집 1명
평 일: 08:00~19:00
토요일: 08:00~17:00

시급 8,350원
인근거주자, 차량소지자,
주야간근무가능자

대헌정밀 장안읍 명례산단6로 자동차부품 제품검사 2명 08:30~18:30(주 5일) 시급 8,600원 통근버스제공

업체명 근무지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우대사항

하서요양원 정관읍 구연3로 요양보호사 1명
주 08:00~20:00
야 20:00~08:00

월 209만원

(주)새손 장안읍 기장대로 1909 영양사(경력) 1명 09:00~15:00 월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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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대
월 205만원 인근거주, 차량소지자

(주)아워홈 장안읍 장안산단9로 140
단체급식보조원
주말반 1명

09:00~18:00(주말,토,일) 시급9,000원

일광개발(주) 일광면 이천8길 100 찬모(계약직) 1명
05:00~14:00/09:00~18:00
근무일정표에 따름

연봉2,313만원 인근거주

일광개발(주) 일광면 이천8길 100 한식조리사 1명 09:00~18:00 연봉2,313만원 한식조리사 필수

(주)제이엘씨 정관읍 정관상곡1길 66-19 경리사무원(경력) 1명 08:30~17:30 월 180만원

아라산업개발 기장읍 반송로 1597 경리사무원(건설) 1명 09:00~18:00
월 180만원
상여금100％

건설업면허소지자

제일푸드서비스 정관읍 농공길 37
단체급식

전,튀김 담당 1명
06:00~15:30 시급9,000원

혁신금속 장안읍 명례산단4로 65-12 생산직 1명
08:30~17:30
잔업가능

시급8,350원

경원개발(주) 정관읍 병산2로 265 경리회계(경력) 1명 09:00~18:00 연봉 2,600만원 인근거주, 차량소지자

기장직업학교 기장읍 차성로 272 사무자동화강사 1명 시급15,000원 경력자

(자)태광상사 철마면 두송길 7-12 경리사무원 1명 08:30~17:30 월 1,745,150원 초보가능

(주)와이우드홈즈 정관읍 매곡길 29 생산직 2명 09:00~18:00 월 200만원 운전가능, 청년층

일품오리원 정관읍 곰내길 591-15 주방보조 3명
10:00~22:00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
시급8,350원

2019년 봄철 릫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릮 운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기장군 릫청년 Dream 창업 지원 사업릮 대상자 모집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19. 4. 1. ~ 2019. 6. 30.)

○ 기 간 : 3. 21. ∼ 4. 15.

○ 사 유 : 기온 상승으로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기상조

건으로 산불발생 위험성 높음

○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논굛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인화성 물질 소지금지 및 담배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금지

○ 사업목적: 우수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 및 공간 임차료 일정

액을 지원함으로써 발전 가능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모집인원: 4명(또는 팀)

▷ 모집분야

- 청정 기장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물품 및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창업 아이템

-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기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 지원내용

-창업지원금 : 1,000만원(최초 1회)

- 임차료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임

차료 지원(최대 2년)

-창업 교육 및 창업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1. ~ 4. 5.

▷ 신청자격 : 개인 또는 팀 전원이 아래 모든 요건에

충족되어야 함

-공고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19세

~ 39세(1980. 1. 1. ~ 2000. 12. 31.) 이하이며 현재 미

취업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팀(5인 이내)

-기장군 관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일자리경제과) 또는 전자우

편 접수(oniryuji12@korea.kr)

일자리경제과(709-4394)

○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굛재

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를 도모하고, 치료굛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

하고자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여 상

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

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예정

○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국비로 치료

굛재활의 기회 부여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 상담장소: 부산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 상담 및 자수방법: 606-4622~5 또는 국번없이 130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 여러분의 다양한 금융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서

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이 합

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입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면 자금지원(미소금융, 햇살론, 바꿔

드림론 등), 채무조정(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연

계지원), 창업 및 일자리 연계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습

니다.

국번 없이 1397을 누르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서

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시면 방문 상담이 가능합

니다.

○ 방문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월~금) 09:00~18:00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7

○ 홈페이지 : http://www.onestop1397.or.kr

※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확

인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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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날

기적이 내게로 왔다

이노우에 히로유키 지음/송소정 옮김

유노북스

아내간병감동실화

작고 얇은 책이다. 제목을 보면

대강의 내용이 그려지는 그런 책이

기도 하다. 하지만 지레 짐작은 하

지 마시라. 사랑하는 아내가 식물인

간이 되었으니 동정을 필요로 하겠

구나...라든지. 혹은 책을 낸걸 보면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여 완치한

자랑거리를 늘어놓았겠구나...라든

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어

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에 정면으

로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삶을

바꾼 얘기를 들려주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아내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의 성장

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자기계발

서를 찾게 되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성장을 원했고 우선 자기계발

서를 읽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는

실천에 옮겼다. 마음으로만 자기계

발을 원한 것이 아니라 책을 사서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주말마다 오

가는 왕복 8시간동안 읽기 시작한

것이다.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해소를 위해

처음 내디딘 걸음이 책을 통한 배움

이었다.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마음

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마음은 단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생각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

어주는 역할을 할 뿐 일을 변화시키

고 이루게 하는 것은 실천이다. 이것

이 바로 마음작용이 모든 일을 이루

게 할 수 있다는 속뜻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배움에 대한

여정은 아내의 건강을 찾는 것을

향해 펼쳐져 나갔다. 성실하고도 진

심어린 간병은 사고 이후 6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던 뇌파를 움직이게

했다. 뇌파가 움직이니 소통이 가능

해지고 누워만 있던 신체가 움직일

수 있기를 원했다. 사고의 충격과

움직이지 않아 쓸 수 없게 된 관절

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도 배움을 통한 자기성장이 도

움이 되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는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

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에 대한 배움이 필요한 것이다.

배움은 기적을 당겨올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있다

가 어떠한 정보도 없이 갑자기 내

린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란

어렵다. 그냥 만들어진 기적은 없

다. 더욱더 강하게 기적을 끌어당기

는 힘으로 작가가 한 가지 더 덧붙

인 것은 진심이다. 객관적으로 부족

해 보이는 능력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만한 것이 없다.

그가 담당직원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열정은 일본인 최초로 뉴욕대

학 특례입학의 문을 열게도 만들었

다. 진심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면 고

민할 필요가 없다. 누가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해서 따라 할 필요도 없

고 미리 방향을 정할 필요도 없다.

당신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좋을 수

있는 것이라도 내게는 크게 소용되

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지 당장 가까운 것부터 배우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시작하면 다

음 단계와 방향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고 찾게 된다. 끝없이 배우

고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전해주는 말이다. 행복도, 행운도,

성공도 모두 배워야 얻을 수 있다

고 저자는 말했다. 그러기에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공부하라고 했

다.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

각하고 살아가는 것, 지금에 감사하

는 것, 이러한 것들이 기적이 내게

로 찾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박태만 서예가

악기에 관심 있고 살아가면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연주해 보

고 싶은 분에게 희소식이 있다. 정

관 노인복지관에 색소폰 동아리

가 생겼다.

색소폰은 벨기에의 아돌프 색스

(Adolphe Sax; 1814~ 1894)라는 사

람이 발명해서 관악기 릫폰릮을 붙여

릫색소폰릮이라고 부른다. 지난 화요

일 복지관을 찾아갔다. 오후 4시

가 가까워지자 등에 커다란 가방

을 멘 분들이 3층 강당으로 속속

올라온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큰

가방 안의 황금빛 색소폰을 꺼내 바쁘

게 움직인다. 850여 개의 개별 부분들

로 이루어진 복잡한 악기인 색소폰은

크게 본체, 넥, 마우스피스로 구분한

다. 대나무같이 생긴 얇은 리드를 입

에 물고 침으로 적신 뒤 손으로 마우

스피스와 리드를 함께 쥐고 리가춰를

끼우고 넥과 결합하는 손놀림이 마치

전문가 같다.

복지관 색소폰 동아리는 3월 19일부

터 매주 화요일 주 1회, 3층 강당에서

배달강좌 수업을 시작했다. 현재 11명

이 등록했고 최고령자가 78세, 평균연

령이 70세로 색소폰을 오래 접한 분과

처음 시작한 분 등 실력 편차가 많다.

릲회원 중 실력이 매우 뛰어난 고수 한

분이 계셔서 한 사람씩 개인 지도를

해주며 자율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요.

우리 회원은 행운아들이죠.릳 합주단을

구성해 병원이나 요양원 등 이웃사랑

을 나누며 지역 문화행사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서종곤 반장이 동아리의

꿈을 이야기한다.

색소폰은 소리가 커서 연습 장소 제

약이 많은데 복지관에서 방음시설이

된 다목적실을 사용하도록 기꺼이 배

려해줘서 거의 매일 연습 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으로 자랑을 한다.

릲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선뜻 시작하

지 못하고 망설였는데 이번에 악기도

사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릳 릲동

아리 모임이 즐겁고 도전하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릳 릲모여서 함께 하니

실력이 더욱 향상됩니다릳 실버세대에

색소폰은 특히 치매예방과 심폐 기능

발달 등 좋은 악기로 관심 있는 분들

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모두

들 입을 모은다.

색소폰 자체가 화려하니까 연주용

유니폼을 맞출 때는 검정 바지와 흰

와이셔츠가 가장 좋을 거라며 기대감

에 부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전문가인 한분은 칠판에 릫플립, 모르

덴트, 돈꾸밈응(턴)릮 어려운 이론을 적

고, 반장은 릫3연음표 악보릮를 프린트

해오며 동아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기

차다. 1. 써브톤: 아래 입술을 밀고 정

중앙 당기고 하면 소리가 달라진다. 2.

B브라토 3. 음악의 3대요소 4. 벤

딩...등 꼼꼼하게 정리한 회원의 노트

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고스란히 엿

보게 한다. 반주기에서 음악이 나오자

넓은 강당에서 각자 자유롭게 서서 연

습하는 모습이 이미 멋진 뮤지션이다.

무척 행복해 보인다. 정관 복지관 색

소폰 뮤지션들의 깊고 매력적인 연주

가 기대된다.

서옥희 명예기자

심폐기능은올리고, 치매는막고

정관노인복지관 - 색소폰 동아리

수강생들이관광가이드가갖춰야할 11가지요령을영어로낭독하고있다.

지난 3월초 기장군청과 정관도서관

에서는 올해 기장군 평생학습 강좌

신청을 위해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중 제22기 기장군민어학당은 3월 5

일 제일 처음으로 접수를 시작해 신

청열기가 대단했다.

특히 이번 기장군민어학당에서 새

롭게 개설한 릫글로벌 문화관광 가이드

과정릮 특별강좌는 기존 수강생들을 비

롯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배움의 열의만큼이나 치열

했던 수강신청 경쟁을 뚫은 수강생들

이 처음 모이는 수업현장을 찾아 정

관도서관 2층으로 갔다.

기장군 글로벌 문화관광가이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역량강화를 위

해 개설된 이번 강좌는 3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2

시간 총 12주간 진행된다. 다음 분기

에는 실제 현장에 투입 가능하도록

중급가이드 회화연습과 현장가이드

실습을 하는 심화과정도 계획되어 있

어 향후 지역사회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동 기회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김수정 강사((주)캐럿

글로벌 소속)는 릲데이비드, 그레이스,

니콜, 크리스탈…릳 영어 회화 수업답

게 영어이름으로 출석을 체크하며 수

강생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릲다들 이

수업에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본적으로 강좌 이름처럼 투어 가이

드에게 필요한 자질과 유용한 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수강

동기가 궁금하네요릳라며 운을 뗐다.

릫관광 가이드 시험 실기가 어렵다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영어회화 공

부의 연장선상으로, 에어비앤비 운영

에 활용하고자릮 등등 아직은 낯선 기

운이 감도는 강의실이었지만 수강생

들은 머뭇거림 없이 저마다 자신의

수강 동기를 풀어놓았다. 그 중에서도

서울전쟁박물관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자신의 전쟁경험을 외국인

에게 어눌한 영어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수강생의 대

답에 다들 동감하는 분위기였다.

김수정 강사는 릲우리 문화재나 지역

명소를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

보다는 내가 더 한국을 많이 알고 있

고 잘 소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

져야 한다릳며 릲문법이 조금 틀리더라

도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니 좀 편안하게 접

근하면 됩니다릳라고 조언했다.

이어 릲11 tips on conducting(walk-

ing) tours(관광 가이드가 갖춰야할

11가지 요령)릳을 다 같이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읽어나갔다. 앞으로 남은 수

업시간에는 응급상황에서 대처요령과

기장의 관광명소와 문화재, 축제를 소

개하는 표현들을 배우게 된다. 수료후

기장의 곳곳을 누비며 안내하는 문화

관광 가이드로서의 활약을 기대해본

다. 기장군민어학당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도서관과 709-3955로 문의하면

된다.

릲웰컴투기장릳외국인맞기위해영어삼매경

정관노인복지관색소폰동아리회원들이연습을하고있다. 사진굛배성우명예기자

기장군민어학당 - 글로벌 문화관광 가이드 과정

장안사설법전에서 3월 13일 삼존불개금점안법회가열리고있다.

장안사(주지 정오)는 3월 13일 경내

설법전을 조성하고 와불부처님, 관세

음보살, 미륵보살 삼존불 개금점안법

회를 봉행했다. 이날 설법전 삼존불

개금점안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스

님, 동래구불교연합회장 효문스님, 청

량사 주지 보혜스님 등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대중법회 공간이 부족했던 장안사

는 설법전을 전통가람으로 복구해 수

행과 신행공간을 조성했다. 현 주지

정오스님 취임 후 가람을 일신하고

오랜 연구를 통해 소장 유물의 가치

를 확인해 보물로 지정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제2회 천년고찰 장안사 사진

공모전에 대한 수상작이 지난 2월 11

일 발표됐다. 지난해 열린 제1회 공모

전에서는 장안사 경내에서 열린 국화

축제인 릫천년고찰 장안사 국화 향기를

품다릮를 중심으로 공모했으나 이번 공

모전에서는 주제의 범위를 넓혀 장안

사를 중심으로 옛 흑백사진과 계절별

사진 등을 공모했다. 그 결과 장안사

의 사계를 담은 수준 높은 작품이 많

았다는 평이다.

또한 장안사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70년대 흑백사진이 대거 출품돼

역사적 자료로 사진공모전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대상에는 강태옥(부산 동래구)씨의

릫반영릮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에는 이호

인(부산 남구)씨의 릫장안사 연등릮과

조성근(경남 양산)씨의 릫장안사 전경릮

이 수상했다. 특별상에는 석임생(기

장군 장안)씨의 릫대웅전릮 흑백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전시

회는 오는 5월 12일 석가탄신일, 장안

사 경내에서 있을 예정이다.

장안사설법전삼존불개금점안법회봉행

릫제6회 향기로운차문화축제릮열어

4월 20일(토) 정관중앙공원일원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석

보혜)은 4월 20일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릫제6회 향기로운 차문화축

제릮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50팀의 찻

자리(500명분 진다례)를 마련해 행

사 참석자가 직접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했다.

축제 메인인 국제문화교류에는

세계 10대 그룹인 인도 타타그룹의

총지배인이면서 인도 아쌈지역의

아쌈 홍차 총관리를 맡고 있는

BORA씨가 아쌈홍차에 대한 세미나

를 열고 천연 아쌈홍차와 유기농 아

쌈홍차로 시음회를 가진다. 또 중국

국가 공예미술원의 자사 수제호 제

작 기법 소유자인 이능발 도예가를

초대해 자사호 제작과정을 시연하

고 전시도 연다.

11시 30분부터는 전국 시를 사랑

하는 학생과 일반인 등과 전문 시낭

송가들이 참여하는 시낭송 대회가

펼쳐진다. 이어 국악인 구영선 씨의

경기민요 공연과 첼로 앙상블의 연

주가 화려한 봄의 축전을 연다.

2시경 본행사에서는 제2회 허 황

후 헌다례와 헌향, 헌화, 헌차, 헌무

등이 펼쳐진다. 이후 릫제6회 향기로

운 차 문화축제릮 시상식에서는 정영

숙 부산여대교수가 허황후 차인상

을, 이수백 도예가(기장 황산요)가

원효 문화상을, 동행문 문학상에 김

창식 시인(부산 영호남 문인협회

회장)이 수상할 예정이다. 한편 동

명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장재진

학생처장에게 복지 장학기금 전달

식을 갖는다.

어린이 문화 교류 부문에서는 기

장리틀합장단의 노래와 함께 인도

어린이들의 전통 춤 공연이 펼쳐지

며 어린차인들의 차시연이 열린다.

이어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의 연

주와 팝페라 가수, 하남석, 위일청,

정세훈 가수 등이 행사 말미의 아쉬

움을 달랠 예정이다. 한편 부대행사

로 황외성 작가의 산수화굛문인화 전

시와 문화재급 도예가들의 도자기

전시와 판매전이 열린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일행사 전반의 모

습을 찍은 사진으로 전국공모전

(7면 광고 참조)을 개최한다.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3월 18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

된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위원 교육에 참석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2018회계연

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임시

회에서 의원 김종률, 공인회계

사 박재민, 세무사 김경애 3인

으로 선임돼 구성됐으며, 이번

에는 김종률 의원과 김경애 세

무사가 교육에 참석했다. 박재

민 회계사는 4월 2일 추가로 교

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장군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공인회

계사굛세무사 2명으로 구성됐으

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종

률 의원이 선임돼 교육에 참가

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

제회가 주관했고, 결산서(세입

세출굛기금굛재무제표굛성과보고

서의 결산)의 집행적정성 여부

와 재무회계검사 제반증빙확인

등 결산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종률 의원은 릲주민에 대한

행정 재정적 실태와 현황을 충

분히 검토하여 올바른 재정운

영을 위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

하겠다릳고 말했다.

