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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개소

릲도심속텃밭조성해보세요릳

3월 21일부터제283회 임시회개회

이웃돕기미담, 동네방네소식모음

릫소통굩 출산장려토크쇼릮열린다

유물탐험대, 박물관이궁금해요

동래3.1독립만세운동맥을잇는다

생동하는새봄맞이음악회열린다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품기탁자최종분소개

릫명장동공영주차장릮증축개장

동래구여성단체협의회장이굛취임

문학과동래이야기②차상찬과동래시장

숨은한자찾아보는얼쑤동래

가자굩다함께굩만세의바다로굩

릲 릳

100년 전인 1919년 3월 부산굛경남지역만세운동의불씨가되었던 릫동래3.1독립만세운동릮재현행사의하나로기념식이지난해 3월 1일 동래고교운동장에서동래고교생등 13개 고교생을주축으로내굛외빈, 기관굛단체장, 주민등 3천여명이운집한가

운데진행됐다. 기념식에서참가자들이태극기를흔들며만세삼창을외치고있다. 올해는 100주년을기념하고자 100명의합창단이애국가와삼일절노래를제창하는가운데엄숙하면서웅장하게기념식이거행될전망이다.

3월 1일오전 9시부터재현

동래고굛동래시장굛만세거리서

100명의합창단 3.1절노래제창

박차정의사만세퍼포먼스펼쳐

릫100년울림릮단막극등연출

릫나도독립운동가릮배경사진체험

독립관련이야기담장굛판화체험

100년 전인 1919년 3월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치며 부산굛경남지역 만세운동

의 불씨가 되었던 릫동래3.1독립만세운동릮

이 100년을맞아웅장하게재현된다.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열려 전국적으로

비상한관심을모았던 릫동래3.1독립만세운

동릮 재현행사는동래구가주최하고동래문

화원이 주관하며 부산지방보훈청굛부산광

역시굛동래교육지원청 후원으로 24회째 전

통을이어오고있다.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100주년인 올해 3

월 1일에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시민굛학생 등 8천여 명이 대거 참

가한 가운데 선열들의 뜨거웠던 항일정신

을되새긴다.

이날 부산3.1독립운동기념탑에서 오전

9시20분경 헌화와 분향을 하며 재현 행사

서막을연다.

오전 10시부터는 동래고 운동장에서 제

100주년 3.1절 기념식이 엄숙하게 거행된

다. 기념식은 릫가자굩 다 함께굩 만세의바다

로굩릮란 슬로건 아래 식전 풍물공연을 연

다음△3.1운동경과보고△독립선언서낭

독△기념사△삼일절노래제창△만세삼

창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100명의

합창단은 100년 전 선열들이 남긴 숭고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3.1절 노래를

제창한다.

기념식을마친후곧바로동래고운동장

특설무대에서는 100년 전 박차정 의사와

가족들의 독립활동 관련 퍼포먼스가 펼쳐

진다.

박차정의사만세퍼포먼스후거리행진

은 동래고→ 박차정 의사 생가 앞→ 수안

인정시장 사거리까지 참가자들이 함께 행

진한다음 1굛2진으로나눠 1진은세계로약

국(충렬로)→ 남문터(현 박경훈한의원)

방향으로, 2진은 농협중앙회 동래지점 방

향으로 따로 행진하고 나서 참가자 모두

동래시장앞에집결한다.

고조된 만세 행렬은 수안인정시장 사거

리에서 릫애국시민을 구하라릮 만세삼창 코

너에서 릫대한독립만세릮를 외치며 만세재현

거리행진을펼친다.

오전 11시부터는 전문 연극인들이 나서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릫동래시장 앞

독립만세릮를 연출한다. 동래시장 앞 특설

무대에서 전개될 프로그램은 동래문화원

풍물단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큰북치기,

횃불점화, 백년다짐, 단막극 릫100년의 울

림릮공연등의순으로진행된다.

특히 단막극은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을위해힙합을가미해색다른감

동을선사한다.

동래시장앞행사가끝난뒤참가자들은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구청광장까지 만

세행진을 하며 올해 재현 행사를 모두 마

친다.

이날 구청 광장에서는 오전 10시∼오후

2시 △TV굛영화 등 매체속독립영웅이되

어보는 크로마키 배경 사진체험 △독립을

테마로한판화체험프로그램이진행된다.

또 릫독립의 길릮 이야기 담장과 릫부산항일학

생의거 기념사진릮 전시, 나라사랑 태극나

무 만들기, 낡은 태극기 무료 교환(100개

한정) 등부대행사도마련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동래고~

동래시장~구청 앞 등 행사 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문화관광과(550-4091∼4)

릫박차정의사릮 일대기라디오드라마로들어보세요
동래고을이 이번 호부터 릫동래고을 팟릮이란 팟캐스트 계정을

개설하고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프로그램은 동래

3.1독립만세운동 맥을 이어 오고 있는 릫동래고교릮와 릫동래여

고릮 이야기입니다. 청취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에서 릫팟빵릮 앱을내려받아 릫동래고을팟릮을검색하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