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뢾문뢿 말 귀에 봄바람이란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리는것을이르는말.

▣응모요령

숨은한자를재미삼아찾아보시고우편엽서에사자성어(한글또는한자)

정답과 상품을 받을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적어 2019년 4월 19일까지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당첨자명단은동래고을제274호에게재됩니다.

제273호 퀴즈문제

○ icoop 자연드림 상품권(3명):이명희(온천동), 조명숙

(사직동), 임양순(안락동)

○동래할매파전 식사권(2명): 박은희(사직동), 손은하

(명장동)

○ 메가마트 동래점 상품권(2명):이민하(온천동), 홍수진

(복천동)

○예원한정식식사권(1명):안명희(온천동)

○ 빠리쟝 베이커리 케이크 교환권(2명): 송소윤(명륜동),

박인수(복천동)

○허심청온천이용권(2명): 김에희(사직동), 이수분(온천동)

○스시몬점심특선식사권(1명):서현정(온천동)

○맘스터치식사권(2명):신윤오(사직동), 조영경(복천동)

○합천일류돼지국밥 식사권(2명) : 김경원(명장동), 진

정숙(사직동)

○코코샤브식사권(1명) :황득규(낙민동)

동래고을리포터추첨모습

▣제272호 당첨자

제272호 퀴즈는 총468명

이 응모하였습니다. 그가운

데 정답자는 463명이고, 당

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2019년 4월 10일까지거주지로우편발송합니다.

찾│아│보│는 얼│쑤│동│래

▣보내실곳

우편번호(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

동래구문화관광과동래고을담당자앞☎ 550-4071~4 친환경꾸러미교환권 (5만원어치) 3명

☎ 505-4494 사직2동국민시장입구

사직점

3인 식사권 (4만7천원 어치) 2명

☎ 552-0792 동래구청정문옆

4대째전통을이어오는

2인 식사권 (5만원 어치) 1명

☎ 556-1154 메가마트전화국쪽출구

케이크 교환권 (3만원 어치) 2명

☎ 555-5326 동래구청정문맞은편 허심청온천이용권

(2만2천원 어치) 2명

점심특선콤보1식사권 (2만원 어치) 1명

☎ 553-0303 메가마트옆옛일신초밥 1층

식사권 (2만1600원 어치) 2명

☎ 526-2221 4호선명장역 1번출구앞

명장점

2인 식사권 (2만원 어치) 2명

☎ 502-3355 (구)송월타올맞은편

삼성전자서비스옆

제272호 퀴즈정답

고진감래(苦盡甘來)

2인 식사권 (3만원 어치) 1명

☎ 552-7300 메가마트정문앞

상품권 (3만원 어치) 2명

☎ 550-6000, 550-6001

동래점

글굛그림김용덕

유료광고

2019년동부산권채용박람회개최

□일시 : 2019. 4. 18.(목) 10:30∼17:00

□장소 : 벡스코제2전시장 4C-4D홀

□ 행사구성 : 채용관, 홍보관, 이벤트관, 특별관(IKEA채용 사전

설명회)

□행사규모 : 직접참가업체 50개사(간접 40개사), 구직자 2천명

□ 주최기관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홈페이지 : www.busanjobfair.co.kr

□참가대상 : 전체계층 (여성굛중장년굛고령자굛청년등)

□문의 :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760-7143, 박람회사무국☎ 636-8739

79기동래문화원문화강좌

강좌명 반 요일 시간 장소

동래학춤
초급반 수 11:30~13:00

생활문화관
3층 회의실

중급반 수 10:00~11:30
고급반 월 10:00~11:30

한국무용

초급반 화 10:00~11:30

소극장 연습실
중급반 화 11:30~13:00
고급반 화 13:00~14:30
특별반 화 14:30~16:00

경기민요

초급반 화 11:30~13:00

생활문화관
3층 회의실

중급반 금 10:00~11:30
고급반 화 10:00~11:30
특별반 금 13:00~14:30

풍 물

초급반 화 13:00~14:30
중급반 목 11:30~13:00
고급반 화 15:00~16:30
특별반 목 10:00~11:30

가야금
초급반 월 10:00~11:30
중급반 월 11:30~13:00

댄스스포츠
초급반 수 14:30~16:00
중급반 수 13:00~14:30
고급반 금 14:30~16:00

라인댄스
초급반 목 13:30~15:00
중급반 목 15:00~16:30

색소폰
초급반 월 13:30~15:00
중급반 월 15:00~16:30

도자기

초급반 수 13:00~14:30
생활문화관
3층 송학실

중급반 수 10:00~11:30
고급B반 화 10:00~11:30
고급A반 화 13:00~14:30

생활영어

ABC영어회화 수 14:30~16:00

생활문화관
2층

제1강의실

※베트남어 :
부산외국어대학
특수외국어교육원

강사

영어회화(입문) 수 13:00~14:30
영어회화(실전) 화 11:30~13:00
생활영어회화 목 13:00~14:30
관광영어 화 10:00~11:30