일광신도시오폐수방류관로설치

존경하는

기장 군민

여러분굩 의

장님을 비롯

한 동료 의

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성경미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깜깜 무소식인

일광신도시 오폐수 방류관로 설

치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자 합니다.

앞으로 1년 뒤쯤에는 3만 인구

의 일광신도시 입주가 시작 됩니

다. 그러나 3만 인구의 일광신도

시 오폐수를 처리해 흘려보낼 방

류관로 설치 위치를 아직도 결정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

폐수 처리를 못해 입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건 한마디

로 재앙 수준입니다.

앞으로 입주할 약 3만 명의 일

광신도시 주민도 기장군민입니

다. 일광신도시 조성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도시공사는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 기장군민에게 이 같

은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주

민들을 핑계 삼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또 행정적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

내는 꼴입니다. 그렇게 시간만

질질 끈다면 주민들의 불신은 더

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

상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

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

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도시공

사는 오폐수 처리수의 배출과 인

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후 환경평가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2월 초까지는 발표하겠다

고 했습니다.

왜, 2월이 다 지나가도 그 결과

를 발표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

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

겠으나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지난

2014년 기장읍 죽성천으로 결정

할 때처럼 주민들의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 분명

하며 주민과 지역 분쟁이 일어나

지 않도록 원만하고 합리적인 결

정을 촉구 합니다.

기장군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

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일광

신도시 오폐수 관로는 기장군 해

당 업무가 아니지만 기장군민을

위해 더 큰 사태를 불러오기 전

에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

시길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며, 현장 중심에서 군민의 작

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검사위원교육

행정재정적실태굛현황검토

기장군의회, 의정연수실시

의원역량강화밑거름될것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곧

있을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앞두고 3월 20일부터 2

박3일의 일정으로 전북 전주시에

2019년도 의정연수<사진>를 실시

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2019년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

안을 연구하며 의원 상호간 공동

체 의식을 함양,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하

기 위해 3월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으로 전주시에서 실시했다.

연수와 교육은 지방의회 전문

컨설팅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했다. 국

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다년간의

실무경력까지 겸비한 최고의 전

문가들로 강사진을 섭외하여 실

무형의 알찬 연수일정으로 구성

했다.

연수 첫날 강사로 나선 이정

화 교수는 릫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결산검사 실무기법릮 및 릫행정

사무감사굛조사의 핵심착안사항

및 실전사례릮이라는 주제로 사례

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

했다. 연수 둘째 날에는 오원섭

변호사가 청렴교육과 함께 민간

위탁사무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

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 오후

에는 지역특성화사업 벤치마킹

을 위해 전주향교 등 전주시 일

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군의회와 자

매 결연을 맺은 무주군의회를 공

식 방문해 양 의회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2박 3일의 일정을 무사

히 마쳤다.

황운철 의장은 릲이번 연수는

의원 필수 과제인 예산안 심사

기법과 함께 8대의회의 대외적

인 위상을 높이고자 준비했다.

특히, 4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앞두고 실제 기장군

예산안을 가지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

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

신하며, 이를 통해 의회 고유의

견제와 통제기능 내실화로 신뢰

받는 기장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릳고 말했다.

집행부에 항의성명서 전달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3

월 14일 의원회의를 통해 지난 3

월 11일 집행부 주간업무보고에

서 있었던 기장군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공유하

며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

다. 그 결과, 의회를 무시하는 기

장군수의 언행이 도를 넘어 지방

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데

황운철 의장을 비롯한 성경미 부

의장, 맹승자 의원, 우성빈 의원,

박우식 의원 4명이 동의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집행

부로 전달했다.

항의 성명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의회 무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3월 11일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군청 집행부 주간업무보

고에서 의회와 의원에 대해 무시

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릲기장군의회는 기장을 미세먼

지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교

육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다. 이해

가 부족한 의원님들은 가르쳐라.

교육에 대해 모른다. 교육에 대해

설명해라/ 제발 묻지마 삭감을 하

지마라.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집

에 있는 자식보기 부끄럽지 않나.

집에 자식이 없나?릳라는 등의 비

상식적인 막말을 하였다.

막말의 내용자체도 맞지도 않

을뿐더러 4선의 군수라기에는 너

무나 부족한 상황인식에 16만 기

장군민과 함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

의를 릫묻지마 삭감릮으로 매도하는

것은 군민에게 위임받아 집행부

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대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을 무시

하는 태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조

직도 아니고 집행부의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다. 백번 양보하여 모

르는 것이 있다하더라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가르친다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관계란 것을

굳이 이렇게 글로 써서 알려줘야

하는 대상이 16만 기장군민의 수

장이라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

다.

이에 기장군의회 의원일동은 7

백여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주간

업무 보고에서 의회의 결정을 무

시하고 의원을 모독하는 무책임

한 발언에 대해 오규석 군수의 공

식 사과와 함께 사과문의 군보 게

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사과

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

하나.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를 릫묻지마 삭감릮으로 매도하

는 발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

드는 행위로써 오규석 군수는 16

만 기장군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하나. 16만 기장군민에게 위임

받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

제를 하는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오규석 군

수는 각성하라

하나.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의

양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동

반자적 관계임을 명심하라

위 요구의 사과 시한은 3월 18

일 주간업무보고 시간까지로 한

다.

2019. 03. 14.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 황운철

부의장 성경미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박우식

<붙임자료>

2019년 본예산 삭감사유

뢾교육경비뢿

2019년도 본예산 교육경비 예산

요구액은 10,030백만원으로 2018년

대비 49백만원이 적게 요구되었으

나, 2019년도부터 기장군이 부담하

던 고등학교 1학년 급식비를 교육청

이 지원함으로써 700백만원이 줄어

든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전년대

비 651백만원이 증액요구되어 심의

단계에서 799백만원을 삭감하였다.

한편, 우리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

에는 극히 공감하나, 해마다 백억

원 이상의 과도한 지원이 계속될 경

우 재정 안정성 또한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청 고유 업무범

위인 학교시설개선, 주요자산 취득

등에 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

은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교육

경비 지원기준을 재정비하여 그 규

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효율적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묻지마 삭감은

사실과 다르다.

뢾미세먼지뢿

미세먼지 대책은 시급하나 바쁘

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는 없다. 미세먼지 관리조례, 미세

먼지 신호등과 전광판 등 미세먼지

관리예산*과 미세먼지 오염원 파악

연구용역예산** 이 같이 요구되었

는바, 예산 심사과정에서 미세먼지

오염원 등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미세먼지 오염원 파악 연구용역비

를 승인하여 명확한 실태파악 후

우선순위를 따져 필요한 곳에 예산

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다.

*미세먼지관리(삭감) : 105백만원

(전광판, 신호등, 파수꾼교육, 감시

단)

** 미세먼지 오염원 파악 연구용역

(승인) : 50백만원

기장군의회제237회 임시회개회

2018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변경

기장군의회(의장 황운철)는 3

월 14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릫2018회계연도 결

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릮을

처리하고자 하루 간의 회기로 열

렸다.

4월로 예정된 결산검사를 앞두

고 검사위원 중 1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

라 원활한 결산검사업무를 하고

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검

사위원 1인을 즉시 충원했다. 임

시회 본회의에서는 릫회기결정의

건릮, 릫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릮

등 기본안건을 처리, 바로 이어

릫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릮을 처리함으로써 하루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미래사회리더양성목표 굛굛굛잠재적역량개발에중점

장안제일고등학교전경

짙은 녹음과 형형색색의 꽃과 식물이

어우러지는 계절, 신년 봄을 맞아 지역

명문 장안제일고등학교의 제8대 김용석

<사진>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했다.

명예기자.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장안제일고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김용석 교장. 본교는 소규모 농산어

촌 우수학교로 인성과 학력을 겸비한

우수 인재들로 구성되어 명문고의 전통

을 계승굛발전하고 있다. 협동심과 자립

심 배양에 적합한 시스템과 자연 친화

적 학교 전경 속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열

정적인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점이 자랑거리이다.

명예기자.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

과 학교 운영 철학은 어떻게 되나.

김용석 교장. 강한 학교, 멋지고 실력

있는 학생을 양성하고자 한다. 학생들

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나눔, 배

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 역량이 필요하

며,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한

다. 더불어 본교 건학이념인 릫흥진릮의 실

천으로 릫베풂릮의 교육에 임할 것이다.

명예기자. 장안제일고 운영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김용석 교장. 본교 교육목표인 릫미래

사회를 선도할 능력과 품위를 갖춘 창

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릮에 따라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유능

한 인재 육성과 선진화된 교수 학습활

동과 학습역량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이 비전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

며 기본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명예기자.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

게 바라는 점과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면.

김용석 교장.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

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보다는 노력

하는 학생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학교

폭력 없는 학교, 친절하고 청결한 학교,

규정을 잘 지키는 학교 속에서 긍정적으

로 사고하고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장안제일인이 될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학교는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실, 따뜻한 관심과 배려

가 넘치는 교실, 활기차고 지식과 지혜

가 넘치는 교실을 구축해야 하며 교장으

로서 이러한 학교와 교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넘치는 봄 향기와 마찬가지로 김용석

교장 선생님의 넘치는 포부와 학교에 대

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작

년에 이어 올해도 장안제일고의 뛰어난

학업적 성취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김윤지 명예기자(장안제일고 3학년)

2019년 4월 1일(월요일)제278호

현재고1굛2굛3 모두다른수능치러

백승찬

학습컨설턴트

약 20년간 입시 현장을 지켜보면서 현재

와 같이 각 학년이 다른 수능을 치르는 입

시는 처음이다. 일단 각 학년이 치르게 될

수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어는 고3,고2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고1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글쓰기 오

류는 빨리 찾지만 문법에 약한 학생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유리하다. 다음으로 수학

은 현재 고3,고2,고1이 모두 다른 범위가

된다. 고2 인문계열은 수학Ⅰ에 지수함수

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단원이 추가되어 문과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늘 것이고, 고2 자연계열은 기하단원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준다. 고1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부

담이 준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 모집단위에 따라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수능 지원 과목을 정할 가능성도 있어 부담 경감 폭이 기

대보다 작을 수 있다. 탐구영역은 고3과 고2는 변화가 없지만 고1은

인문과 자연의 구분을 없애 계열구분 없이 2과목을 택할 수 있게 됐

다. 현 고2까지 인문계열은 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도 없었지만 고1부

터는 수능에서 과학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시 비중을 30％이상으

로 권고하므로 현 입시보다는 정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제 대중은 2022학년도 입시를 릫문이과통합릮이라는 화두로 바라보

며 모든 과목을 잘해야만 하는 시기로 인식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

창한 슬로건에 비해 변화의 폭은 아주 좁다. 아래의 표를 보면 수학에

서 어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기하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면 의대나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한

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월 이후 대학별 모집공고를 확인해야겠으

나)대학과 전공별로 특정과목에 가산점을 주거나 지정교과를 둠으로

써 과목 선택을 제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입시제도는 변화를 거듭하고 혼란의 시대처럼 보이나 사회의 동요

만큼 큰 변화는 없다. 물론 아주 작은 혼란에도 틈새를 뚫고 다른 길

을 찾을 수 있으니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고민하고 준비해

기회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봄꽃이흐드러져도길게가지않는법

이야기로풀어보는한자성어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花發多風雨 화발다풍우

▶꽃이 필 무렵에는 바람과 비가 많다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무르익고 있

다. 혹한이 예상됐던 겨울이 의외로 순

조롭게 지나간다 했더니 미세먼지가 기

승을 부려 초봄을 괴롭혔다. 그런 중에

도 꽃소식은 어김없이 찾아와 매화가

지니 진달래와 벚꽃이 온 산야를 장식

하고 있다. 꽃뿐만이 아닌 온갖 생물이

따뜻한 봄날을 맞아 흐드러지는 모습이

글자 그대로 萬化方暢(만화방창)이다.

꽃이 가장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

는 오래갈 수가 없다. 우리 속담 릫열흘

붉은 꽃은 없다릮와 릫봄꽃도 한 때릮란 말

과 똑 같은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이

란 성어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익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한

번 성했던 것이라도 얼마 못 가서 시든

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다. 달도 차

면 기울고 권력이 좋다한들 십년을 채

우지 못한다는 月滿則虧 權不十年(월

만즉휴 권불십년)도 마찬가지다. 꽃에

만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성어를

몇 개 살펴보자.

따뜻한 봄이 왔어도 꽃샘바람 妬花

風(투화풍)이 어김없이 찾아든다. 쌀쌀

한 바람이 심술을 부릴 때 릫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릮는 春來不似春(춘래불사

춘)을 떠올린다. 중국 4대 미인 중의 한

사람인 前漢(전한)의 궁녀 王昭君(왕

소군)의 애달픈 사연을 그린 시에서 나

왔다. 궁중화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

아 추녀로 그려진 왕소군은 봄만 되면

쳐내려오는 북방의 匈奴(흉노)족 추장

에게 시집가게 된다. 그곳에서 보낸 심

정을 唐(당)나라 시인 東方 (동방규,

는 규룡 규)가 릫昭君怨(소군원)릮에서

읊었다. 앞부분이다. 릫오랑캐 땅엔 꽃도

풀도 없으니, 봄이 왔다한들 봄 같지 않

구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호지무

화초 춘래불사춘).릮

꽃이 다투어 필 무렵에는 바람과 비

가 많이 온다는 花發多風雨(화발다풍

우)란 말도 있다. 역시 화려한 꽃을 시

샘하는 비바람이 따르는 것과 같이 세

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마음먹은 대

로만 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다

는 말이다. 唐(당)나라 말기 방랑시인

于武陵(우무릉)이 지은 릫勸酒(권주)릮의

뒷부분이다. 릫꽃 피면 비바람 많은 법이

고, 세상살이 이별로 가득 차 있네(花

發多風雨 人生足別離/ 화발다풍우 인

생족별리).릮

어려운 경제사정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꽃을 즐기

는 探花(탐화) 나들이가 줄을 이을 것

이다. 이런 賞春客(상춘객)들에게 재를

뿌리려는 마음은 물론 없다. 다만 꽃도

피기 위해선 노력에 따르는 역경이 있

고, 또 피었다고 오래 가는 법이 없듯이

인생살이에서도 이면을 생각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다.

안병화(언론인굛한국어문한자회)

학교장인터뷰-장안제일고김용석교장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수오서재)

이 책은 분주하고 소란한 세상,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

인지 나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을 위

한 메시지를 담았다.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책구루)

12년 동안 최승필 작가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한 독서교육 지침서다.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현직 부장판사인 문유석이 진단한 한국사

회의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

를 신랄하게 파헤친 책이다.

와글와글 책방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보내주세요.채택된 독후
감은 다음 호 릫기장사람들릮에 게재되며 원고료를 드립니다. 주
소와 연락처,은행 계좌를 적어 보내주세요. 4월 15일 도착분까
지 유효합니다.
□ 보내실 곳: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미래전략과 군보편집팀 E-Mail) haeon124@korea.kr

찾아가는 성교육굛성폭력 예방교육

사)기장열린상담소에서는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다양한 성교육 콘텐츠와 체험 교육 자료

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성교육을 실시합니다. 기장관

내 외곽 지역까지 유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고, 듣

고, 만져보는 체험형 찾아가는 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 내용 : 성교구를 이용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

육으로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 일시 : 6월~12월

○ 대상 : 부산시 기장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등학교 전 학년

○ 신청방법 : 전화 및 팩스(담당:김경희)

사)기장열린상담소 721-1365 Fax.051) 531-1365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중

언어부분만

공통: 독서,
문학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뢾가형뢿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뢾가형뢿
수학1,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공통: 수학1, 수학2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
분, 기하 중 택1뢾나형뢿

수학2, 미적분1,
확률과 통계

뢾나형뢿
수학1, 수학2,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1, 영어2 [절대평가] 변화 없음 변화 없음

과학
탐구

물리1, 물리2, 화학1,
학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지구과학1, 지
구과학2 중 택2

변화 없음 물리1, 물리2, 화학1, 학2,
생명과학1, 생명과학2,
지구과학1, 지구과학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중 계열구분없이 택2

사회
탐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

계사, 법과 정치,
사회문화 중 택2

변화 없음

한국사 한국사[절대 평가] 변화 없음 변화 없음

4월 무료 법률상담

사)기장열린상담소에서는 기장군 내 주민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꼭 알아

야 되는 법률상식을 비롯해 민굛형사 사건과 관련한 법

률문제를 아래와 같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 일시 : 4월 22일(월) 10:00~12:00

○ 장소 : 사)기장열린상담소 교육장

○ 강사 : 이아린 변호사

사)기장열린상담소 721-1365 Fax.051) 531-1365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문항(8개): 거북이, 쇼핑카트, 뼈다귀, 8분음표, 통조림, 등산용

지팡이, 물고기, 주방용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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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일 → 며칠

그달의 몇째 되는 날. 또는 몇 날.

(예) 오늘이 며칠이지? / 그는 며칠 동안 도대체 아무 말

이 없었다.

○ 어의없다 → 어이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다.

