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뢾문뢿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

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입니까?

▣ 응모요령

우편엽서에 사자성어 정답과 상품을 받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2019년 2월 19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명단은 동래고을 제

272호에게재됩니다.

제271호 퀴즈문제

○ icoop 자연드림 상품권(3명):선영임(명륜동), 노삼돌

(명장동), 최일랑(온천동)

○동래할매파전 식사권(2명): 박경숙(사직동), 최명호(송정동)

○ 메가마트 동래점 상품권(2명):예수연(온천동), 임소정

(사직동)

○ 예원한정식 식사권(1명):김상근(명장동)

○ 빠리쟝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2명): 양미진(사직동),

문진수(낙민동)

○ 허심청 온천 이용권(2명): 조인성(수안동), 신임필(온천동)

○ 스시몬 점심특선 식사권(1명):김만진(명장동)

○ 맘스터치 식사권(2명):천야원(온천동), 조재흔(안락동)

○ 합천일류돼지국밥 식사권(2명) : 최말석(안락동), 안창

국(안락동)

○ 코코샤브 식사권(1명) :이태권(창원도계동)

○ 동래구 온누리상품권(2명) : 신영옥(안락동), 김준규

(사직동)

동래고을 리포터 추첨 모습

▣ 제270호 당첨자

제270호 퀴즈는 총470명

이 응모하였습니다. 그가운

데 정답자는 468명이고, 당

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2019년 2월 8일까지 거주지

로우편발송합니다.

찾│아│보│는 얼│쑤│동│래

▣ 보내실 곳

우편번호(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문화관광과동래고을담당자앞☎ 550-4071~4 친환경 꾸러미 교환권 (5만원어치) 3명

☎ 505-4494 사직2동 국민시장 입구

사직점

3인 식사권 (4만7천원 어치) 2명

☎ 552-0792 동래구청 정문 옆

4대째 전통을 이어오는

2인 식사권 (5만원 어치) 1명

☎ 556-1154 메가마트 전화국쪽 출구

케이크 교환권 (3만원 어치) 2명

☎ 555-5326 동래구청 정문 맞은편 허심청온천 이용권

(2만2천원 어치) 2명

점심특선 콤보1 식사권 (2만원 어치) 1명

☎ 553-0303 메가마트 옆 옛 일신초밥 1층

식사권 (2만1600원 어치) 2명

☎ 526-2221 4호선 명장역 1번 출구 앞

명장점

2인 식사권 (2만원 어치) 2명

☎ 502-3355 (구)송월타올 맞은 편

삼성전자서비스 옆

제270호 퀴즈정답

①북장대굛읍성광장

2인 식사권 (3만원 어치) 1명

☎ 552-7300 메가마트 정문 앞

상품권 (3만원 어치) 2명

☎ 550-6000, 550-6001

동래점

글굛그림 김용덕

유료광고

기간 10:00 ~ 12:00 13:30 ~ 15:30 16:00 ~ 18:00

3. 4.(월) ~ 3. 8.(금)
엑셀입문 컴퓨터기초

동영상편집

3. 11.(월) ~ 3. 15.(금)

3. 18.(월) ~ 3. 22.(금)
엑셀활용 컴퓨터활용

스마트폰기초

3. 25.(월) ~ 3. 29.(금) SNS로소통하기

□신청 기간 : 2월 15일(금) 09:00부터과정별선착순모집

(동래구민우선)

□신청 방법

○전화신청 : 550-4309, 4301~6

○ 홈페이지 : http://www.dongnae.go.kr/lll → [구민정보

화교육신청] → [교육신청]

□유의 사항

○교육신청마감후대상자를선정하여, 해당되시는분께

만전화또는문자연락드립니다.

※선정기준 :동래구민뢿 과정별신규자뢿 선착순선정

(타구민, 중복수강자, 신청초과자는대기자로등록)

○컴퓨터기초와인터넷활용은연 2회수강가능, 그외과정

중복수강시대기자로등록

○ 불참 또는 2일 이상 결석자는 6개월간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동래구평생교육과☎550-4309

3월 구민정보화교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60일 이내

룗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신청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기준일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계약당사자 서로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증여 계약일)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의경우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채 계약

을 체결한 경우

→ 그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체결 후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 소유권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소유권보존 등기경료일)

□과태료부과

○과태료기준금액

- 룗지방세법룘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60일이경과한다음날부터등기신청일까지해태기간으로산정

지연기간 부과금액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문의 : 동래구 토지정보과 ☎550-4766

동길산시인이쓰는문학과동래이야기①이주홍문학관

한국문학의자산, 동래의자랑

동래는 심층 도시다. 속이 깊다. 무어든 그렇다. 역사면 역사, 문화면 문화, 부산에서 가장 깊은 데가 동래다.

천년의 신비를 품은 까닭이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근대 이전은 물론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래는 한국문

학의 속살이었고 내면이었다. 문학과 동래는 불이(不二)였고 이이일(二而一)이었다. 문학에 담긴 동래 이

야기를 더듬어 본다. 편집자 글

이주홍문학관 전시실. 문학관은 단아하면서 다감하다. 깔끔하면서 정이 많았던 선생의 생전 모습 같다.