오카리나
초급반 목 10:00~11:30
중급반 화 13:30~15:00
고급반 화 15:00~16:30

하모니카
초급반 월 12:00~13:30
중급반 월 13:30~15:00

플룻 초급반 수 11:00~12:30
베트남어 초급반 금 10:00~12:00

사군자
초급반 목 10:00~11:30

생활문화관
2층

제2강의실

중급반 금 11:30~13:00
고급반 금 10:00~11:30

산수화 초급반 목 11:30~13:00

한문서예
중급반 월 10:00~11:30
고급반 수 10:00~11:30

한글서예 초중급반 화 10:00~11:30
캘리그라피(감성수채화) 초중급반 수 13:30~15:00

□운영기간 : 2019년 4월 1일 ~ 6월 30일(3개월, 토굛일요일및공휴일휴무)

□수강료 : 3개월 45,000원(교재비및재료비는별도)

※가야금 : 90,000원, 도자기, 색소폰, 플룻 : 57,000원, 베트남어 :무료

□문의및접수 : 동래문화원사무국☎555-1441

※반별인원이정원미만일경우에는폐강될수있습니다.

동길산시인이쓰는문학과동래이야기 동래부사이안눌詩 릫동래 4월 15일릮

임진왜란문학의최고봉 릲그날생생릳

오늘찾은곳은유물전시관. 도시철도 4호선수안역에있는 릫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릮이다. 동래교

차로 지하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2005년 지하철 공사 도중 발굴한 유물을 전시한다. 유물을 둘러보

는발걸음은무겁다. 마음은더무겁다. 유물한점한점비분을자아낸다. 릫저럴수가굩 저럴수가굩릮

비분을삭이느라몇걸음걷다가멈추고몇걸음걷다가멈춘다.

도시철도 4호선수안역에있는 릫동래읍성임진왜란역사관릮내부에는지하철공사도중에발굴한임진왜란순절자

의유물이전시되어있다.

금강공원동래부사송덕비들. 바로앞에보이는자그마한비석주인공이이안눌이다. 조선

을대표하는청백리답게금강공원송덕비가운데가장낮고가장가늘다.

이안눌동래부사초상화

유물은하나같이귀기가감돈다. 모형이

긴 하지만 인골이며 실물 녹슨 무기는

보기만 해도 섬뜩하다. 인골은 대부분

두개골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 예리한

칼날로 잘렸거나 창에 찔렸거나 둔기에

맞아함몰됐다. 3년에걸쳐발굴한인골

모두는 1592년임진왜란희생자였다. 그

해 4월조선을침략한왜군에맞서싸우

다 순절한 동래읍성 군인과 양민이 400

년세월을수안역지하에묻혀있었다.

역사관 여기는 동래읍성 성벽과 해자

가 있던 자리다. 해자(垓子)는 침입에

대비해 성벽을 따라 판 도랑이다. 성벽

과 해자를 가운데 두고 음력 4월 15일

벌어진 동래읍성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아군은 전투 경험이라곤 백지였고 게다

가양민이주축이었다. 반면왜군은 100

년 내전을 치른 정예군이었고 신식무기

조총으로무장한대군이었다.

전투는 한나절 만에 끝났다. 릫여자를

비롯하여아이와개, 고양이할것없이

피를흘릴수있는것은모두살해릮되었

고 릫부친의 유해를 찾으려 동래성에 가

니 시신이 가득 쌓여 찾을 수 없릮을 정

도였다. 음력 4월은 여름. 왜군은 시신

을 그대로 두면 염병이 창궐할까 두려

웠다. 가득 쌓인 시신을 해자에 내던지

고묻었다.

지하철공사로발굴된유골은 100여

구.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둘레 1.4

km에서 겨우 50m 발굴해 그 정도니

실제로는 옛 기록대로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지금은 서기 2천 년. 해자 자

리에들어선건물을헐지못해서, 온종

일차가밀리는도로를걷지못해서동

래는 곳곳에 400년 원혼이 묻혀 있다.

동래에선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다녀

야하는이유다.

이 시는 동래읍성 전투가 벌어진 날

의 참상을 다룬다. 릫동래맹하유감릮으로

도불린다.

릫맹하(孟夏)릮는 초여름이란뜻. 봄은

음력 1월, 2월, 3월이고 여름은 4월, 5

월, 6월이다. 이안눌은 임란 끝나고 10

년 후인 1608년 2월 11일부터 1609년

7월 10일까지 동래부사로 있었다. 그

때 이시를썼다. 7년 왜란은끝났어도

왜란이 남긴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던

시기였다. 그래서현장을직접보듯시

가살아있다.

시인은 감정을 절제하고 객관적 거

리를 유지한다. 감정을 절제해도 감정

이북받치는까닭이다. 한문원문은동

래문화원 발간 국역 뢾동래부지뢿 릫제영

잡저릮 95쪽에실렸다.

릫동래 4월 15일릮은 기념비적인 시다.

임진왜란 기록물은 차고 넘쳐도 독자

의 내면을 이토록 일렁이는 문학작품

은드물다. 임란문학의최고봉으로평

가하고싶다. 동의한다면, 동래는임란

문학최고봉의산실이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이안눌은 4천편넘는시를쓴대문호.

자신의호를딴문집 뢾동악집뢿 26권을

남겼고 범어사 청룡암 석벽에도 시를

남겼다. 온천장 금강공원에 송덕비가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청백리답게 거

기 송덕비 20기 가운데 가장 낮고 가

장가늘다.

dgs1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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