(=어처구니없다)

(예)스물셋의 젊은 나이로 삼순은 어이없게 청상과부가

된 것이다.

○ 들어나다 → 드러나다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 또는 알려지

지 않은 사실이 널리 밝혀지다.

(예)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출처 :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유료광고유료광고제140617-중-59606호유료광고

봉쥬르봉사단이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종이접기교육을받고있다.

봉쥬르(BONJOUR)는 프랑스어로 안

녕을 뜻하는 단어이다. 인사처럼 따뜻하

고 친근하게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 위

한 봉쥬르 봉사단이 기장고등학교 자율

동아리로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봉

쥬르봉사단은 16명의 학생이 기장군 자

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기초 교육

과 종이접기 교육을 받은 후 한 달에 한

번 어르신 시설에 방문하여 종이접기를

가르쳐드리는 재능 나눔을 한다. 현재 2

기인 3학년 학생들은 해드림주간보호센

터에서, 3기인 2학년 학생들은 송암노인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달 주제를 정하고 그달을

맡은 학생이 어르신들께 종이접기를 설

명해드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어르신들

의 종이접기를 보조해 도와드린다. 학생

들은 어르신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

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종

이접기 샘플을 미리 준비해가는 철저함

도 갖추고 있다.

초반에는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종

이접기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어

르신들이 흥미를 잃거나 짜증을 내는 경

우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어르신들의

종이 접는 속도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

고, 목소리도 더 크게 내어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도

생겼다.

정문경 학생은 릲종이접기를 완성하면

어르신들께서 친구들과 자식들에게 자

랑해야겠다며 뿌듯해하시는 모습에 보

람을 느꼈고, 한 달 뒤에 다시 오겠다고

인사드리면 한 달은 길다며 어떻게 기다

리냐는 말씀을 해주실 때 감동했다릳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성취

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봉쥬르봉사단은 2018년 릫고리원자력본

부와 함께하는 나눔고리 청소년 자원봉

사 공모대전릮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릫제4회 부산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

회릮에서 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해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학생들은 종이접기 봉사를 통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말할 기회를 가져보고,

나의 작은 도움이 어르신들에게 성취감

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

함을 느끼며 또 다른 배움을 얻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도 종이접기를 통해 심리

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소근육과

뇌 활동을 자극하여 둔감한 신체 능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학업에

치여 주말이면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은 고등학생의 봉사 활동으로 지

역 청소년들의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릲슈만과 클라라뢾사진뢿릳라는 이

름을 한번쯤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음악

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자 큰 스캔들

을 불러왔던 주인공들이라 클래식 이야

기에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클라라와 나의 인연은 훨씬 깊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 6년간 살았던 동네 이

름이 클라라 슈트라쎄(Klara strasse)였

기 때문이다. 주소를 쓸 때마다 읊어 대

던 이름이었으니 어느새 클라라라는 이

름은 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대학원 1학기에 만난 나의 첫 리포트

과제가 슈만의 가곡이었다. 그것은 슈만

과 클라라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

에 작곡된 곡이었는데, 공부를 하며 괜

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첫 과제라 정

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클라라는 원래 천재 피아니스트였다.

슈만의 스승이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로

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인정받아 당시

유럽에선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

리던 그녀였다. 그랬던 그녀가 9살 연상

에 그것도 무명이던 음악가 슈만과 결혼

을 하려 하였으니, 딸의 장래를 염려하였

던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금이야 작곡가로서 슈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당시의 슈만은

피아노 실력은 클라라보다 못하고 작곡가

로서도 아직 무명이던 시절이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여자 친구의 아버지

이자, 자신의 스승이던 사람과 법적 공

방까지 벌인 사람은 슈만이 유일무이하

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떠들썩하게 사

랑을 쟁취한 커플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사랑은 몇 세기가 지나도 음악계에서 회

자되고 있다.

슈만은 원래 어머니의 뜻에 따라 라이

프치히 법대에 입학했었다. 그러나 음악

에 대한 열망이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기

로 결심한다. 비크의 제자로 피아노 기

술을 연마하던 중 손가락 부상으로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자 작곡의

길로 들어선다. 작곡을 하면서 음악 비

평과 글을 써 음악잡지를 발행하기도 하

였다. 브람스와 쇼팽 그리고 슈베르트의

음악적 가치를 처음 알아보았던 사람도

슈만이었다. 음악적인 재능과 지적인 능

력까지 갖춘 그는 현재에도 음악계의 지

성으로 꼽히는 음악가이다.

클라라도 결혼 후에 작곡을 하여 몇

개의 가곡집과 피아노 소품 등을 남겼

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보수

적이었다. 여성의 가장 큰 미덕은 남편

을 잘 섬기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다인

시대였기에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작곡 보다는 피

아노 연주와 가르치는 일에 집중 하였던

그녀도 결혼 생활 후에 찾아온 삶의 변

화를 때때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던 것

같다. 자신의 연주보다는 가족의 안위

에, 그리고 남편의 음악적 활동을 위해

내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삶 속

에서도 그 시대 여성으로서 독보적인 활

동을 하였던 그녀였기에 오늘날 다시 조

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들은 8남매를 두었고, 젊은 나이에

매독과 우울증을 앓던 슈만은 정신병으

로 힘든 노년을 보내다 결국 정신병원에

서 생을 마감한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의 곡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한 사람

은 클라라 슈만이었다.

김윤영 음악칼럼리스트

학생들 종이접기 재능기부로 어르신들과 교감

유료광고

로베르트 슈만 명성에 묻힌 천재음악가 클라라 슈만

■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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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박물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금요일 6~7세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평일 상설 교육프로그램

릫올망졸망 박물관릮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릫동물

의 왕국릮이라는 주제로 호랑이, 사슴,

소 등 이 땅에서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여러 동물들

에 대해 알아보고 동물과 관련된 다

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약 1시간가량 소요되는 교과과정으

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매주 화~금요

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담당자와 협의 후 교육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화요일

과 목요일 오후 수업시간(14시~15시)

도 마련해 참여기관의 수업선택 폭을

넓혔다. 참가자들은 무늬나 형태로

유물에 표현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관찰하고 각 동물들의 문화적 의미

와 동물들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학

습한 후 또래친구들과 함께 동물 퀴

즈와 대형 동물 젠가게임 등 즐거운

놀이체험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모집은 부산광역시 통합예

약사이트(http://reserve.busan.go.

kr)를 통해 3월 19일부터 진행되며 회

당 25명 이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정관박물관은 11월까지 매월 2굛4째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유아와 초등 저

학년을 대상으로 한 토요 상설 교육

프로그램 릫소두방 어린이 박물관 교

실릮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4월 26일

릫부산 문화가 있는 날릮 10시부터 12시

까지는 성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

로그램인 릫정겨운 우리 그림, 민화릮수

업을 진행한다. 세부사항은 정관박물

관 누리집(http://museum.busan.go.

kr/jeonggwan/)을 참조 하거나 전화

720-6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덕

숙)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

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봉사단

체와 1365자원봉사자는 플래시몹과

가두행진, 태극기 나누기 등의 활동

으로 100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

기며 자원봉사를 통한 나라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릫2019 자원봉사 활성화

강연회뢾사진뢿릮를 3월 15일 기장군청

에서 개최했다.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이안나

강사님의 릫나이듦의 미학-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릮는 주제

로 우리 사회의 어른이자 리더인 자

원봉사자의 역할을 알아보는 유익

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3월 23일 릫시민누구나 V-day릮

는 일광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활동

으로 깨끗한 바다를 만들었고 안녕

리액션 릫안부, 안전, 안심릮 캠페인을

통해 안녕한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홍보활동을 펼쳤다.

릫찾아가는 자원봉사자 교육릮을 기

장중학교와 정관고등학교에서 실시

해 나눔 실천 마인드 형성 및 1365

자원봉사포털 활용법 안내로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

력했다.

한편 우리군 곳곳에서는 봄을 반

기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3월 16일 S＆T모티브 행복나누미 봉

사단은 발대식과 자원봉사 교육 후

석고방향제와 에코백을 만들어 기

장군청 행복나눔과를 통해 소외계

층에게 후원했고, 갈맷길 그린워킹

릫봄맞이 기장 해안길 걷기릮 행사에

철마면새마을부녀회, 기장원전전문

의소대, 1365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안내, 접수, 동선유도 등의 활동으

로 안전한 행사 진행을 도왔다.

누구나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

는 자원봉사 캠프(기장읍, 고촌, 해

모로, 정관읍)는 핸즈온 물품 만들

기 활동으로 자원봉사자를 만나고

있다. 특히 정관읍 캠프(구.정관보건

지소/화,목 10:00-12:00, 목 14:00-16:00)

에서는 캠프지기와 봉사자들이 만

든 헤어핀, 양말인형, 에코백 등의

물품을 지역과 네팔 아동에게 후원

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센터는 4월 6일(토) 릫자원봉사자

사랑의 걷기 기부 릴레이릮를 남산공

원(기장읍 이진테마빌 아파트 옆)

에서 개최한다.

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증진과 지

역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으로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제

공하며 십시일반 동전을 모아 지역

소외계층을 후원해 다함께 행복한

기장군 만들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

다. 참가 신청은 1365자원봉사포털

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란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을 통해 제공되며 봉사참여는 지역

을 기장군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724-1365,

722-2365.

자원봉사활성화강연회열려

기장군자원봉사센터

온라인무료회원가입캠페인

부산문화회관

푸짐한경품제공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용

관)에서 6월 말까지 플러스회원 가

입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

은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무료 회원

들에게 부산문화회관이 부산의 다

양한 문화 소식을 맞춤형으로 제공

함으로써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공

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행된다.

플러스회원은 온라인 무료회원으로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문화회관

과 부산시민회관의 다양한 공연굛전시

일정과 정보를 문자와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

지(www.bscc.or.kr) 팝업창 또는 로

그인화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하고 간편하게 플러스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

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플러

스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

로 당첨자를 추첨해 2019 부산문화회

관 전 공연 초대권을 비롯해 정기회

원권, 무료주차권, 월간지 뢾예술에

의초대뢿 1년 구독권, 커피 무료 이용

권 등 푸짐한 상품

이 제공된다. 경품

이벤트 당첨자는 7

월 15일(월)에 발표

된다.

산불예방캠페인굛환경정화활동

기장소방서(서장 김우영)는 등산

인구가 증가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

지는 봄철을 맞아 3월 13일 철마면 웅

천리 아홉산 일원에서 직원과 의용소

방대원 50여명과 함께 산불예방캠페

인, 환경정화활동뢾사진뢿을 실시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

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

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과

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이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기장소방서는 아홉산 주요

등산로와 숲길에서 등산객을 대상으

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쳐 산불 예

방홍보와 인화물질 소지자 입산금

지, 불법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계

도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산림화재 발생 시 릫신고 후

대피릮 보다는 릫대피 후 신고릮를 강조

함으로써 릫피난 우선릮으로 안전의식

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였고, 캠페인과 동시에 환경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김 서장은 릲한순간의 부주의로 인

해 잿더미로 변한 산림은 원상복구

까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릳라

며 릲우리 지역 산림은 지역민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산불예방에 앞장

서 달라릳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장소방서

평일상설유아교육프로그램운영

정관박물관

제35회정기총회개최

기장군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기장군지회

(지회장 이태구)는 3월 15일 기장군

보훈회관에서 회원과 가족들, 보훈

청 총무과장, 상이군경회 부산시지

부 지부장 및 각 지회 지회장, 사회

단체장, 보훈단체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정기총

회뢾사진뢿를 열었다. 식전행사로 어

울림 예술단의 현장노래방으로 회

원 위안잔치를 가졌으며 유공자에

대해 지부장 표창장 수여와 감사패

를 증정했다.

이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릲서른

다섯 돌을 맞이하는 정기총회 시점

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6.25참전용사 중 상이자가

200여명 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작

고하시고 이제 몇 십 명만 남아 대부

분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

시고 있다릳며 릲상이군경회 회원은 이

제 대부분 월남전 중상이자들로 주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도 대부분

70대 고령 회원이다. 국가수호에 고

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에게 국가유

공자 예우법이나 노인평등 복지 법

에 의거 편안한 노후 삶을 보장하고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 주기위해 더

욱 더 노력해야 한다릳고 밝혔다.

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

군민들께서 내신 자동차세는 기장군민 복지를 위하
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대 상 : 자동차세 체납차량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영치근거 : 지방세법 제131조, 지방세 징수법 제18조

▷ 인터넷 납부 : http://etax.busan.go.kr
(사이버지방세청)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계좌이체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모든 신용카드
▷ 전국은행 ATM기, 구굛군 장애인 겸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릲지방세
납부 메뉴릳 이용

▷ 지방세납부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
좌로 계좌이체 납부

-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시 1장당 500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

▷ ARS 지방세납부 : ☎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
트위택스 등)을 통한 납부

공정조세과(709-4231~5)

5월 군민정보화교육

과정명 기 간 인원 교육기간

파워포인트 기초
5. 7. - 5. 17.
(10:00~12:00)

25명 9일

ITQ 한글 기초
5. 7. - 5. 17.
(13:30~15:30)

25명 9일

엑셀2010 기초
5. 20. - 5. 31.
(10:00~12:00)

25명 10일

ITQ 한글 시험대비
5. 20. - 5. 31.
(13:30~15:30) 25명 10일

○ 교육일정

※ 교육일정은 교육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 멀티미디어 교육장(군청 4층)

○ 교 육 : 무료

○ 접수기간 : 2019. 4. 1. (월) 09:00 ~

○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전화 25명)

미래전략과(709-4307)

2019 생활체육광장운영

생활체육광장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전문

지도자의 체육활동 지도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용 : 국학기공

○ 대상 : 군민 누구나

○ 장소 및 시간 : 기장읍 사라수변공원(06:00~07:00)

정관읍 물빛공원(06:00~07:00)

※ 평일 주5회, 1일 1시간, 10월까지 운영.

문화관광과(709-4121)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3. 15. ~ 2019. 4. 4.
○ 열람대상 : 기장군 소재 주택의 소유자, 그 밖의 이해

관계인
○ 열람방법 : 인터넷 열람 또는 기장군 자주재정과 방문
○ 인터넷 열람 : http://www.realtyprice.kr 또는 부산

광역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
○ 의견 제출 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개인정보수집굛이용동의서 작성굛제출
자주재정과(709-4881~3)

2019.1.1.기준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굛의견제출

퀴즈협찬광고

◈ 내일 배움 카드제 (실업자/재직자)국비지원 ◈

실업자
국비지원
(무료)

★한식조리기능사취득
(이론, 실기)★

·수강료의 100％~50％
국비지원

·훈련수당 28만원, 수당굛
식비지급(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
일 때)
·실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단, 60세 이상이하)

★한식굛양식조리기능사
취득과정★(이론.실기)

★한식조리기능사＆
반찬조리실무★

★중식조리기능사취득
- 실기반★

★일식조리기능사취득
- 실기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

한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
- 월, 수, 목

·저녁반
·훈련비 60％국비지원
·수업시간
6시40분~9시20분

양식조리기능사취득(실기)
- 월~목

일반과정
조리기능사반굛생활요리반,
창업요리반굛조리산업기사굛
조리기능사반

수시모집
학생반과정
(고교특별전
형조리사반)

·중굛고교생대학진학반
·조리대회반
(학기제도, 책임반과정)

기장(정관)요리학원
http:// gijangyory.com

정관 신도시 모전리위치

상담전화 ☞ 727~8831~2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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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수강 어르신들

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4월 13일(토)부터 4월 14일(일)까지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는 릫부산과학축

전릮에 참여한다. 과학특강을 통해 배운

내용으로 과학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으

로 오전 오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될

과학체험부스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

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3월 기장군노인복지관(본관)에

서는 과학 문화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실

버세대에게 과학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

공하는 단기특강 릫찾아가는 생활과학교

실릮 수업을 개강했다. 릫호루라기연주회릮

(물리+예술), 릫태양계로 떠나는 여행릮(지

구과학), 릫자석이 축구장에 간다면?릮(물

리+MAKE), 릫언플러그드 코딩릮(SW) 등

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다양한 영역의 과학수업이 6월까지 계

획되어 있다.

수업은 과학 문화 해설사에 의해 진행

되며 실험 뿐 아니라 사이언스드라마, 오

징어 해부 등 특별순회프로그램이 편성

되어 수업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수강생

중 한 분은 릲손주가 오면 보여 같이 실험

도 해보고,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도 할

것릳이라며 어린 아이마냥 즐거워 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은 기존 평생교육 프

로그램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이라는 분

야를 전문가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

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어

르신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에 신선한 활력을 제공하고 은퇴 후

고착화 되어가는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

켜 원만한 사회활동과 만족한 삶이 되도

록 보탬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특강은 2학기에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 문의는 기장군노인복지관

(792-4760)으로 하면 된다.