온천장 금강공원에 있는 이주홍 동시 릫해같이 달같이만릮시비.

문학관은 한 문학가의 처음과 끝

을담은공간. 문화적 자산이자지역

의 자랑이다. 부산에 있는 문학관은

셋. 이주홍문학관, 요산문학관 그리

고 해운대 추리문학관이다. 광역 대

도시에 고작 셋뿐인가 싶기도 하지

만 그만큼 엄정하고 귀하다는 방증

이기도하다. 동래엔이주홍문학관이

있다. 부산시에 등록된 사립문학관

제1호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이주홍문학

관. 향파 이주홍(1906~1987)을 기리

는문학관이다. 온천동부산전자공고

어름에 있다. 도시철도 명륜역에서

내려 유락여중 방면으로 걷다가 삼

거리에서 우회전하면 표지판이 보인

다. 문학관은 가는 길부터 문학적이

다. 이주홍문학거리라고 이름 붙인

길에 이주홍 문학의 알갱이 같은 작

품이이어진다.

향파는 팔방미인이었다. 1928년

동화로 등단해 동시, 소설, 수필, 시

나리오, 희곡, 고전번역, 서예, 출판

기획 그리고 만화를 비롯한 그림까

지 문학 안팎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

가를 이루었다. 한국 최초의 출판미

술가로불리기도한다. 작품집은 200

권이 넘는다. 연말이 되면그림을손

수그린연하장을보냈다. 릫향파연하

장을 받지 못한 문인은 문인이 아니

다릮라는말이나돌정도였다.

문학관은단아하면서다감하다.깔

끔하면서 정이 많았던 선생의 생전

모습을 보는 듯하다. 향파 이주홍과

요산김정한은두살차이. 살아생전

문학 동지였고 술친구였다. 성격은

정반대였다.요산이뾰족했다면향파

는 둥글었다. 격해지려는 술자리를

다독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끄는

데는향파만한이가없었다.

향파는 경남 합천 사람. 그런데도

동래구 온천동에 문학관이 들어선

것은여기가제2의고향인까닭이다.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1971년부터 타

계할 때까지 온천장에 살았다. 무엇

보다 1947년 여름 동래중 교사로 부

임해 많은 제자를 두었다. 국제신문

주필까지 지냈던 김규태 시인도 그

때 제자다. 동래중에 있으면서 부산

지역 학생연극에 앞장섰고 부경대

전신인 수산대 교수로도 오래 있었

다. 금강공원에 동시 릫해같이 달같이

만릮시비가있다.

릲향파 선생님은 도장이 참 많으세

요. 인장 전시회를 열 정도였어요.릳

이주홍문학관 강영희 사무장은 이주

홍 문학 애독자였다. 중학생일 때 교

과서동화 릫메아리릮에반해편지를보

냈고 답장과 함께 선생 작품집을 선

물로 받았다. 그런저런 인연으로

2008년부터문학관일을본다. 강 사

무장말대로문학관에전시된인장은

수십종.서예와그림을즐겨한국문

단에선 보기 드물게 낙관 인장이 많

았다. 인장이나 만년필 같은 소장품,

예술작품, 그리고 한 생애의 처음과

끝을 담은 이주홍문학관은 한국문학

의자산이자동래의자랑이다.

동래를 소재로 한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 동래와 인연이 깊었던 만큼

차고 넘친다. 강영희 사무장은 단편

소설 릫동래금강원릮을추천한다. 뢾신동

아뢿 1969년 2월호에 발표했고 1973

년 발행한 작품집 뢾풍마뢿에 실렸다.

당시금강공원정경을생생하게묘사

한 구절이다. 릫그전 때는 베비꼴프장

이나 노지에 만들어 놓은 탁구대 몇

대 정도 있는 것뿐이었는데, 지금은

하니문카니 로울러플레이어니 회전

비행기니케이블카니, 게다가동물원

까지도생겨있다는이야기였으니금

석지감이무량해질수밖에없는일이

었다.릮 dgs1116@hanmail.net

동길산 시인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 경제학과

를졸업했다. 1989

년 무크지 뢾지평뢿

으로 등단했으며

뢾뻐꾸기 트럭뢿 등

시집 다섯 권과 뢾시가 있는 등대 이

야기뢿 등산문집다섯권, 그리고한

국신발 100년사 뢾고무신에서 나이

키까지뢿를 펴냈다. 국제신문굛부산

일보굛한국일보에 릫부산의 길릮 릫부산

의 등대릮 릫부산의 포구릮 릫부산의 비

석릮 릫부산굛경남문화지리지릮 등을 연

재했다.

□신고및납부기간 : 2019. 1. 1. ~1. 31.

□공제혜택 : 연세액의 10％공제

□전화및방문신청 : 세무2과자동차세계☏550-4251~3

□인터넷 신청 :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및 위택스 (http://www.wetax.go.kr) 신고납부

자동차세 1월에납부하시면연세액의 10％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