생활과학교실수강어르신, 릫부산과학축전릮부스운영

릫부자유친, 아빠랑 놀자릮가족캠프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삼강오륜의 하나인 부자유친과 자녀와 아버지의

친애를 모토로 릫부자유친(父子有親), 아빠랑 놀자릮 캠프를 운영하오니 관심있

는 가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캠프개요

▷ 과 정 명 : 통(通)하는 가족캠프 릫부자유친(父子有親), 아빠랑 놀자릮

▷ 일 시 : 2019.05.25.(토) ~ 2019.05.26.(일) / 1박 2일

▷ 대 상 : 11세~13세(초4~6) 청소년과 아빠 (25가족/50명)

▷ 장 소 : 기장문화예절학교

▷ 프로그램 : MBTI, MMTIC 등 진단도구로 서로를 이해하기, 아빠와 자녀가

함께 힙합 배우기, 사물놀이 및 전래놀이를 통한 신체활동 등

○ 참가신청

▷ 참 가 비 : 1인 45,000원

▷ 모집기간 : 2019.04.22.(월) ~모집 마감 시

▷ 신청방법 : 전화 연락 후 → 신청서 접수(홈페이지 다운로드)(http://www.

gijangcmc.or.kr/gcdyc)

▷ 문 의 :전화 792-4756, 팩스 728-8022

기장문화예절학교

릫기장애(愛) 행복마당릮개최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릫기장 愛 행복마당릮 행사를 개최하오니 지역주

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04.27.(토) 10:00~14:00

○ 장 소 :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앞마당(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06)

○ 참석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 행사내용 : 기장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소개, 다문화 음식체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 및 공연 등

○ 문 의 : 전화 792-4773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기장군노인복지관 2019년 2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 수강기간 : 2019.05.02.(목) ~ 2019.08.30.(금) / 4개월

○ 프로그램 내용 : 정보화교육, 재활, 건강증진, 교양교육, 취미여가 등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gijangcmc.or.kr/nosasa/)

참조

※ 기관 사정에 의해 강사,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원이 50％ 미만

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19.04.15.(월) ~ 2019.04.17.(수)

○ 공개추첨일 : 2019.04.23.(화) 12:30 ※ 정원을 초과한 강좌에 한함

○ 수강료 납부기간 : 2019.04.24.(수)부터

○ 환불안내 : 2019.05.15.(수)까지 영수증 지참 시 가능

※ 등록 후 과목 및 반 이동 불가

○ 문 의 : 전화 792-4760 기장군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 시설 무료 개방

장안읍노인회관 시설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

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운영기간 : 현재 ~ 2019.12.31.

○ 개방장소 : 장안읍노인회관 2층 강당, 3층 다목적실

○ 개방시간 : 월~금, 13:00~18:00

○ 이용대상 :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지역거주자(최대 50명)

○ 신청방법 : 전화 및 팩스신청, 방문 등

○ 문 의 : 전화 792-4910, 팩스 792-4959

장안읍노인회관

정관노인복지관 무료 전문 상담

매월 전문상담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께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에 관하여

매월 1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상담일 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상담일자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날짜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정관노인복지관 상담실

○ 재능기부 : 전경민 변호사, 김현수 세무사

○ 문 의 : 전화 792-4973

정관노인복지관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9.04.05.(금) ~ 2019.04.12.(금) 10:00~14:00 / 2회

○ 장 소 : 기장군건강가정굛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강당

○ 교육대상 : 자녀양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

○ 교육내용 : 아이를 성장시키는 감정코칭, 자녀 이해를 통한 학습지도 전략

○ 문 의 : 전화 792-4799

기장군건강가정굛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로

Knock樂 진로탐색동아리 릫꿈꾸Go릮 사

업을 운영한다. 청소년에게 이론과 체험

이 결합된 진로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직업

에 대한 진로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진로체험

의 기회를 제공한다. 30명 내외의 학생

이 참가해 진로탐색동아리 활동이 시작

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첫 회기 활동은 릫특수분장사릮 진로체험

이었다. 실제 현직에서 특수분장사로 활

동하고 있는 직업인이 특수분장사가 되

는 방법, 하는 일, 역할, 관련 전문자격

증 등 직업에 대해 알려주고, 학생들을

모델로 시연하고, 학생들과 실습활동까

지 이루어졌다.

특수분장사로 시작된 진로탐색 활동

은 앞으로 웹툰작가, 과학수사, 랩퍼, 천

문학자 등 동아리 참가자들이 체험해보

고 싶은 직업군으로 구성해 올해 12월까

지 진행할 예정이다.

진로탐색동아리 담당자는 릲학생들이

진로탐색동아리에 참여해 직업인과 직

접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해봄을 통

해 올바른 진로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

는 진로탐색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

다릳고 밝혔다. 진로탐색동아리 릫꿈꾸Go굩릮

에 대한 문의는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

터(792-4924)로 전화하면 된다.

정관노인복지관은 오는 4월 27일(토)

가동초등학교 강당에서 복지관 회원 및

가족, 지역주민 400여명과 함께 릫제1회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 예술제릮를 개최

한다. 이번 예술제는 공연 부문 14개반

(한국무용, 밸리댄스, 노래교실 등)과

전시 부문 7개반(서예, 연필화, 사진

등)이 작년 2월 복지관 개관 이후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로 구성

된 예술제 준비위원단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한다. 행사명과 포스터를

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공모하고 투

표로 선정한다. 이는 행사의 모든 과정

에 어르신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

하는 소통 과정을 거치는 당사자 중심

행사라는 것에 특별함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관노인복지관 예술제 행사에 관한

문의는 전화 792-4920으로 하면 된다.

진로탐색동아리서진로체험기회제공

■기장군노인복지관(본관)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제1회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예술제

■정관노인복지관

릲자녀양육 스트레스, 자녀행동 지도,

자녀와의 관계 회복, 부모역할 코칭 등

주1회씩(총 4회)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

상담 무료 지원릳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부모

들의 자녀양육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맞춤형 릫찾아가는 부모상담릮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동안 자녀와의

대화가 답답하거나 자녀를 이해하기 어

려웠던 부모,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

성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전문상담사가 신청자의 집으로 찾

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릫찾아가

는 부모상담릮은 자녀양육에 따른 스트레

스를 해소하고, 자녀문제 상담 및 올바른

부모역할을 코칭한다. 특히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가정, 저소

득층가정, 맞벌이가정 등 사회 취약층 가

정을 우선 지원하며, 2차적으로 일반가

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릫찾아가는 부모

상담릮 신청은 전화(792-4880)와 홈페이지

(http://gijangcmc.or.kr/1388)로 하면 되

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안내는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릫찾아가는부모상담릮신청자모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장군노인복지관(본관) 어르신봉사대 다사랑나눔회는 3월 21일 기

장고등학교 개교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 저소득모범 청소년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장군건강가정굛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16일, 23일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사업 사회성발달프로그램 릫소중한 나 너 우리릮를 진행했다.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 릫제6회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릮을 진행했다.

정관노인복지관은 3월 19일부터 12월까지 독거어르신 10명에게 원예

활동, 문화체험, 자조모임을 통해 우울감 해소를 위한 이웃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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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일

아이앤젤여성의원 대표원장

폐경기이후

난소종양

암일가능성높아

난소는 자궁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존재하는 여성의 성선(性腺)으로

그 길이는 3.5cm 정도로 남성의 고환과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관이

다. 난자를 보관하고 여포(난소 안에서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반투명

한 주머니 모양의 세포군)를 성숙시키며 배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춘기 이후 폐경이 될 때까지 매달 난자를 생성, 배출할 뿐만 아니라

유방발육, 몸의 곡선유지, 체모 성장에 필요한 여성호르몬을 분비한

다. 난소 종양은 말 그대로 이 난소에 생기는 혹을 말한다.

다행히 청소년기와 가임기 연령에 나타나는 난소 낭종(난포가 제대

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난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배란 과정에 문제

가 발생하여 생기는 수액 성분의 물혹)은 대부분 배란과 관련한 낭종

으로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나

낭종의 크기가 커지면 생리불순, 생리통 등 생리 관련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배뇨장애, 배변장애, 오심, 구역, 소화장애, 두통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난소 낭종은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고 대부분 양성종양이며, 난소에 머리카락이나

지방 덩어리가 있는 기형종과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서

발생하는 자궁내막증은 젊은 여성에서 흔히 발견되는 양성종양이다.

이러한 양성종양은 혹이 작거나 크기 변화가 없고 증상이 없을 때에

는 수 개월간 경과를 보면서 자연히 없어지기를 관찰할 수 있으며, 혹

이 커지거나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암일 경우를 제외하고 복강경(싱글포트, 멀티포트)

수술을 통해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며 3~5일의 회복기간 이후에는 일

상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난소 종양이 발생했다면 난소암일 가능

성이 높다. 또한 난소암은 복강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종양이 생기더라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며, 그런 이유로 정기적인 검사

를 통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난소암은 1기에서 발견

되어 치료하면 생존율이 90％이상으로 우수하지만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극도로 낮아지며 안타깝게도 환자의 과반수 이상

이 복강 내에 암이 상당히 퍼진 3기 이후에 발견된다. 3기 이상의 난소

암인 경우 5년 생존율이 40％ 미만으로 그 예후가 좋지 못한 편이다.

현재까지 난소암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늦은 폐경, 불

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초경이 12세 이전으로 빠른 경우 그

리고 가족중에 난소암,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가 고위험군으로 난

소암의 유발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은 초기

에는 무증상이지만 진행되면 통증, 복부 팽만, 질 출혈 등이 있다.

난소종양은 예방,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수다. 따라서 여성이

라면 1년에 한 번은 초음파와 피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

을 추천한다. 또한 고지방, 고단백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피하고 채소

중심의 식사 그리고 주 3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난소종

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증상이 사실은

내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복부팽만, 복통, 빈뇨, 체중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와 검사를 받

는 것이 좋다.

보건소 소식

굛

기장군 보건소 정관보건지소

현명한 시작이 행복을 부른다Ⅰ
- 계획된 임신, 준비된 부모

4월 20일 오전 10:00~12:00 정관보건지소 소두방 건강홀

출산 준비 ＆ 요가 교실 5월 8,15,22,29일 오후 13:30~15:30

모유 수유 ＆ 요가 교실
5월 14,21,28일, 6월4일
오후 14:00~16:00

4월 3,10,17,24일 오후 13:30~15:30

1:1모유 수유 코칭 클래스 4월23일 오후 14:00~16:00 5월23일 오후 13:30~15:30

맘＆베이비 요가 플러스 5월 9,16,23,30일 오후 14:00~15:00 5월 8,15,22,29일 오전 10:30~11:30

65세 이상 어르신은 꼭~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굩

▷ 사망률 높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감염증, 1회 예방접종으로 효과적

예방

▷ 만 65세 이상 이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접종장소 : 기장군 보건소 및 지소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가능)

＊폐렴구균 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만 접종이 필요합니다. 과거 접종력

이 있으신 분은 문의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지정의료기관 어디서나 국가필수 예방접종 무료

접종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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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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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2006. 1. 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 전액 지원 (무료 접종)

-접종장소 : 전국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조회 :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백신이 조기소진될 수 있으니, 의료기관에 전화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기장군보건소 예방접종실(709-4836, 4857)

▷ 대상 : 기장읍민 누구나

▷ 비용 : 무료

▷ 장소 :기장읍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마을건강센터(기장읍 행정복지센터 뒤편)

▷ 일시 : 평일 09:00~17:00

▷ 내용 : 만성질환에 대한 기초건강측정 및 내소상담(교육)

▷ 검사항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혈관노화, 스트레스 검사

기장군보건소(709-4804), 기장읍 마을건강센터(709-2873)

▷ 대상 :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 일시 : 2019년 4월-12월, 시간 협의

▷ 비용 : 무료

▷ 내용

-측정기기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

-일반 정신건강, 성인우울 검사 및 상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증 예방 교육

▷ 신청방법 : 전화접수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727-5386)

모자보건실에서는 여성굛어린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전월 20일 전화 접수, 선착순 마감

기장군 보건소(709-4860,4867,4865), 정관보건지소(709-2954~6)

▷ 대상 : 18세 이상 기장군 주민

▷ 인원 : 100명 이상 모집(기장읍50명, 정관읍50명)

▷ 기간 : 2019년 4월 9일 시작 ~ 12월

▷ 장소 : 기장보건소, 학교운동장, 근교등산로, 임도, 도시공원, 갈맷길, 좌광천,

부산치유의숲 등 기장군보건소(709-4844)

군민건강을위한하루 30분 운동

복부굛허벅지자극…간단하지만위력적인 릫플랭크릮

▶플랭크(Prone-Plank)

양 팔꿈치와 발끝으로 엎드려 버티

는 자세로 뒷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

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운동법으로 처

음은 30초 내외에서 시작해 최대 3분을

넘지 않도록 유지한다.

▶레그 리프트 플랭크(Leg-Lift Plank)

플랭크 자세에서 한발씩 번갈아 천천

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

도록 한다. 단 앞으로 가지 않게 한다.

이달의 30분 운동법은 릲플랭크와 레그

리프트 플랭크(Prone-Plank ＆ Leg-

Lift Plank)릳입니다. 플랭크는 짧은 시간

과 간단한 동작으로 많은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방법으로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에 플랭크와 레그 리프

트 플랭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랭크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마 앞에 양손을 모은 채 바닥에 두고,

양 팔꿈치가 어깨에서 수직이 되게 바

닥을 지탱하는 자세로 시작합니다. 무

릎을 꿇고 팔꿈치로 엎드린 자세가 되

면, 무릎을 들고 양 발가락으로 신체를

지탱하며 자세를 유지하기만 하면 되

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때, 뒷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직선

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플랭크

자세에서 한 발씩 번갈아 천천히 위로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레그

리프트 플랭크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30초도 버티기 힘들지만 시간

이 지나면 복부와 옆구리, 허리, 허벅

지까지 자극이 오며 많은 운동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엔 30초, 익숙해

지면 1분, 꾸준히 20일 정도 하였다면 2

분 이상을 유지해보십시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운동 상해를 예방하고 운

동 효과를 배가 시킵니다.

군민체육공원(792-4770)

치유의숲에서 릫숲태교릮운영

기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는 부

산광역시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소와

함께 6월 릫부산 치유의 숲(철마면 장전

리)릮에서 관내 임신 부부를 대상으로

릫숲 태교릮를 운영할 예정이다.

릫숲 태교릮는 6월 1일, 8일,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6~32

주 차 임신 부부 8팀을 대상으로 한다.

숲의 경관굛소리굛향기굛피톤치드굛음이

온 등은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긍정

적 영향을 준다. 2010년 국립산림과학

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 태교는 임

신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개선하고

태아에 대한 애착도와 자아존중감 형

성에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혀졌다.

숲 태교에 참여한 부부들은 산림치

유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3주간 자연 속

에서 숲 산책하기, 아가에게 편지쓰기,

부모 됨 선언하기, 태교 동화, 태담하

기 등을 통해 부부가 신체굛정서적 활동

을 하며 태아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담당자는 앞으로도 기장군이 보유한

특화된 자연환경 등을 적극 발굴굛활용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정관보건지소

모자보건실(709-2955)로 하면 된다.

릫맘＆베이비요가플러스릮개강

부산시관내보건소최초

기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는

2019년 3월 부산시 보건소 최초로 릫맘

＆베이비 요가플러스릮라는 프로그램

을 개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산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요가와 베이비 마사

지를 접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모

를 위한 프로그램은 산모가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는 다른 곳에

맡겨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아이의 요구만

을 위한 수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릫맘

＆베이비 요가플러스릮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산모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주 수요일(정관보건지소)과 목요

일(기장군 보건소)에 진행된 릫맘＆베

이비 요가플러스릮는 생활체육지도자,

한국요가협회지도자, 베이비요가 등

전문자격을 갖춘 김현주 강사의 도움

으로 산모들의 산후 회복을 돕는 요가

와 동요와 함께하는 베이비요가로 진

행되었다. 대상은 3~6개월 아기와 산

모이며, 참가한 산모들로부터 긍정적

인 반응을 받았고 다음에도 재참여 의

사를 밝혔다.

모자보건사업 담당자는 엄마와 아

기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은

물론 주민들의 필요에 더욱 귀를 기울

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및 참가 신청은 기장군 보건소

(709-4860) 및 정관보건지소(709-2955)로

하면 된다.

군민의건강을위한하루 30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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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소셜대표

■ 인문학칼럼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우리나라는 1960년도에 이미 의무교

육 취학률이 96％에 달하기 시작하면서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에 이후로 더 이상 문맹률과 관련한 기

초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문맹률을 대략 1％내외로 보

고 있고, 높아 봐야 5％를 넘지 않는 수

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글을 읽고 쓰는데 있어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단순히 문맹

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

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글을 읽기는 하지만 그 글 안에 담긴 의

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최근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고 사용방

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다. 주변에서 일부 시민들이 키오스크 앞

에서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모습 혹은 스마트

폰 활용이 서툴러 힘들어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

할 수 있다.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디지털 리터러시(디

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와 같은 능력을 갖추지 못하

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릫어른릮이 대량의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IT의 발전과 대중화로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그리

고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 역시 구분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이

제 가족 대화에조차 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례로 근래 가

족 모임도 소위 카카오톡 단체 방이나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고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 시대가 되었

다. 자신의 주요 정보와 일정을 핸드폰에 저장하여 활용하는 경

우도 일상이 되었다.

가족과 소통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호흡하기 위하여 이제 새

로운 도구에 대한 활용법을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

한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최근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

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바야흐로 급작스레 도래한 신문맹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

들이고 적응해 갈 것인가?그대로 가만히 앉아 거대한 변화의 파

도에 휩쓸려 버릴 것인가?아니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변

화에 편승할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몫이 되었다.

글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신문맹을 떨치기 위하여 1950년 후

반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발휘

할 때가 되었다. 낯설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 혹은

주변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해보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IoT,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등의 각종 신문물과 매체를

주제로 새로운 세대 간의 소통방법을 습득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편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언제나 잘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

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문맹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

해 보자.

심노숭(沈魯崇)이 지은 릫효전산고(孝田散稿)/남천일록(南遷日錄)릮에 기록된 릫청강팔영(淸江八詠)릮

한시 8수.

조선시대 기장현(機張縣)의 치소(治

所)였던 기장읍성을 기장군에서는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

고 있으며, 그동안 유적의 시굴 및 발굴

작업 등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

다. 그 중에 읍성의 남문지에서 옹성(甕

城)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남문과 옹성

의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 600년 역사의

기장읍성이 제대로 정비복원 되면, 기장

군 릫고도육성(古都育成)릮의 중심 문화유

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기장

읍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장향교를 비

롯하여 복원 준비 중인 사직단(社稷壇),

기장전통시장과 함께 릫차성가릮와 릫장전구

곡가릮 그리고 릫청강팔영(淸江八詠)릮 릫청강

일기(淸江日記)릮 등 인문학적 자료도 연

계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통한 공유경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218년 전에 쓴 릫청강팔영릮과 300년 전에

쓴 릫청강일기릮

기장읍과 관련된 문화자원은 다양하

다. 그 중에는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것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무형의 자료도 잘

남아 있다. 먼저 1800년 초 기장으로 온

한양선비가 쓴 책(孝田散稿/南遷日錄)이

있는데, 내용 중에 릫청강팔영릮이라는 글이

있다. 이 책의 지은이 심노숭(沈魯崇)은

당시 기장읍 8곳의 장소를 팔경(八景)으

로 선정하여 근체시 작법으로 지은 칠언

율시(七言律詩) 8수이다. 이 글에서는 당

시 기장읍성을 중심으로 릫남산봉수대 저

무는 봉화(戍臺暮火)릮를 시작으로 릫인근

사찰 새벽 종소리(隣寺晨鐘)릮, 릫송정마을

염전 연기(松亭鹽烟)릮, 릫죽도항 고기잡이

등불(竹島漁燈)릮, 릫읍성 누각 시각을 알리

는 북소리(城樓鼓角)릮, 릫관가 저자거리

(官街酒市)릮, 릫무곡마을 봄 밭갈이(武谷春

耕)릮, 릫덕촌마을 밤 길쌈(德村夜績)릮 등의

제목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릫청

강일기릮는 영조시대 기장현감을 지낸 호

가 청강(淸江), 이름 송재명(宋載明)이

기장현감에 부임(1719. 11. 3.~1776. 9. 8.)

하는 여정과 기장관아에서 쓴 일기이다.

책의 내용은 1763년(癸未) 12월 20일에 임

금이 친히 정사를 볼 때 기장현감으로 추

천되었고, 그해 12월 28일에 한양을 출발

하여 다음해 1764(甲申)년 1월 12일에 보

름이나 걸려 기장에 도착하는 여정을 상

세히 적고 있으며, 기장읍에 도착 후 그

해 3월 1일까지의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하루하루 일기 식으로 적고 있다.

기장 남산봉수대의 저무는 봉화와

인근 사찰의 새벽 종소리

릫청강팔영릮의 첫 번째 글은, 기장의 안

산인 남산 정상부에 고려시대 이전부터

자리한 남산봉수대의 저무는 봉화 불에

대한 내용으로 릲산을 에워 싼 성이 끝나

니 높은 대가 나오고, 점점 별들이 열린

바다 비추네. 어찌 오랑캐 연기가 천리를

간 것인지, 다만 근심은 왜구의 배가 바

람에 오는 것이라. 시절이 평안하니 수졸

은 농사일하러 돌아가고, 늦은 봄 우정에

떨어지는 매화만 바라보네. -하략- 릳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인근 사찰에서 들려

오는 새벽 종소리에 대한 내용으로 릲잠결

에 홀연히 들리는 산 속 종소리, 산 중 상

서로움이 몇 봉우리 째일까? 깊은 산골

구름과 노을은 외로운 학의 울음이고, 넓

은 하늘 번개와 비는 홀로된 용의 읊음이

라. -하략- 릳라고 작자가 남산봉수대와 인

근 사찰의 종소리를 시로 읊고 있다.

송정마을의 염전 연기와 죽도항의

고기잡이 등불

송정마을은 현재 해운대구 송정동으

로 편입되어 있다. 예전 삼양라면 생산

공장이 있었던 일대가 조선시대 소금을

생산하던 염전(鹽田)이 자리한 곳으로

당시 명지 소금밭과 이곳이 부산지역 소

금의 최대 생산지였다. 이 소금밭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를 보고 작자가 다음과

같은 글을 세 번째로 쓰고 있다. 릲-상략-

소금 쌓은 집은 길손에게 부유함을 더하

고, 단 부엌은 필요 없는 신선을 사모하

구나. 섬 배로 가는 나무다리 누가 알고

있는지? 소금 굽는 가마 취함 없음이 지

난 날 이야기로고. 내 신세 3년에 마음

갈급함이 더해지며, 문 앞에 한 길 소금

가마 옆으로 달려가고 있다네.릳라고 송

정 염전에 대한 소개이다. 네 번째 글은

역시 송정동 앞에 있는 죽도(竹島) 섬에

서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위해 밝히는 등

불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지은 것이다. 릲사

람 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다만 등불

만 보이는데, 은하수 한 지경은 누가 올

라갈까나? 요란한 빛은 땅에 두루 퍼져

멀리 보고 흐르며, 용 기운 가로지른 하

늘에 걸어 오르네. -중략-.아침 밥상위

에 금어회가 올라오지만, 유배객은 앞

따라 나아가나 먹기가 불편하구나릳 라고

당시 죽도항의 어로 풍경과 지은이의 신

세를 적고 있다.

기장읍성 누각의 시각을 알리는

북소리와 관가의 저자거리

다섯 번째 글은 기장읍성 누각에서 시

각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적은 글로 내

용은 릲외로운 성 끝에 탁 트인 높은 누각,

눈에 가득 찬 푸른 파도 낮과 밤으로 흐

르네. 먼 수루 매화는 저녁 알림이 없으

나 -중략-소리에 끌려 사람 따랐으니 흰

머리 생겨났고, 꿈속에 오히려 깨달음은

옛 집의 근심이라.릳고 한양에 두고 온 가

족과 집안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당시 읍성 안에 있었던 저자거리

에 대한 내용으로 릲봄날 아침 꽃 버들은

도로가에 흩날리고, 화로 불 풍성한 향은

아름다운 기운이라. 좋은 맛 모름지기 느

끼지 못함은 바다위에 없음이며, 먼 근심

전부 잊기 위해 하늘가에 있다네. -하략

- 릳라고 사람 냄새나는 장시(場市)에 대

한 풍경을 읊고 있다.

기장읍 무곡마을의 봄 밭갈이와

덕촌마을의 밤 길쌈

계절이 봄을 맞아 일 년 농사 준비를

하는 무곡마을의 풍경을 릲평생 나의 한스

러움이 배우지 못함에 이르고, 분수 따라

기쁜 소문 소를 꾸짖는 소리구나. -중략-

변방 지역에 항상 있는 민속이라 근면 검

소 유래가 스스로 즐거움으로 생겨났구

나.릳라고 주민들의 일상 부지런함을 일곱

번째 글로 적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글은 릲-상략- 밝은 달 홀로 있음 쓸쓸하

게 비추고, 바람 고요함에 들리는 베 짜

는 소리가 시끄럽다. 한 지경 대나무 울

타리 집과 글방이 통하고, 글소리에 밤은

다하는데 더욱 심해지는 말소리라릳고 부

지런한 덕촌마을 저녁 길쌈에 대한 내용

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장읍을 배경으로 창작된

릫청강팔영릮과 릫청강일기릮의 활용화

조선시대 기장의 인문학 자료 중에 단

연히 으뜸으로는 1800년대 중반에 지었다

고 전해오는 기장 전체를 글로써 한 눈으

로 볼 수 있는 릫차성가(車城歌)릮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전형적 구곡문화(九曲

文化)를 알 수 있는 철마천 굽이굽이 아

홉 골을 노래한 릫장전구곡가(長田九曲

歌)릮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

한 릫청강팔영릮은 현재 기장읍 8곳 장소를

선정하여 전통 한시작법으로 창작 한 것

이다. 그런데, 릫청강팔영릮은 기장군 전체

8곳의 빼어난 장소를 선정한 릫기장팔경

(機張八景)릮과는 배경면에서 또 다른 작

품이다. 218년 전에 쓴 릫청강팔영릮이나 300

년 전에 쓴 릫청강일기릮는 모두 기장읍치

를 중심하여 기장읍을 배경으로 창작된

글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외형으

로 보이는 물질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긴

인문학 자료 등 역사 속 살아있는 이야기

를 잘 활용해야 안팎으로 구색이 맞을 것

이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기장읍성굛인문학 연계해 문화자원으로 키워야

릫청강팔영릮과 릫청강일기릮 등 옛 문화재 활용 가치 창조 가능해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제1회 릫더이스트인부산릮배

신춘족구대회

2019 더 이스트 인 부산 배 신춘족구대회를 개최함으

로써 족구의 대중화에 기여하며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과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명랑한 사회기풍 확립하며 족구

동호인 간의 정보교환과 친선도모로 활기찬 직장 생활,

건전한 사회생활의 기초를 다진다.

○ 행사개요

-일시 : 2019년 4월 7일(일) 08:00~17:00

개회식(10:00 예정)

-장소 : 기장군 월드컵빌리지 인조잔디구장

-주최 : (주)일등코리아, 부산광역시족구협회

-주관 : 부산광역시족구협회

-후원 : 더 이스트인 부산, 기장군체육회

○ 참가 부문

-구분 : 7개부/ 전국 최강부, 영호남,초청 일반부(부

산1부포함), 전국 40대부, 전국 여성부, 부산2부,

부산3부, 부산4부(취미), 기장군초청관내부(주최

측 승인 팀)

○ 시상

총 상금 847만원, 상패, 상품

부산광역시 족구협회(010-9085-4444)

법인지방소득세신고굛납부안내

○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굛납부해주세요굩
▷ 12월말 결산 법인의 릮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

여 릮19. 4월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굛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
월 이내 신고굛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굛납부시 유의사항
▷ 룗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룘로 신고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하여 신고굛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룗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룘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

- 단, 특굛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
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에 일괄 신고굛납부
함. ※ 기장군 별도 신고굛납부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과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굛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굛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굛납부

▷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에 안분하여 신고,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
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
자신고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
자주재정과(709-4152)

○ 요 일 : 매주 금요일

○ 시 간 : 오후 2시~4시

○ 장 소 : 제3강의실(지하)

○ 강습내용 : 동부민요. 경기민요

○ 장구반주법 : 민요장단, 가요장단

○ 남, 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 접 수 처 : 문화원 사무실

○ 연 락 처 : 010-9608-1589

굛

주민과 함께 문화예술 꽃 피우는 산골마을 병산에서

창작시, 시조낭송, 미술전시, 음악굛무용 공연 등이 펼

쳐집니다. 기장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뢾무료입장뢿

○ 일시 : 2019년 4월 13일(토)오후 6시

○ 장소 : 별 내리는 병산골 송예원

부산 기장군 정관읍 병산1길 10송예원

제51회문화공간숲행사

릫예술문화즐기기릮

[국비지원굛내일배움카드]
(실업자굛재직자굛주부굛일반)

국 가 자 격 증 취 득굩
- 7월6일 시험반 2차 -

1.요양보호사
시험28기 19년5월8일개강굩

합격률 99％ / 취업률 99％

- 현재 무시험 -

2.장례지도사
주간11기 19년5월13일개강굩

취업률 70％

급여: 요양시설 약200만원

가족요양(90분/1개월)60만원이상

일반요양(월60시간근무)약80만원

평균급여 250만원 이상

90％ 이상 수료취득굩

하반기 시험도입 예정

공통준비사항: 기본증명서1통 굛 3X4 사진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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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부터(개인별 상이)

일반자부담수강생 합반개강

본인부담 0원부터(개인별 상이)

일반자부담수강생 합반개강

취득

문의

유료광고



유료광고유료광고

바다의호르몬 릫성게릮…자연강장제로효과탁월

기장의식당을찾아서 -미청식당(일광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채취하

는 앙장구는 해녀들에게는 고소득

해산물이다. 특히 12월에서 1월까지

나오는 앙장구 알을 최고로 친다. 또

한 앙장구는 수심 7미터 내외에서

자라기 때문에 연로한 해녀까지 물

질을 나서는 시기이기도 하다.

문헌을 찾아보니 성게는 전 세계

에 900종이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그

중 30종이 서식한다. 앙장구밥으로

해먹는 성게는 이 가운데 말똥성게

다. 말똥성게는 생김새가 둥글고 말

똥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

름이다. 껍데기에는 상대적으로 짧

고 가는 가시가 나 있는데 맛을 우리

나라 성게 중 으뜸으로 친다. 그런데

이 말똥성게는 아쉽게도 거의 일본

으로 수출된다.

성게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

름에 먹기 좋은 보양식이다. 해삼보

다 단백질을 많이 함유해 릫바다의 호

르몬릮으로 불린다. 또한 엽산 함유량

이 높아 소화 흡수에 좋고 강장제로

효능이 탁월하다.

릫앙장구밥릮으로 명성이 높았던 릫미

청식당(대표 최미향<작은사진> 일광

면 기장해안로 1303)릮이 2년 전 인

2017년 9월, 일광바다가 시원히 보이

는 곳으로 이전했다. 1층에는 70여명

수용 가능한 테이블과 2층에는 5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룸과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일광역과 면사무소 사

이에 있던 비좁고 낡은 공간에서 새

로운 둥지를 튼 터라 주인에게 축하

인사부터 건넸다.

미청식당은 앙장구(성게)를 주재

료로 만드는 비빔밥<큰사진>이 대표

메뉴다. 앙장구가 귀한 만큼 4월부

터는 앙장구와 함께 봄과 여름이 제

철인 보라성게를 주로 사용한다. 성

게는 모두 그날그날 해녀가 직접 채

취한 신선한 것만을 받아 사용한다.

상에 올려 진 앙장구(성게알)밥을

한 술 떠보면 고소한 맛과 함께 향긋

한 바다향이 입 안 가득 찬다. 김과

통깨가 살짝 도울 뿐 양념은 없었다.

앙장구밥은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

밑간이 다 돼 있기에 젓가락으로 살

살 비벼서 김에 싸먹으면 앙장구 본

래의 향을 느낄 수 있다.

먼저 식탁에 깔린 반찬부터가 릫바

다로의 초청장릮이었다. 앙장구밥과

궁합이 좋은 미역국과 방게장, 갈치

젓갈로 만든 섞박지, 해초류 등 모두

기장의 바다에서 올린 식재료 들이

다. 꽁치, 젓갈류, 두부조림 등 계절

에 따라 반찬이 늘 새롭게 바뀐다.

특히 나물무침은 식욕을 돋우기에

충분했다. 모든 반찬류는 이곳 식당

에서 직접 만들어낸다.

전국에서 손님을 찾을 정도로 많

이 알려진 식당이지만, 앙장구를 좋

아하는 일본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최근에는 일본인 손님도 많다고

한다.

식사 후에는 일광해수욕장 인근을

산책해 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분

위기 좋은 커피전문점이 즐비해 있

고 해수욕장에서 학리 마을로 이어

진 바다조망 데크는 일광의 명소 중

에 한곳이다.

앙장구(성게알)밥은 1만5천원, 갈

치구이 2만5천원, 갈치찌개 2만원,

가자미찌개 1만5천원, 성게알미역국

1만2천원이다.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9시. 예약은 전화 051-721-7050

으로 하면 된다.

콜리플라워(꽃양

배추)는 배추과에 속

하는 식물로 브로콜

리에 비해서 꽃봉오

리 부분이 더 크고,

주로 흰색을 띤다.

주산지는 지중해

지역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재

배되기 시작했으며, 제주도, 강원도 평창, 경

남 김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콜리플라워는 주로 흰색이지만, 보

라, 연두, 노란색 종류도 있다.

1. 주요 성분

콜리플라워는 비타민C함량이 매우 높고 칼

륨과 칼슘, 엽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 B1, B2와 식이섬유 등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2. 효능

비타민 C와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해서 면역

력 증진과 항산화 효과가 있다. 글루코시놀레

이트, 설포라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 효과적이다. 식

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 염증을

줄여주고 소화력도 증진시킨다. 장내 유익균

이 증식되도록 도와주어 대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보통의 채소

에 비해서 식이섬유와 수분 함유량이 매우 높

아서 포만감을 주며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품

으로 알려져 있다. 비타민 C 함량이 높아서 바

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콜라겐 형

성을 도와주어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다.

3. 선별기준

꽃봉오리 색이 균일한 순백색이고 얼룩이

없는 것. 꽃봉오리가 둥글고 단단한 것. 꽃봉

오리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것을 고

르면 된다.

4. 보관 방법 및 조리 시 유의사항

씻지 않은 콜리플라워는 랩으로 싸서 냉장

고에 넣어 두면 약 1주일간 보관할 수 있다. 데

친 것은 비닐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

래 보관하려면 작은 크기로 담아서 냉동 보관

한다. 조리 시는 겉을 싸고 있는 잎을 제거한

후에 물로 깨끗이 씻는다. 커다란 줄기는 잘라

내고 꽃봉오리 부분의 작은 가지들은 조각내

어 잘라낸 후 이용한다. 꽃이 핀 부분은 칼로

제거한다. 약간 쓴맛과 떫은맛이 있어서 데쳐

서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데칠 때는 끓는 물

에 1분 내로 빨리 데치는 것이 좋다. 스튜, 카

레, 볶음, 조림 튀김, 샐러드 등에 다양하게 이

용된다.

강현주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센터장

동부산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

2019년 4월 1일(월요일)제278호

면역력증진을위한건강식레시피

향긋한 봄나물 고로케

감자의 탄수화물은 다당류로 혈당을

증가 시키는 속도가 완만하여 지방으로

저장되는 현상이 없으며 감자속의 섬유

질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준다,

또한 사포닌 성분은 위궤양과 염증치

료에 효능이 있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어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 효능

이 있다.

재료 및 분량 (1인분)

감자65g, 빵가루10g, 밀가루7.5g, 달걀

7.5g, 봄동8g, 돌나물7.5g, 소금0.25g, 포

도시유 적당량

만드는 방법

① 냄비에 감자를 삶고 껍질제거 후 으

깨준다.

②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봄동과 돌나

물을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

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다.

③ 볼에 삶은 감자와 봄동과 돌나물, 소

금을 넣고 섞은 뒤 동그랗게 빚어준

다.

④ ③을 밀가루, 달걀물,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혀준다.

⑤ 180℃ 포도씨유에 한번 만 튀겨준다.

허주연

기장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영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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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요양보호사교육원

유료광고

♣ 수강생 (선착순 - 수시) 모집 ♣

○ 교육과정(시간) : 신규반(6주) - 240시간

자격자반(6주) - 50시간

○ 개강일자 : 5월 20일 ○ 교육인원(정원) : 33명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 합격률 92％ 이상

○ 주소 : 기장읍 대청로42명광빌딩6층

○ 문의 ) 051-944-4022

소망주굛야간보호센터
○ 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기능회복훈련/치매관리/인지기능회

복훈련/병원동행/야외활동/중식제공/석식무료제

공/미용서비스

○ 문의 ) 051-724-4055

<갑자기분위기미디어>

삽
화

김
미
화

1957년 겨울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는 저녁 6시 라디오 뉴스를 들은 최

선장은 죽성 어항에 정박시켜 놓고 있

던 15톤급 복어잡이 어선을 이웃 대변

항으로 피난시켜 놓고서 마을에 있는

친구와 주점에서 어울렸다. 말술을 마

셔도 크게 취하지 않는다는 최 선장은

밤 12시 통행금지 시간이 되어서야 주

점에서 나와 집을 향했다.

죽성해안 인도를 갈려면 대변북쪽

에 있는 두뫼고개를 넘어 4킬로미터

쯤 해안길을 따라 가야만 했다. 두뫼

라는 것은 현 죽성마을의 옛 이름이

다. 해안 두뫼길은 월전쪽에 있는 푸

른 잔디와 대변해안 쪽에 있는 모래밭

그리고 높고 작은 갯바위와 어울려 전

개되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지다. 그런

데 언제부터인지 이 해안지역에 밤이

면 여우와 살쾡이가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있다는 소

문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래서 밤길

을 걸을 때 수명씩 모여 가든가, 그렇

지 않으면 막대기를 총과 같이 어깨에

다 걸쳐 포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그렇

잖으면 막대기를 길에다 대어 덜커덩

덜커덩 하는 소리를 내어 상대를 겁주

면서 다니기도 했다.

이 같은 괴상한 소문을 수년전부터

듣고 있던 최 선장은 오늘 이 길을 따

라 집으로 가게 되었다. 최 선장은 힘

이 세어 싸움도 잘하고 겁이라고는 모

르는 그야말로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위인으로 통했다. 태풍의 전초로 보이

는 세찬 바람과 밝은 달을 안고서 콧

노래까지 부르며 해안길을 더듬어 걸

어갔다. 2킬로미터 쯤 왔을 때 왼쪽 야

산 기슭에서 흰 물체가 좌우로 움직였

다가 없어지곤 다시 왔다갔다하는 모

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최 선장은 조금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살펴보니 여우가 무

덤 안으로 구멍을 파서 들어가 시체에

입힌 수의를 뜯어내어 물고 나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놀다 다시 들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릫저놈 봐라릮고 호기심에 보던 최 선

장은 주위를 살펴 돌멩이를 주워 들고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 여우에게 릫이

놈릮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던졌다.

깜짝 놀란 여우가 잽싸게 산으로 도망

쳤다. 당시 최근 매장한 무덤에 여우

가 굴을 파고 들어가 시체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는

데 유족들은 물이끼가 낀 매끌매끌한

돌을 갖고서 여우가 판 무덤구멍을 막

아두기도 했다. 이는 매끌매끌한 돌

바람에 다시 못 들어가게 하는 묘책이

었다. 여우를 혼내준 최 선장은 속이

후련했다. 밤중에 해안길을 통행하는

사람과 갯바위에서 밤낚시하는 사람

들에게 해코지하는 바로 그 짐승으로

보였다.

최 선장은 여우를 혼내준 통쾌한 마

음으로 산 아래등성이를 돌아설 때 난

데없는 자갈과 흙이 마구 날아와 최선

장의 머리에 쏟아졌다. 기겁을 한 최

선장은 어둠을 허둥지둥 뚫고 20미터

쯤 달려 나가서 되돌아보는 순간 또다

시 적은양의 자갈과 흙이 날아왔다.

밤중 주위에 민가라고는 없는 해안가

에서 누구의 소행인지도 모르게 당한

최 선장은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도망

쳐왔다. 마신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니 여우의 소행인 것 같았다.

수의를 찢어 물고 나와 이리저리 뛰면

서 놀다가 최 선장의 고함소리에 놀라

달아났던 늙은 여우가 최 선장에게 길

옆 산에서 뒷발질로 흙과 자갈을 쳐

날렸던 것 같았다.

집에서 기르는 큰 개보다 작은 여우

에게 일격을 당한 천하의 호걸인 최

선장은 일생에 큰 치욕이라고 여겨 여

우를 잡아 죽여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낮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교활한 이 여우를 어떻게 처단할 방안

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영남에서 제일가는 명포수로 알

려져 있는 기장읍 만화리 이덕만 포수

였다. 최 선장은 평소 안면이 있는 이

포수를 찾아갔다. 자기가 당한 자초지

종을 말하고 이어 밤중 해안길과 산길

을 걷는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하고 있

는 여우를 잡아주면 후사까지 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 시기였던 1957년 어느 날 밤 기장

경찰지서(현.파출소)에서 야근을 하

고 있던 김선명(88.현 서부주공거주

-6.25참전유공자회 부회장)씨는 밤중

에 기장읍에 살고 있다는 어느 사람이

죽성갔다가 신천으로 오는 도로 옆 산

에서 난데없이 자갈과 흙이 마구 날아

와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는 신고를 받

은 적이 있다고 현재 기억하고 있었

다. 며칠 뒤 최선장과 약속을 한 이포

수는 여우가 있다는 봉대산을 찾아가

서 우선 여우 굴을 찾기 위해 크고 작

은 바위 밑과 어숙한 곳을 하루 종일

헤매었으나 예상지만 짐작하고 서식

지는 찾지 못해 허탕만 쳤다. 다만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것은 봉대산 주위에

있는 원죽 두호 월전 대변 무양마을등

해안가와 반대편인 덕발 신천 등 마을

뒤에 있는 공동묘지에 요즘 매장한 묘

를 여우가 훼손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일대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날씨가 영하를 오르내리던 매서운

추운 날 이 포수는 짐작하고 있던 곳

을 향해 여우사냥에 나섰다. 날씨가

추워 여우가 응달을 피해 양달쪽에 있

을 것으로 예상한 이 포수는 바람을

안고 대변뒷산에서 죽성 쪽 산을 향해

발걸음을 조용하게 옮기면서 산을 오

르내리기 시작했다. 여우는 200미터

앞에서 오는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땅의 진동도 느낄 수 있는데 이

날 다행이도 바람이 반대 방향에서 세

차게 불고 있었다. 1시간쯤 뒤 이 포수

는 50여 미터 앞 큰 바위아래에 몸통

은 보이지 않는 동물의 적갈색털이 바

람 따라 보일 듯 말 듯 살랑거리고 있

는 것을 발견했다. 예상한 대로였다.

이 포수는 오래 익힌 경험상 직감적으

로 저놈이다 하고서 엎드려 살금살금

지어 30여 미터까지 거리를 좁혀서 조

용히 총구멍을 내어 밀었다. 여우가

먼저 낌새를 맡으면 아미타불의 순간

이었다. 이 포수는 숨을 크게 한번 쉬

고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끼우고 릫어

험릮하고 헛기침을 하는 순간 양지쪽에

서 낮잠을 자고 있던 여우가 놀라 고

개를 쳐들었다. 순간 릫탕릮하는 소리와

함께 여우가 1미터쯤 솟구쳤다가 떨어

져 뒹굴었다.

수년을 두고 무덤을 파고 밤길 나들

이객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매구(늙

은 여우)는 이렇게 종말되고 해안길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향토사학자 공태도

봉대산에있는늙은여우를잡아라

기장야화 70 김정미원장의가족상담소

김정미

부경평생교육센터장

누구나어떤누구의모델링이되고있다

릫시집 일은 욕하면서 배운다릮, 릫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릮,

릫자식은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를 보

고 자란다릮 등등 주변에서 하는 말들

을 잘 듣고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누

군가를 보면서 배우고 행동을 따라

한다는 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보고 따라하는 행동을 모델링(mod-

eling)이라고 하며, 모델링은 어떤 사

람을 롤 모델(Role Model)로 정해 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

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델링도 그

행동을 실제로 재현하는 것이기는 하

지만 인지적 처리를 통해 간접학습을

하며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행동으로 보상을 받는 결과를

보면 따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따라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델링을

하는 관찰자는 스스로 판단을 하여

모델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모델

링은 흔히 말하는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만을 모델링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보면서, 학교에서

는 선생님을 보면서, 가정에서는 부

모를 보면서,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서 누구나 어떤 누구에게 특히 자신

과 비슷한 환경일 경우에 내가 타인

을 모델링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이

나를 모델링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필자는 오랜 숙제를 하나

마무리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릫색채

심리릮에 관한 교재를 완성한 것이었다.

미술치료박사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학위를 받던 날 릫앞으로의 시간들은

앞서 가신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누

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겠노

라.릮고 다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교재

를 쓰는 일에 5년이라는 힘든 긴 시간

을 할애하였다. 이렇게 힘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필자의

롤 모델이신 최외선 교수님을 향한 끝

없는 모방의 연속 때문이었다. 우리나

라에 미술치료를 처음으로 도입해 오

신 교수님께서 베푸신 희생 그리고 사

랑, 게다가 배움의 열정은 지금도 제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계신다. 이러한

롤 모델이신 지도교수님을 보며 모델

링한 것이 필자가 하고 있는 상담이었

으며 교재를 쓰는 일이었다. 상담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 그것이

교수님의 삶이었으며, 아직도 활발한

집필을 통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삶이 그것이었다.

어느 날 필자의 상담실을 찾은 한

젊은 남자가 결혼한 지 3년차면서 어

린 아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혼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였

다. 이혼의 사유는 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

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피곤한 남편

에게 어린 아들 둘을 맡긴 채 집을 나

가서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남편

의 말에 의하면, 부인이 친구를 잘못

만난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추

측하건데, 부인은 어린 아들 둘을 하

루 종일 혼자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

었을 것 같다. 그래서 부인은 자신의

힘든 상황과 비슷한 친구를 만나 서

로 술에 의지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

었을 것 같다. 이런 부인에게 좋은 롤

모델이 있어 모델링을 하였다면 어린

아들 둘, 그리고 남편과 부인자신에

게 아픈 상처를 남기는 불행을 방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담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롤 모델이라고 하

면 누가 떠오르는가? 여러분을 롤 모

델로 하고 있는 타인은 누구인가? 여

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길 지향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보는 시간

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필자 이 글

을 실어본다.

기장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3-9700

정관부경평생교육센터 051-727-9950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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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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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협찬광고

배식과설거지…삶의보람안겨준봉사

활기찬 은빛시대 - 정관읍 손천석 어르신

손천석(72굛사진)씨는 정관노인

복지관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하

는 자원봉사자다. 그는 매일 오

전 9시에 복지관에 나가는데 직

장 아닌 직장처럼 매일 출근을

하는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어 주

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릲어르신들을 섬기고 사랑과 정

성을 나눠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9시쯤에 복지관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미

매우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은 점심 배식 그리고

간단한 설거지인데 특별히 어렵

지는 않다릳며 손 씨는 식당봉사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이

다 보니 종종 질서를 지키지 않

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곤 하

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손 씨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릲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편이지만 일부의 사

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함

부로 하는 일이 간혹 있다. 그럴

때는 답답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오해를 풀도

록 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

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는 질서가 있어야 서로가 불편하

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질서를 잘 지켜 달

라는 당부와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는 당부를 한다릳며 손 씨가

애로사항을 말했다.

한편 손 씨는 부산 대연동에

살다가 딸들과 가까이 살면서 손

자를 돌봐 주기위해서 9년 전에

정관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정관

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릲정관 장미공원에서 전지작업

을 하고 있다. 전지작업을 젊어

서부터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변의 선배들로부터 전지하는

기술을 배웠다. 철강회사에서 근

무하다가 퇴직하고 자칫 무료한

생활을 할 뻔했는데 이렇게 정관

에 와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

기쁘다. 그리고 전지하는 기술은

아파트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

서 화단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릳며 손 씨는 흐뭇해했다.

이명희 명예기자

제100주년 3.1절 기념 걷기대회가 2월 24일 기장읍 일원에

서 열린 가운데, 동참 군민들이 출발지점인 기장초등학교

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제100주년 기장군 3.1절 기념식이 새마을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항일운동가 후손(맨앞줄)을 초대해 3.1절 행사를

더욱 뜻깊게 했다.

제100주년 정관읍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정관애국지사추

모탑(정관박물관)에서 열린 가운데 식전행사로 태권도

플래시몹, 시극공연이 펼쳐졌다.

청소년동물체험교실열어

사)동물문화복지위원회 릫캣통릮

사단법인 동물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석보혜, 대표 최정우) 산

하 길고양이를 위한 동물문화네

크워크 릫캣통(기장읍 차성로 344

번길 10 동경빌딩 3층)릮은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동물체험교실

을 연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릲청소년들이 고양이

와 함께 어울리면서 고양이의 습

성과 특성을 익히며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사

회에서 중요한 인성, 배려, 협동

등을 체득할 수 있다릳고 말했다.

이어 릲고양이는 우리 인간과 더불

어 살아가야하는 동물이며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릳고 말했다.

릫캣통릮은 길고양이의 구조-치

료-입양-재활-방사-분양활동과

함께 동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장으로의 역할

을 모색하고 있다. 070-7363-1119.

기장향교(전교 신목동)는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추모하

고 덕을 기리기 위해 3월 11일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정관에이스(회장 정필규)는 성금 100만원을 정관읍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2월 24일 정관읍에 기탁했다.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회장 조복임) 회원 20명과 자원봉

사학생 50여명은 3월 1일 기장 일원에서 태극기 나누기 행

사를 가졌다.

(주)오보소(대표 우태웅)는 기장군 관내 드림스타트 취약

계층 신생아 및 장애아동을 위해 매월 기저귀 8박스(26만

원 상당)를 기장군에 기탁키로 했다.

일반/창업반,학생반모집

2019년실업자.근로자국비훈련(자비부담금 0％학원선정)

실업자

(우선

모집)

1.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과정

2019.04.23.~6.04

오전09:30~(월~목)

*특전:

취업지원(64세이하모든분)

①훈련비전액무료

(일부조건부자부담)

②훈련수당월28만원정도지급

(교통비.식대별도지급)

*교육대상:

①남여(주부)요리에관심있는분

②신규.전직실업자

③고.대학생졸업예정자

④취업.창업준비생누구나가능

[직장인국비지원특전]
*근로자카드발급절차지원

*훈련비60％국비지원

2019.04.09.~5.20

오후13:30~(월~금)

2.밑반찬조리양성
2019.04.8~5.16

오전11:00~(월~목)

3.일식.중식조리기능사

과정(이론,실기)

2019.04.23.~06.21

오전13:30~(월~금)

4.일식.복어조리기능사

취득과정(실기)

2019.04.01.~06.21

오후13:30~(월~금)

근로자
1.일식조리기능사

과정(실기)

2.한식.양식:개강예정

2019.03.26~05.30

오후18:30~(화.목)

1.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ㅡ산업기사

조리사자격증취득반
단기간자격증90％합격확신

자격증대비과정수시개강(속성반)

2.아빠요리(간편요리,맛내기비법)주1회

3.창업.생활요리(창업요리및밑반찬)

(오후2시~4시)주2회

비법요리,간편밑반찬,건강식국.찌개

우엉스프,양식퓨전요리외,김치다수.

학생모집

(중.고.

대학생)

*학생반-특별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중.고.대학생학기제운영수시모집(특별관리)

*특전:자격증취득하여장학금받고대학가자

국비무료(지원)요리훈련생모집

취업굛창업 유망직종

퀴즈유료광고

릫좌천시장 3굛1만세운동 기념비릮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록

릫좌천시장 3굛1만세운동 기념비릮

<사진>가 릫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1항릮

에 따라 2018년 12월12일자로 국

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정식 등록

됐다. 릫좌천시장 3굛1만세운동 기

념비릮는 지난 2017년 4월 9일 제막

식을 가졌다.

기념비 건립은 홍s문화체험단

(회장 문수만, 단장 홍순미굛장안

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

도하고 좌천시장마을(이장 구봉

철)과 장안읍주민자치위원회, 한

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

부 등이 후원했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홍순

미 위원장은 릲릫좌천시장 3굛1만세

운동 기념비릮가 국가보훈처로부

터 현충시설로 인정받아 더 없이

뜻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릳며 릲선열들의 대규모 3.1만세

운동이 우리 장안읍 지역에서도

전개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알려

그 뜻을 기리고 장안인의 기상과

정신문화를 계승해 나가고 싶다릳

고 말했다.

릫좌천시장 3굛1만세운동릮은 1919

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3.1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난 가운데

1919년 4월 9일 좌천장날을 기해

지역 청년들이 주도해 조국의 독

립을 열망하며 목이 터지라 외친

만세운동이다. 6000여명 지역인

들과 장꾼들의 가슴과 가슴으로

뜨겁게 이어져, 하나같이 릫대한독

립만세릮를 부르면서 왜경의 총칼

앞에서도 맨몸으로 싸웠다.

한편 지난해 4월 9일 릫제1회 좌

천시장 3굛1만세운동 재현행사릮가

좌천시장 3굛1만세운동 기념비 앞

에서 열린바 있다.

취약계층에 LED 조명무상교체
대한적십자부산지사-한전KPS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김종렬)는 한전KPS(주) 고리2사

업처(처장 박동문), 대한적십자

사봉사회 기장군지구협의회(회

장 김은) 회원과 함께 부산시 기

장군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 가

구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점검과

교체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KPS(주)(사장 김범

년)는 직원들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을 꾸리고 전기 전문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사

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고리2사업처 역시 부산시 기장

군 관내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

상으로 낡은 전선을 제거하고

효율성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

하는 등 전문봉사를 꾸준히 시

행하고 있다.

박동문 처장은 릲작은 나눔이 모

여 큰 희망을 만들어간다고 생각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앞으로도

적십자와 같은 나눔단체와 함께

경제적 소외계층도 부담 없이 에

너지를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릳라고 약속했다.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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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장학금 100만원 전달…김장 나누기 온정도
고촌풍물단, 9년째 봉사활동 펼쳐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든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

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보태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분들을 만

났다.

고촌휴먼시아1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릫고촌풍물단릮<사진>은 2010

년에 만들어져 20명의 회원이 봉

사를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

는 단체이다. 회원의 2/3가 장애

인이거나 그 가족들로 이루어져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장학금전달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나누기

등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입주민 중

한부모 가정의 성실하고 모범적

인 자녀들을 선발해 100만원의 장

학금을 전달하고 12월엔 회원들

과 함께 김장을 담아 스스로 할

수 없는 독거노인과 홀몸장애인

분들에게 전달한다. 5월엔 경로잔

치도 열고 기장관내 요양원을 찾

아 꾸준히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년에

필요한 500여만원의 기금은 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행사와 회원들

의 회비, 후원금으로 마련한다.

전 고촌풍물단장이고 기장장애

인협회장인 이순희 씨는 릲식당까

지 운영하고 있어 항상 바쁘게 생

활하면서도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릳며 릲요양원

에 봉사를 하고 올 때면 할머니들

의 모습이 떠올라 발길이 떨어지

지 않을 때가 많지만 기쁨이 커서

다시 갈 수 있었다릳고 말했다.

릲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장애가

있지만 아무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김장을 할 수 있는 장

소가 없어 아파트 뒷산에 가서 할

때도 불평 없이 열심히 해 주시고

내 일처럼 앞장서 주니까 지금까

지 봉사 할 수 있었습니다릳라며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회

원 대부분이 1000시간 이상의 봉

사시간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열성

적인 분들이 만나 몇 배의 시너지

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풍물단이 되려면 악기를 연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

지만 모두 들어와서 배웠다. 기장

군에서 실시하는 배달강좌를 통

해 쉽게 배울 수 있어 회원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 행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습을 할 장소가 마

땅치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신나

는 풍물소리에 서로 격려하며 힘

을 낸다.

기장군 관내 수많은 아파트 단

지 중에 이런 자발적인 단체를 만

들어 좋은 일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좋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작은 모임들

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다. 각자 살아가기에도 벅찬 인생

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누군가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분명 행

복을 덤으로 가져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황영지 명예기자

일광 기장가구아웃렛에서 백미 63포를 관내 어려운 이웃

에게 전달해 달라며 3월 19일 기장군에 기탁했다.

정관롯데캐슬, 모범적국기게양

지난 3.1절을 전후해 정

관읍 롯데캐슬1차아파트

(사진굛761세대)는 태극기

의 물결로 넘쳐 항일운동

가의 혼을 위로 했다.

정명학 운영위원장은

릲저희 아파트 입주민 대

다수가 3.1절을 맞아 태극

기를 적극적으로 게양해

릫태극기 사랑이 나라사랑릮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릳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릲아파트

위원회 회의를 통해 태극기를 미처 준비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태극기를 구입해 나눠줬다며

앞으로도 국경일에는 입주민을 독려해 태극기 게양 모범

아파트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롯데캐슬아파트는 2017

년 에너지절약모범아파트로 선정된 바 있다.

릫세계자폐성장애인식의날릮개최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박상욱)와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동주관으로 제12회 릫세계 자폐

성장애 인식의 날릮을 맞아 4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부산 영화의 전당

중극장에서 전야제 행사(기장군은 부산해

마루학교 등 참여)를 개최한다.

릫세계 자폐성장애 인식의 날릮은 자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에서 4월 2일로 승인됐다.

자폐성장애인은 전 인구의 1％ 내외이

며, 우리나라에는 23만명 정도 진단 등록

돼있다. 영유아기의 조기발견과 치료, 학

령기와 청소년기의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 동안 뒷바라지하는

부모의 노후와 사후에 지역사회 속에서 살

아갈 터전을 마련하는 성인기 자립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던

동생을 데리고 나와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일상을 영화로 제작한 장혜영 감독을 초빙

해 릫어른이 되면릮 다큐멘터리 상영 후 관객

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다. 장애인식개선에

공로가 큰 발달장애인과 부모, 실무자 3인에

게 부산광역시 시장상을 수여하며 자폐성장

애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란색 드레스코드

인증샷으로 참가하는 블루이벤트 시상도 함

께 진행한다. 또한 블루라이트 캠페인으로

부산시청 관사에는 LED전광판을 디자인해

부착하고, 영화의 전당, 광안대교, 남항대교,

황령산송전탑, 용두산공원 등 지역명소에도

4월 1~2일 양일간 일몰부터 자정까지 파란불

을 점등할 예정이다.

박 지부장은 릲자폐성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고 사회적 의

사소통의 어려움과 보이지 않는 감각발달

불균형이 장애 특성이기에 지역시민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한 이해와 지원이 절

실하다릳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릲진공관앰프매력에빠져보세요릳

김용호소장, 무료자작회원모집

에디슨이 1883년 열방전효과(에디슨효

과)를 발견한 후 플레밍과 포레스트로 이

어지면서 진공관은 진화했다. 하지만 많은

소비전력을 사용하면서 덩치가 크고 깨지

기 쉽다는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

는가했다.

진공관을 대치한 손톱만한 크기의 트랜

지스터(TR)가 나오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

었지만 진공관 앰프는 마니아를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진공관 앰

프에 빠져 진공관 앰프연구소까지 차린 이

가 기장읍 교리에 SN진공관앰프연구소 김

용호 소장이다.

김 소장이 주로 제작하는 앰프<사진>는

1957년 첫 출시된 다이나코 mark3로, 톤회

로를 추가한 회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

다. 이 앰프는 만들기 쉬우면서도 소리가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왜 진공관 앰프를 만들게 됐느냐는 질문

에 그의 답은 간단했다.

릲진공관 앰프가 현대의 TR 앰프보다 소

리가 월등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도식

화된 소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

들어낼 수 있다릳는 것이다. 들을 만한 100

만원 대의 TR앰프가 있다면, 비슷한 음질

의 판매되는 진공관 앰프는 200만원을 호

가한다.

진공관 앰프가 비싼 이유는 제조 특성상

수작업이 많고 사용자가 많지 않은 까닭일

게다.

그러나 직접 부품을 구해 만든다면 TR

앰프의 절반 가격으로 세상에 단 한대뿐인

자신만의 앰프를 가지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함께 진공관 앰프를 연구하고

자작할 회원을 모집중이다. 그는 중학교

기술시간에 배운 전기 상식정도면 3개월

에서 6개월이면 진공관 앰프를 만들 수 있

다고 한다.

SN진공관앰프연구소 010-2592-4902.

릫나무는늙어서도꽃을피운다릮

첫시집펴낸정영학씨

사람은 백년을/허우적대며 사는

데/나무는 천년을 여유롭게 산다./

사람은 세월의 무게를 받으며 사

는데/나무는/세월에 자신을 맡겨

놓는다/나무가 천년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세월이 할퀸 생채기

가/육신을 썩혀 도려내며/뱃속을

훤히 드러내어도/나무는 세월을

탓하지 않고/오히려 그 안에/또 다른 생명을 품는다.

뢾릫나무는 늙었어도 꽃을 피운다릮 본문 중에서뢿

전 기장문화원 부원장을 지낸 정영학 씨가 올해 초 시

집 릫나무는 늙어서도 꽃을 피운다릮뢾사진굛연문씨앤피, 8천

원뢿를 펴냈다. 제1편 고향의 노래, 제2편 하늘과 산과 자

연인, 제3편 들풀이라서 자유롭다 제4편 물처럼 나무처럼

등 모두 83편의 시를 실었다.

권근대 문학평론가(대신대 교수)는 릲정영학의 시적 바

탕을 이루고 있는 감수성의 중핵은 인간적 따스함이라하

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시학으로 긍정적이고, 수용이

고, 포용이고, 이해라 하겠다. 또한 시적화자의 강한 감정

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릳

고 평했다.

정영학. 초등학교 교감 퇴임, 전 기장문화원 부원장,

2016년 부산시조 등단, 기장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국립수산과학관(관장 박명애)은 과학과 예술의 융합한

골격염색 릫어(魚)색(色)해(海) 물고기 색을 입고 환생을

꿈꾸다릮 정기기획전을 5월 15일까지 연다.

기장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부선) 회원은 3월 23일 한

부모가족 40명과 관내 농촌마을을 찾아 행사 딸기체험 및

곤충체험 등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군민들께서 납부하신 지방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체납액 근절과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
와 같이 체납세 징수 일제 정리 활동을 전개하오니 군
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방세를 납부하시지 않은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소중한 재산이 압류굛공매될 수 있
으며, 관허사업제한굛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
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 상 : 지방세 체납자
▷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 체납처분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제107조,
지방세법 제1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8조등 관
계 법령

▷ 체납세 납부
각 금융기관, 지방세납부계좌이체, 스마트위택
스, 편의점

-사이버지방세청 전자납부(http://etax.busan.go.kr) -
공정조세과(709-4231~5)

2019년 기장군 예산 재정공시

2019 기장군 예산 재정운용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
니다.
○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공시시기 : 2019. 2. 28.(목)
○ 공시기간 : 릮19. 2. 28. ~ 20. 2. 27.
○ 공시대상 : 2019년 본예산 기준
○ 공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기장군보 릲기장사람들릳

게재
기획청렴실(709-4025)

주말반 : 4월 20, 21, 26(야간), 27, 28일

주중반 : 4월 22, 23, 24, 25, 26일

유료광고

친환경농업과 709-4404



2019년 4월 1일(월요일)제278호

두 거장 한국화에 담긴 기장의 산수와 바다

김정원굛김순옥 화백 2인전 열어

기장의 한국화 김정원, 김순옥 두

화백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죽성드

림세트장에서 2인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정원 화백은 15점을 걸었

다. 릲붓길따라 마음가는대로릳 작업했

다는 그의 작품은 자유분방함이 녹아

있었다. 김순옥 화백은 16점과 소품

목단 작품을 10점을 걸었다. 릲어렸을

적 아름다운 기장의 풍광을 떠 올리며

작업했다릳고 말했다.

김정원 화백은 한상돈 선생을 사사

하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6회의 개

인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자바 현

에서 초대전을 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생의 작품세계는 쇠

락해 가는 전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

기보다는 본연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야성이 부르는 자유로운 조형

성 앞에서 더 솔직한 듯하다. 먹으로

종이에 붓질을 시작하자 코를 자극하

는 묵향과 함께 어쩔 수 없는 예술가

의 카리스마가 용솟음친다. 역시 예술

가는 작업을 할 때만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나 보다. 그리고 그의 붓

끝에서 대자연의 산세는 한 폭의 그림

으로 눈앞에 다가와 여백이 가득한 운

해를 만들어 낸다.

자연으로 다가가는 김 화백의 그림

이, 자연 속에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존재되어지듯 흐르는 물처럼, 피어난

꽃처럼 우리의 무딘 감각을 일깨운다.

힘차고 기품 흐르는 작가의 작품이 때

로는 초가집 아랫목 뜨끈한 구들의 이

야기꾼이 되기도 한다. 정관신도시 정

원방화실(정관음 달산1길18, 201호)을

운영 중에 있다. 010-7377-3972.

김순옥 화백은 기장 연화리에서 태

어나서 자라왔다. 그림이 좋아서 시작

된 그림 그리기는 78년도에 초상화에

서 시작되어 수묵담채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개인전을 4회 가졌다.

그는 한국 미술협회, 부산 미술협회

운영위원, 기장군 예술인 협회 회원이

며, 94년, 부산 미술대전 특선, 그 외

몇 차례 입선을 비롯해 공모전 20여

회, 뉴욕에서 부스전을 열었다. 국제

전 다수, 무엇보다 지난 20년간 먹샘

회에서 회장을 역임 하면서 필리핀 초

대전을 주관했고, 기장향토문화 연구

회 회원으로서 기장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짙은 코발트색 바다에 꿈을 실어왔

던 탓인가, 그녀의 작품 속 푸른빛은

마치 3D의 영상처럼 온몸으로 바다에

풍덩 빠져 버릴 것 같은 푸름이 있다.

그 푸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지에 물

감을 수십 번 바르고 또 바른다.

모노크롬의 엄숙함은 그러한 반복

적인 행위를 통해 정신적인 초월과 참

선의 상태가 되는 것인가. 기억 속에

서 만들어지고 표출 되어진 것은 비단

푸른 쪽빛뿐이겠는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작품에

서만 느껴지는 내재된 심리적 공간의

밀도. 영역 속에 평온함과 안락함이

응축되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

를 수축과 팽창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치열하게 분투하는 자연계의 개체

들을 암시하는 능력을 가진다. 작업실

기장읍 연화리 148-1. 010-3883-2088.

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퀴즈협찬광고 유료광고유료광고

김정원(사진왼쪽)굛김순옥화백이전시장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아래사진중위사진이김정원화백작품, 아래는김순옥화백작품.

유료광고

(주굛야간보호)
본인부담금 30％지원-기장군 2년이상거주최대5만원지원

퀴즈협찬광고

(A)효사랑 기장군 최초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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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광바닷가로이사를왔습니다

그분이가라시니

어린것앞세우고짐을꾸렸습니다

살림살이별것있겠습니까

그사정아시고아침바다는금빛햇살로

제이마를씻어주었습니다

달빛저녁바다는가슴속

은쟁반을닦아줍니다

한낮에머언수평선을바랄때

하늘소요하는갈매기들이

영혼의날개를펴보라고끼룩끼룩거립니다

발목이빨간저것들과함께

다시나는법을배워야겠습니다

머잖은날에펴고접는그만큼

하늘의노래가흘러나겠지요

때가이르면,부산일광에서

그대말레이시야까지즐겁게날아가겠습니다.

약력

1956년경남합천출생. 85릫월간문학부산문화방송문예신인상.

시집 뢾다시별그리기뢿 뢾고맙다뢿외 2권.

기장문학이사.부산문학편집고문.

w2820691@naver.com

일광블로그
장명석선교사에게

기장 문예

이창희

이경숙 작가 릫대상릮 릫최우수상릮동시수상

제18회 대한민국 압화대전

세계적인 압화도시인 구례에서 3

월 21일 제18회 대한민국 압화(壓花)

대전이 개최됐다. 이 압화대전에서

기장군의 이경숙(사진굛기장예술인

협회공예분과굛화예분과회장굛하수꽃

예술원장) 압화작가가 장식부문 릫자

연의 노래릮로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릫가을로의 초대릮로 최우수

상(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경숙 010-2567-7365.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기장읍 대변항 일원에서는 릫제

23회 기장○○축제릮가열린다.

기장○○축제는 전국 최초의 수산물 축제로 명실상부

한 기장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털이체험, ○○회 무

료시식, 기장○○가요제 등 다양한 체험굛참여행사와 어

업 노동요 공연, 전통 기원제, 유명가수 무대행사, 야간

워터보드 공연 등 많은 전통굛문화공연 및 어린이 체험행

사와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편하게 온 가족이 봄날의 하

루를즐길수있는체험의장이예정되어있다.

문 제

《참여방법》

엽서에 (이름,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새우편

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 아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적어서우편으로보내주시면추첨을통해

상품권을보내드리며당첨자는다음호 릫기장사람

들릮에게재됩니다. 4월 16일 도착분까지유효.

※ 277호 퀴즈굛숨은그림 당첨자 상품권은 4월 25일

까지등기발송됩니다.

《문의》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709-4071~4

《주소》(46077)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기장대로

560 기장군청미래전략과군보편집팀

┃릫기장사람들릮 277호 퀴즈굛숨은그림응모당첨자┃

뢾지난호숨은그림찾기정답뢿

뢾지난호기장퀴즈정답뢿

장관청

○ 부산기장직업학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이현준(기장읍 차성서로) 한예은(정관읍

정관로) 황현재(기장읍 소정안길) 이현우(정

관읍 정관1로) 김예린(정관읍 정관3로) 정이

플(기장읍 차성남로)

○ 기장 더 밝은 안과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8명 등기발송)

▷ 신영빈(기장읍 청강로) 김다현(기장읍 차

성서로) 박찬우(정관읍 정관3로) 이은화(정

관읍 정관로)구시윤(정관읍 정관5로)박영희

(기장읍 차성동로) 문재영(정관읍 산단4로)

김시훈(기장읍 차성서로)

○ 음식나라 조리학원 협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 6명 등기발송)

▷ 김예윤(정관읍 방곡로) 황나현(정관읍 정

관4로) 임서연(정관읍 구연방곡로) 김건효

(일광면 일광로) 전민제(정관읍 정관4로) 김

지아(기장읍 차성남로)

○ 기장 효사랑데이케어 협찬 문화상품권(2만

원상당, 8명 등기발송)

▷ 우승아(정관읍 정관3로)제유빈,제민우(정

관읍 정관5로) 김상언(정관읍 정관1로) 송여

진(정관읍 정관1로) 정기원(철마면 고촌로)

박소혜(철마면 고촌로) 이혜지(기장읍 차성

로)하채연(기장읍 차성동로)

2019년 4월 1일(월요일) 제278호

기장 장날 4월 5일 김도엽의 혈서로 쓴 릫양심 발원, 인도적 자유 민족릮

이란 글과 어촌지역과 합세하여 릲대한독립만세릳를 외쳤던 분들의 숭고

한 희생 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기원(철마면 고촌로)

매달 우편함에 꽂힌 기장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을의 다양한 소식들을

편하고 빠르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직접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군청

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익

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릫기장사람들릮과 편찬 과정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

들게 감사드립니다.

송여진(정관읍 정관1로)

기장사람들을 통해 보건소 소식과 치매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예방법

등을 알게되어 유익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부모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

짐해봅니다.

박소혜(철마면 고촌로)

항상 기장사람들 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부탁합니다.

김상언(정관읍 정관1로)

릫기장사람들릮을 읽고

과정중심의교육을꿈꾸며
특별기고

윤지혁

와이즈만영재교육

부산정관센터수학팀장

최근에는 우리 자녀들을 일컫

는 말로 릫독립이 지연된 세대릮라

고도 하고, 릫컬링(Curling) 세대릮

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릫컬링

세대릮란 마치 자녀가 아무런 마찰

없이 미끄러져 나갈 수 있도록 부

모들이 길을 닦아 주는 모습이 스

포츠 종목의 하나인 컬링과 같다

고 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결과

를 창출함에 있어서 과정을 자녀

가 만들든 부모가 만들든 누가 만

들든 상관없이 결과와 점수가 좋

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

람들이 의외로 많음을 느낄 수 있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창 유행

했던 드라마 릫스카이 캐슬릮은 과

정은 빠지고 결과만 중요시하는

결과주의의 행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듯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과에 진

학시키기 위해서 자녀의 의도와

는 상관없이 부모들은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결

과와 목표만 쫓다가 진정한 삶의

본질인 릫공존릮과 릫행복릮을 잃어버

리고 마는 모습을 드라마를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현실과도 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현실은 이보다 더하다는 사

람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왜곡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만 해도

명문대를 나와서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사

람이 많습니다. 물론 사회 진출이

원활치 않은 이유가 사회가 어려

워서인 것도 있지만, 과정이 빠진

교육을 받은 자녀가 과연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

정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대학이나 학과 선택에

있어 부모들의 생각과 손으로 쓰

는 원서가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

점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와 적성에 맞는 자기발견

과 자기계발을 목표로 하도록 만

든 입시제도는 악용되거나 혹은

정보력의 싸움으로 인한 입시경

쟁의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서도 볼 수 있듯이 자소서를 작성

하는 경우조차 자기소개서가 아

닌 부모들이 만든 소개서가 되는

경우 또한 많지 않습니까? 명문

대 인기학과를 가는 학생 중 오랜

고민을 통해 이루어진 확신을 가

지고 스스로 원서를 쓰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릫컬링 세대릮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결과만 좋고 점수

만 좋으면 된다는 인식,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닦지 않고 부모가

닦아줘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

니다. 결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

라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줘

야 합니다. 릫고기를 잡아주지 말

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라릮

라는 유명한 속담처럼 과정을 대

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여행독자투고

삶의 모든 순간이 내겐 여행이

다. 연화리에는 짙은 바다 내음이

난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사업체

조사를 한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몇 가지 확인과 체크, 정리하는

일이다. 서둘러 지원하고 설레며

기다렸다. 드디어 조사원이 되었

다. 일 시작하는 첫날 두툼한 조

사표 뭉치를 받고 나서야 설렘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6백여 사업

체를 한 달 내로 조사하고 마무리

서류작업까지 해야 한다. 겁이 덜

컥 난다. 대변에서 공수까지 기장

해안로인 연화리 바다, 시랑대,

오랑대를 보며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다.

첫날부터 만만치 않다. 지도 검

색을 하며 사업체 소재지를 찾아

내고 휴무라서 문이 닫힌 사업체

나 대표님 부재, 또는 손님이 많

은 경우는 피하여 3~4회 방문하는

일은 예사다. 불경기에 힘들어 죽

겠는데 무슨 조사냐고 호통 치는

사장님을 만날 땐 도망치고 싶기

까지 했다. 매일 1만 3천보 이상

을 걷고 또 걷는다. 복병은 곳곳

에 숨어 있다. 하지만 여행은 언

제나 나에게 선물을 준다. 행복한

추억이 또 하나 생겼다.

헛걸음을 몇 번 하고 일만 팔

천보를 걷고 집으로 가는 날이었

다. 아뿔사 교통카드 넣어둔 휴대

폰이 안 보인다. 가방을 샅샅이

뒤져본다. 없다. 오늘 조사한 사업

장을 거꾸로 더듬으며 재방문하

는 수밖에 없다. 릲혹시 낯선 휴대

폰 못 보셨나요? 아까 조사하고

간 후 없던가요?릳 릲없었어요.릳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린다. 못 찾으

면 어떡하지? 속상한 맘을 다독이

며 걷다 보니 릫연화당 카페릮 앞에

발걸음이 멈추어졌다. 몇 시간 전

조사하러 왔을 때 좋아하는 캐모

마일 차를 주며 릲뜨거워요. 날씨도

추운데 조심하세요.릳 하던 청년 사

업장이다. 딸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득 담아 쥐어 주던 그녀가 환대

를 하며 릫없던데요. 아, 번호가 어

떻게 되죠? 제가 신호를 보내볼게

요.릮 그녀 전화기로 재빠르게 신호

를 보낸다. 누군가 받는다. 릲아, 네

여기 있어요. 아까 조사원이 바깥

의자에 둔 걸 제가 발견하고….릳 3

시간 전쯤 방문한 곳에서 보관하

고 있단다.

삶이란 견딜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견뎌내야 한다. 견디기 힘든

속수무책의 난코스 여행 길목마

다 내 편 되어주고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내 삶을 일어서게 했고 다

시 웃게 한다. 큰 꿈을 이루고 사

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는 것

보다 평범하지만 온기가 있는 삶

이 풍요로운 삶이란 걸 배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그 어떤 것

보다 힘이 크다는 것을 또 배웠

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 난 다시

걷고 웃는다.

연화리 범고래다방의 향기로운

커피 한잔, 연화당의 따끈한 캐모

마일 한잔, 차보다 더 뜨거운 사

랑, 넓은 수산과학관 내의 타사업

체까지 찾아주던 친절한 수산과학

관 직원. 이번 여행에서 만난 사람

들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며칠 전 일을 마쳤다. 갯내음

물씬 나는 연화리 봄 바다를 천

천히 걷는다. 걸음을 멈추고 봄

의 깊은 숨결을 만끽한다. 릫삶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길이

다릮라고 데카르트는 말한다. 진리

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간 짧은 여

행이다.

김영자(기장읍 소정안길)

독자투고

의원 5분발언을듣고

3월 기장사람들에 보도된 기장군 의회 의원들의 5분 발

언의 내용을 보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장군 응급 의료시스템을 이야기 하신 우성빈

의원께서는 기장군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동

남권 원자력 의학원에서 종합응급시설 운영을 위한 국굛

시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전이라도 기장군에서 지원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고 제안을 하였는데,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에서 종합 응급의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얼

마나 소요되고 기장군에서 먼저 지원하면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확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

고 대안을 제시하여 기장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

하거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도록 제안하여 기

장군민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개선되도록 제안하시는 모습으로 하시는 것이 좋았다

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축제 행사에 관하여 발언하신 박우식

위원께서는 축제행사에 사용되는 비용과 문제점을 지적

하셨는데, 축제행사별 비용대비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행사를 똑같이 여러 가지 하기 보다는 행사의 종류를 줄

이더라도 전국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

는 행사를 제대로 하여 지역민의 소득향상과 기장군민으

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으면 더욱 좋

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광신도시 우회도록 개설제안을 하신 김종률 의원께

서는 교리삼거리의 주말 피크시간대 교통체증현상으로

일광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장안택지, 산업단지는 2~3

년 후에는 완공되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

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명확히 따져서 현재 주변인구가

얼마일 때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간 낭비가 얼마나 발생하

고 있고 주변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 2~3년 뒤 교통체증

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자료

가 있었으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맹승자 의원께서는 기장군 청렴의길로 가고 있

는가를 물으셨고 황운철 의장께서는 위정자는 언행이 일

치되어야 한다는 글로써 기장군의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법의 테

두리에서 진행되고 있어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예산의 낭

비, 공사의 품질문제, 납기지연 등이 발생하여 주민불편

과 복지혜택 감소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여 기장

군의 공무원들이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

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채찍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충정이 글에 잘 나타나있다고 봅니다. 하지

만 일부 의원들은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쉽습니다. 저의 우문(愚問)이

기장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장군 의원님들께 조그마

한 참고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박인규(정관읍 정관2로)

소소하고작은행복독자투고

2월을 접어들면서 경로당 내에

서 회원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

서 식사를 하기로 합의하게 되었

다. 처음에는 협소한 주방여건과

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스럽던 마

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7~8년 동안

길들여진 손맛과 숨겨진 노하우

로 산듯하고 행복한 밥상으로 변

신했다. 각자의 요리솜씨들이 훌

륭한 요리백과가 되어가는 모습

에서 즐거움과 흐뭇함에 아련한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아울러 모두에게 감사하며 고마

울 뿐이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큰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은 더더욱 아

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늦었지

만 철이 드는 나의 모습에 조금은

부끄러워도 해본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열기로

한 생월잔치를 맞이하면서 난생

처음 써보는 고깔모자에 예쁘게

분단장을 하고 생일노래를 부르

며 함박웃음 짓는 모습은 수줍고

꿈 많던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제는 자아를 잊고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야만 된다는 당연한 권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한다.

지금의 사진속의 모습처럼 항

상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

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와 열정을 가지고 나

아가면서 행복이 가득한 사랑의

쉼터 경로유치원이 될 것을 다짐

한다. 또한 작은 행복이 큰 기쁨

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내일

의 작은 행복열차를 타고 우리 모

두가 파이팅이다. 정영희(정관읍

LH5단지 여자경로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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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협찬광고퀴즈협찬광고

릲 릳

해파랑길방향안내표식은색상으로구분된다. 붉은계열은정방향(부산→고성), 파란계열은역방향(고성→부산). 구간곳

곳의전봇대와나뭇가지에묶여있는리본은주황색과노란색이다.

띀 해파랑길 3코스 중 일광면 동백리 자연발생유원

지코스

띁신평소공원내코스

띀

띁

걷고 싶은 계절이 왔다. 세상에는 걸을 수

있는 길도 걸어보고 싶은 길도 너무나 많다.

제법 따뜻해진 4월 어디로 무엇을 보며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장의 대표축제 릫기장멸치

축제릮와, 릫기장미역굛다시마축제릮를 만날 수 있

는 릫해파랑길 3코스릮로 일단 가보자.

해파랑길은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

를 길동무 삼아 함께 걷는다는 뜻으로 부산 오

륙도해맞이공원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 통일

전망대에 이르는 대한민국 초광역 걷기길이다.

그 중 오롯이 기장만 지나는 구간은 3코스로

대변항에서 임랑해변까지 총 16.9km이다. 개

인마다 다르겠지만 6~7시간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면 된다. 부산광역시에서 조성한 부산

갈맷길 1코스와 대부분 겹치지만 해파랑길은

대변항에서 죽성 해안으로 가지 않고 봉대산

숲길을 지나는 점이 다르다. 일광해변부터는

항구와 해안선을 타고 이어지는 길이 임랑해

변까지 쭉 이어지는데 3코스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이천항, 이동항, 동백항, 신평항, 칠암항,

문중항, 임랑항 등 항굛포구에 횟집이 즐비하고

갈매기와 등대를 벗삼아 호젓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이다.

평소 운동이 부족해 체력에 자신이 없다면 3

코스를 한 번에 도전하지 말고 두 번 나눠 조

금 더 여유롭게 걸어보는 걸 추천한다.

■ 대변항 몾 봉대산 봉수대 몾 기장군청 몾

일광해변 (7.3km)

3코스 시작점인 대변항은 국내 최대 멸치 산

지로 이번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릫기장멸치축

제릮가 열린다. 제철 맞은 싱싱한 기장 멸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 그 다음 기점으로 이동

하지 못하고 대변항에서 발걸음을 떼기 어려

울 수도 있으니 시간안배를 잘 해야 한다.

시작부터 든든하게 멸치회로 배를 채우니

소화도 시킬 수 있는 가벼운 산행코스가 이어

진다. 대변항에서 봉대산 봉수대까지는 2.4km

의 무난한 산길로 봉대산 숲길 이정표(4번지점

→1번지점)를 참고해도 된다. 과거 원거리 통

신수단이었던 봉수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죽

성마을과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멋지다.

봉대산에서 신천마을 쪽으로 2.2km정도 내려

와 기장군청부터 일광해변까지는 2.7km도로변

을 걷는다. 오롯이 자연 풍경만 즐기고 싶은 사

람은 기장군청 정류장에서 일반버스 188, 180번,

마을버스2번을 타고 일광해수욕장에서 내려 이

구간을 건너뛰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일광해변 몾 임랑해변 (9.6km)

기장8경중 3경으로 꼽히는 일광해변은 수심

이 얕고 해안선이 강송정에서 학리포구까지

원을 이루며 펼쳐져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

다. 오영수의 소설 릫갯마을릮, 영화 릫우리형릮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일광해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4월 19일부

터 21일까지 릫기장미역굛다시마 축제릮가 열리는

이동항이 나온다. 미역과 다시마를 말리는 풍

경을 보고 짭쪼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면서 걷

다보면 자연발생유원지가 나온다. 탁 트인 바

다를 바로 옆에 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데

크길을 걸으면 자연경관의 장엄함까지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잠시 바닥에 앉아 상념을

버리고 마음을 정화해보는 시간을 가지기에

딱 좋다.

자연발생유원지를 나와 도로변을 조금 걷다

가 온정마을로 다시 들어간다. 칠암항까지 가

는 길에 아기자기한 어촌마을과 오른쪽으로

해안절경이 계속 이어진다. 이내 배 조형 전망

대가 보이고 신평소공원에 이른다. 규모는 작

지만 해안로를 따라 조성된 산책데크와 자연

에너지조형물, 팔각정자, 안개분수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며 쉬어

가고 싶어지는 곳이다.

충분히 쉬고 걸으며 배가 다소 출출해질 때

쯤 쫄깃하고 신선한 회가 유혹하는 칠암횟촌

이 나온다. 어선들, 낚시꾼, 이색등대 등 칠암

방파제까지 항구마을의 고즈넉한 일상을 눈

안에 담으며 걷다보면 어느새 3코스의 종점인

임랑해변이다. 기장8경인 임랑해변은 백사장

주변에 노송이 병풍처럼 푸른 숲을 이루고 있

어 운치가 남다르다.

⊙ 도보여행 에티켓

-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는 지정

된 장소에 버립니다.

-자연과 농작물 훼손에 주의합니다.

-음주보행과 흡연보행을 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마주치는 사람과 미소로 소통합니다.

⊙ 안전여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전을 고려해 여러 사람과 함께 갑니다.

-노선과 관련기관 연락처를 숙지하고, 현재

위치정보를 파악하며 걷습니다.

- 물 등 비상식품과 응급약품을 꼭 가지고

떠납니다.

- 도로변을 지날 때는 길 가에 붙어서 한 줄

로 걸어갑니다.

-하절기는 오전9시~오후6시, 동절기는 오전

9시~오후5시 밝을 때 이동합니다.

⊙ 걷기 정보 안내

- (사)한국의 길과 문화 02-6013-6610~12

-부산구간 해파랑길 안내 051-607-6395

-기장군 문화관광과 051-709-4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